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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

성으로 마련한 ‘문화회관’에서 우리사회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길 바라며 교

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a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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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이용금액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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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
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
TER

10%

장터
레스토랑

Jl. Raya Batavia Blok LC 08, No. 
9-10 Kelapa Gading Jakarta Timur

4585-4302 10%

뉴서울
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
TER, BC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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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원가입 및 문화회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021-521-251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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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신 분

김문환 참사관(대사관)

윤문한 홍보관(대사관)

이종찬 법인장(삼성)

김성국 사장(키데코 자야 아궁)

이영호(삼익)

양성모 지사장(산업인력관리공단)

새로 오신 분

진해강 지사장(산업인력관리공단)

동정

원고 받습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

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

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

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

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용: 자유 (단 개인 PR/광고성 기사는 지양)

형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

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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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2009년 신년을 맞아 지난 1월 16일 자카르

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경제간담회’를 개최했다. 신년회

를 겸해 모인 이날 간담회는 교민기업들이 협력해 글로

벌 경기침체 극복과 고충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

로 열렸으며 전자, 목재, 에너지, 봉제, 금융 등 각분야 업

체 대표 80여명의 기업인이 참가했다. 이날 김호영 대사

는 교민기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태스

크 포스를 구성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종업체간 

협력 및 노사간 화합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동일 서기관은 ‘최근 현황 및 2009년 경제전

망’이라는 준비한 보고서 브리핑이 있었다. 최근 인도네

시아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지난해 12월 들어 경기 하락세

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에선 기준금리와 

유가 인하 등 경기부양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전했

다. 하지만 올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위축되

어 보이지만 동남아국가들 중에서는 최고의 경제성장률

(4.5~5.5%)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인도네시아는 내수

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와 비교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올해 총선과 대선 특수로 섬유, 의류, 통신, 운

송, 호텔 등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참여한 교민기업대표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각 기업들의 해법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냈다.

LG전자 이기주 부사장은 “수출시장의 회복 시점 예측

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감소

를 상쇄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며 “위기를 잘 넘기면 올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김훈 코린도 그

룹 이사는 “올해가 한국과 인니 정부간 체결한 50만ha 조

림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원년”으

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국 키데코 자야 아궁 대표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신광업법이 ‘자원민족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간에 경험과 정보 교

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

경 잠비 리소시스 회장은 “비용절감만이 유일한 생존방

법이고 죽을 힘을 다해 이 고비를 넘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약 두 시간이여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위기에 처할수

록 더욱 강해진다는 한국인의 저력’이 그대로 묻어나듯 

물러서지 말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사관, 신년 경제 간담회 개최
교민기업, 경제위기 극복 위한 해법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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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협회, 2008년 소비제품안전개선법(CPSIA HR 4040)설명회 개최  
   

 주소 ;

KEMTI (Korea Environment & Merchandise Testing Institue) 

459-28, Gasan-Dong, Geumcheon-Gu, Seoul, Korea

Tel : (02) 2102-2560~7, Fax : (02) 854-6667

Attn : Mr. SD Kim or Mr. Hyo Sik Kim, Manager

website : www.kemti.org / e-mail : toy@kemti.org 

인도네시아 한인 완구 협의회(협회장 이종현 회

장)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KEMTI)과  지난 1월 20일(화) 미국으로 수출하는 어린

이제품의 사전인증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제품안전 개선

법 (CPSIA HR 4040)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황

리에 마쳤다.  

이날 봉제완구 및 가먼트등 미국 수출 관련 30여 업

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KEMTI의 김창로 원장을 비롯하

여 김승돈 선임연구원이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CPSIA)”과 관련하여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었다.  

이 법은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

하여 통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게는 또 하나의 기술 장벽으로써의 무역 장벽이 추가 되

는 셈이다.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 개선 법)”에 근거해 

2008년 11월 12일부터 제조되는 완구를 포함하여, 어린

이용 신발이나 의류, 문구용품, 액세서리, 유모차 등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CPSC(미국 소비제품

안전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제3자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 

성적서가 의무화 된다. 

따라서 미국으로 어린이용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은 해당품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KEMTI에서 적

합성 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KEMTI 담당자 연락처

 어린이용품팀

김효식 팀장 (02-2102-2560)

김재만 과장 (02-2102-2562)

김승돈 계장 (02-2102-2563)

e-mail : toy@kemti.org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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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장관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 인니 외교장관과 회담, 부통령 예방, 동포간담회 등 개최 -

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발전소 건설, 자원ㆍ에너지, 산림 

등의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추진 중인 한국기

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산 위

라유다 장관은 우리 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만족을 표하

고 우리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임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을 설명하고, 우리의 중요한 ODA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의 개발전략과 수요에 부응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할 의

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하산 위라유다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개발협력분야의 협력이 심화ㆍ발전되어 나가

기를 기대하였다.

유 장관은 6월초 제주 개최예정인 한ㆍ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3월 개관 예정인 

한ㆍ아세안 센터, 최근 활동을 개시한 한ㆍ아세안 현인

그룹(EPG) 등 활발한 한ㆍ아세안 협력을 평가하였습니

지난 1.20일 부터 2박 3일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

관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 하산 위라유다(Hassan 

Wirajuda)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유숩 칼라(Jusuf 

Kalla) 부통령을 예방했다.

유 장관과 하산 위라유다 장관은 지난해 G-20 등 다

자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유숩칼라 부통령의 이

명박 대통령 취임 계기 경축사절 방한과 같은 활발한 고

위인사교류와 연간 185억불에 달하는 양국교역 및 3억

불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 심화되

고 있는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를 지향하는 양국이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특히 양국간 공동위, 민

관 경제협력 T/F, 에너지포럼, 산림포럼 등 다방면의 협

력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에서 유 장관은 상호 보

완적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간 무역과 투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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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 하산 위라유다 장관은 한ㆍ아세안 특별정

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언급했다.

양국 장관은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G-20 차원의 양

국간 협력방안과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사회 주요 현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최근 6자회담 개최에 따른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인

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

해 하산 위라유다 장관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

지를 표했다.

하산 장관 방문 후 유 장관은 

유숩 칼라 부통령을 예방하고 정

상ㆍ각료급 고위인사 교류 및 무

역ㆍ투자 확대 등 양국관계 현황

에 대해 설명하고, 한ㆍ아세안 특

별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숩 칼라 

부통령은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만족을 표명하

고, 특히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유 장관은 대사관저에서 10여 교민 대표들과 

동포간담회를 갖고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기업 애

로사항 해결과 도움 방안, 천연자원ㆍ팜오일, 자트로파 

등 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 롯데마트 개업 후 이

를 통한 한국 상품 홍보 전략, 회사 청산 과정의 어려움

에 관한 대사관측의 지원 방향등 교민 애로사항의 해결

책에 대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았다.

유숩칼라 부통령을 예방하고 있는 

유명환 장관

유명환 장관은 부통령 예방 후

 대사관저에서 교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든교정 떠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초등 30회, 고교 10회 졸업생 배출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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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33년을 맞이하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가 초등학교 과정 제30회, 고교과정 제10회 졸업생

을 배출했다. JIKS는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본교 

강당에서 고교과정과 초등과정을 마치고 보다 넓은 세

계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졸업식을 거행했다. 

초등학교 총 89명의 졸업생과 고교과정 총 1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된 JIKS는 특히 고등과정 졸업생 중 

대학진학 100%에 가까운 성적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해

외 한국학교 중 최고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했다.

졸업식에는 김호영 대사, 김재유 수석부회장, 정무웅 

JIKS 재단 부이사장 및 대사관, 한인회 관계자 및 학업

을 위해 뒷바라지를 한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강당을 

꽉 메우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게 될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한층 성숙한 모습의 졸업

생들의 얼굴엔 정든 모정을 

떠나게 되는 아쉬움이 묻어

났고 열정과사랑으로 가르

침을 베풀었던 선생님들

에 대한 고마움 또한 졸업

식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

다.

꽃다발을 한아름 가

슴에 담고 선생님, 부모님

과 함께 기쁨의 웃음짓는 졸업생들의 미래가 힘든 시

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이겨내 당당한 미래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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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후원회, 신년 모임 및 신입회원 맞아

한인뉴스(편집인 조규철)는 지난 1월 28일 한인뉴스 후원회(회장 조윤행)와의 친목모임을 갖고 한인뉴스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나눴다. 교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주된 안건들로 

토의되었다. 한편 조윤행 후원회 회장은 후원회 2년차를 맞이하여 후원금 납부뿐만 아니라 좀더 실질적인 한

인뉴스 참여를 위해 후원회원이 한인뉴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후원회는 2009년 조영신(PT. Hanil Indonesia)씨를 첫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조영신씨는 매달 받아

보게 된 한인뉴스에 많은 노력과 땀이 스며있음을 알게 되어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인뉴스 후원회에 

동참을 원하는 교민들은 주창규 총무(0811-85-1773  /  charles@hanafos.com)에게 연락바랍니다.

한인뉴스 후원회는

친선골프모임 후 자카르타 

한 식당에서 신년모임을

갖고 한인뉴스 발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나눴다.

한인뉴스, 신임 편집위원 맞아

한인뉴스가 최양기씨와 정무송씨를 새로운 편집위원을 맞

이했다. 최양기씨는 연세대 졸업(84년) 후 1984년 삼성그룹 입

사, CJ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CJ Indonesia 총괄경영관리 담당(상

무)로 인도네시아와 연을 맺기 시작, 현재 교민 인테리어 대표업

체인 PT. LIVING A & I 대표이사이자 지난해 발족한 '한인뉴스 

후원회 '의 회원이기도 하다. 정무송씨는 경희대학을 졸업하고 

10년전 인도네시아에 진출, 현재 PT. YOUNGWOO SENTOSA 

JAYA라는 건실한 무역회사를 일궈내고 대표를 맡고 있다.

<신임 편집위원의 인사말>

인도네시아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까지 그 동안 한인

뉴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인뉴스와의 만남은 훈훈함 그 이

상이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미천함에도 한인뉴스 편집위원으

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교

민들께서 매월 한인뉴스 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한인뉴

한인사회 소식

스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 편집위

원 활동이 소중한 경험, 의미있는 시간으로 자리 

매김된다면 그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인뉴스의 신임 편집위원을 맡게된

정무송씨(왼쪽)와 최양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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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2세 최용희 씨, 당당히 사법고시 합격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7회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최용희씨(최병우(PT. Aneka Panel Indonesia)씨의 자) 

가 제 50회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입학 당

시 제출서류에 첨부된 초등학교 성적을 보며 왜 좀더 공부

를 하지 않았나 하고 후회했다는 최용희씨는 대학 학창시절 

꾸준한 학업 정진으로 사법고시의 관문을 두드렸다. 결과는 

1,2차 사법시험 합격, 최종면접에 합격하고 올 3월 연수원에 

입소할 예정이다.  ‘목표를 정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면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다는 최

용희씨는 월 나라의 구천이 쓰던 말로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

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말로 자신의 힘(실력)을 기를 때까

지 몸을 낮춘다는 4자성어인  “韜光養晦”을 항상 가슴속에 담

고 있다고 한다. 

박철구 민주평통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1월 16일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 위원인 박

철구 씨가 평소 재외동포의 통일의지 결집에 앞장서

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민주평통자문회 의장

인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표창장 수여는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가 대신 했

다. 박철구 씨는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

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큰 힘을 얻게된것 같다며 협

의회 일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

을 전했다.

이날 표창장 전수식에는 김호영 대사를 비롯 김

광현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장 및 위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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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을 대표했던 대기업 3사 대표(이종찬 

삼성전자 인니법인장, 김성국 키데코 자야 아궁 대표, 이영호 삼

익 인도네시아 법인장)가 한국으로 귀향한다.

한인회와 대사관은 3사 대표자들의 한인사회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그마한 송별회를 열었다.

90년 처음 인도네시아의 땅을 밟고 3년전 법인장으로 취임

한 이종찬 삼성전자 법인장은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삼

성전자가 인니 동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전세계

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부족하지만 

교민사회와 호흡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기업 3사 대표 송별모임, 한인사회 기여 공로패 전달

84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24년 3개

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돌아

가게 되는 김성국 대표는 “묵은 정과 따뜻

한 정이 넘쳐나 감사하고 기억해 주고 알

아주는 마음에 대해 너무 행복하다”며 나

누고 가치를 높이고 자신감을 갖는 한인

사회를 위해 건배를 들었다.

또한 이종후 법인장은 ‘인도네시아에 

와 보니 수익증대만이 전부가 아니라, 단

체에 속해 활동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

고 인적교류등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가

게됬다’며 이곳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

시했다.

한인회와 대사관은 준비한 공로패를 

각 대표들에게 전달하며 한국에 돌아가

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쌓은 정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랬다.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된 이영호(삼익 인도네

시아), 김성국(키데코 자야 아궁), 이종찬(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대표.



한인뉴스  19

자카르타

지난 14일(수) OKTA 인도네시아(회장 : 김우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주지사인 파우지보우를 신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김 회장은 “한인 기업군의 활동은 인니산업경제에 

미약하나마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인니 봉제수출의 

60%인 60억 달러를 담당하고 있다. 삼성 LG 등 전자업

종에서 수출은 32억 달러, 기타 업종에서 20억 달러로 

연간 합계 120억 달러를 인도네시아

에서 수출하여 한-인니간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인의 정

열적인 기업 활동을 역설했다.

이에 파우지보우 주지사는 “ 한국인

의 인니 내 기업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서도 활약

을 기대한다. 나를 한국인 자카르타주

지사로 생각하고 무었이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 수정토록 최대한 협력하겠으니 

고향처럼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좌측 2번째 부터 김현철 차장, 김우진 부회장, 김우재 회장, 파우지보워 주지사, 양영연 수석부회장

또한 파우지보워 주지사는 올해 주된 사업계획으로 

“깨끗한 자카르타 도시환경 구축, 신항구 항만건설, 지

하철 건설, 농산물 수출전용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

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참여를 적

극 요청했다. 또한 그는 자카르타에 전문기술학교를 운

영함에 있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OKTA의 참여를 

요청했다.

OKT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지사 신년예방

독도에 관한 각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

린이를 위한 독도 체험 학습 공간이 지난 2월 4일 

서울 역삼동 소재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내에 

마련되었다.

독도체험관은 「동해의 보물섬 독도야 놀자!」

를 전시 주제로 하여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각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

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자료를 전시하고 독도

어린이 눈높이

독도체험관 개관

- 교민서예가 손인식씨 작품 눈길 끌어

에 그림엽서도 보내고 괭이갈매기, 강치와 함께 사진도 찍는 

체험 공간도 마련하였다.

눈에 띠는 것은 「동해의 보물섬 독도야 놀자!」인 전시 

주제가 인도네시아 교민 서예가인 손인식씨의 작품으로 전시

장 곳곳 디자인에 응용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손인식씨는 ‘독도 그림과 한 점과 표어 제작 의뢰가 있어 

응했는데 채택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열린강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도서관에서 개최되는 ‘열린 강좌’가 2월 28일(토) 10시에 헤리티

지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한국학교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며 최근까지 대략 5년간 

문화탐방을 이끌어오신 사공경님입니다. 제목은 ‘서부 자바의 옛 정원에 관한 이야기’이며 

매우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 안내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

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School Program 
학교 프로그램은 12월 3일(수) 중학교 특별활동

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바틱에 대한 발표를 두시

간 가량 진행했습니다. 파워 포인트 발표 이후에 사

롱과 긴 천을 허리에 두르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

이 있어서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참석자 모두 바틱을 

착용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

를 위해 김영덕, 김종심, 김수영, 이수진, 윤판연씨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4월 중에 한국학교 중학교 9학년이 발리로 수학 

여행을 가게 되면서, 사전에 발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 회원이 열심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hoto Club
사진반은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자 이은희, 이종

숙님을 비롯하여 대략 0명의 인원을 새롭게 모집하

고자 합니다. 매월 첫째 주에 출사를 나갈 예정입

니다. 사진반에 새롭게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공동 

회장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 회장 : 이수진 0816-1300-210 / 이종숙 0812-838-1294

20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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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 SMS가 들어 왔다. 푸른 모

래 마을에서 순다 사람들의 새해맞이 축제( 라야궁안)가 

있으니 오라는 내용이다.  푸른 모래 마을의 라야궁안/

Rayagungan 축제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자카르타에서 반둥(Bandung)을 지나 수머당

(Sumedang)으로 가는 길이다. 깨끗하고 한적한 도로변, 

오전인데도 가로수들이 심

심한지 졸고 있다. 맞은편에

서 큰 트럭 한대 힁하고 지나

가면 화들짝 놀란 이파리들

이 단잠을 깨웠다며 난리들

이다. 알려 준 주소는 찌망릿

(Cimanglid)면 푸른 모래(Pasir 

Biru)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해

변 마을일까?

산허리 문질러 만든 도로라

서 그런지 길이 꼬불꼬불하였다. 와~ 정말 골짝이다. 집

들이 몇 채가 있고 푸른 모래는커녕 앞뒤가 전부 논밭이

고 대나무 숲의 산속마을이었다. 내 고향은 의성군 사곡

면 매곡이다. 谷자가 두 번이나 들어갔고 요즘도 5일 장

날 아침에만 버! 별 한 번 들어오는 낙후부락이다. 그런 내 

고향보다 푸른 모래 마을은 더 골짝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보이는 건 낚싯대처럼 긴 대나무에 뽀

얗게 삶아 빨아 널어놓은 수십 개의 핫바지들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핫바지는 세로로 달린 현수막들이고 특별한 

날은 만국기 달듯이 촘촘히 달아 두는 인도네시아 특유

의 풍경일 것이다. 행사장 가는 길 양쪽에는 가슴높이 대

나무 막대들은 저마다 기름 담긴 간장종지 하나씩 머리

에 이고 나란히 서 있었다. 종지에 담긴 기름은 밤에 불 밝

히려고 준비 해 둔 것이란

다. 반갑게 맞이해 준 그

들은 ‘우리는 모두 이슬람 

인들이지만 최대의 명절

인 러바란(Labaran)보다 

라야궁안(Rayagungan) 

더 뜻있게! 립뼁.’ 라고 미

리 알려 주었다.

축제 첫날 아침에는 

밥 행진이 있었다. 각자 

해 온 나시뚬뻥(Nasi Tumpeng:노란색 밥을 고깔 모양으

로 만들어 꾸민 음식)을 들고 마을 한 바퀴 돈다. 그리고 

조상이나 영웅들 무덤에 가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사람

들은 Petai(pete)불에 구워서 먹는데 나도 먹어 봤다가 혼

났다.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 마구간의 소가 큰 눈망울을 

끔뻑끔뻑 거리며 자꾸만 쳐다보는데 아무리! 짐승이라지

만 민망했다.  그래도 명색이 화장실인데 문은 없고 듬성

듬성 박힌 키 작은 울타리뿐이었다. 게다가 화장실과 마

순다와 자와 사람들의 설날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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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구간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소가 ‘음매~’하며 혓바닥을 

내밀자 내 엉덩이를 핥아버릴 것만 같았다.

밤에는 횃불 행진이 있었다. 어둠에게 한 번도 져 본

적이 없다는 불빛, 행진이라고 횃불 들고 다 같이 돌자 동

네 한 바퀴가 아니라 마을에서 1km 떨어진 산꼭대기 사

냥터까지 이어졌다. 백여 개의 횃불들이 소리와 움직이

는 걸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한편의 전쟁 영화 보는 것 같

다. 횃불들이 정상에 도착했다. 인간들의 욕망. 미움. 질

투. 분노. 원한. 슬픔...... 하여간 나쁜 단어들을 다 갖다 붙

여서 불화살을 만들었다.

모두들 불화살로 멧돼지를 쏘는 것이 풍습이라며 나

에게도 자꾸 권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망설이다가 ‘그

래.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 윷놀이에 윷 한번 던진다고 생

각하지 뭐’ 하며 불화살 하나를 쐈다. 많은 사람들이 쏘아 

버린 불화살에 맞은 제단 위의 멧돼지는 활활 타올랐다. 

사람들의 환호를 지르며 소원을 빌었을 것이고 나는 

퇴색해 버린 삶의 낙엽들을 태웠다. 불에 타지 않은 돌

덩이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러버렸다. 검은 연기는 밤

하늘의 별들을 까맣게 그을려버릴 작정인지 높이 하

늘로 올라만 갔다.

다음 날 낮에는 진흙 논에서 씨름했다.  ‘인간은 더

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나 벗으면 다 같다.’는 걸 의미한다던 이 진흙씨름.

푹푹 빠지는 진흙 속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발

을 옮겼다. ‘주는 기쁨과 받는 즐거움’ 이라며 한 사람이 

돈을 뿌렸다. 역시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다. 조심스럽게 

다니던 사람들이 돈을 잡으려고 우르르 뛰어다니다가 보

니 몰골들이 말이 아니었다. 삶의 축소판 같기도 했다.

그들은 그렇게 뒹굴면서 한 해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어버린다고 했다. 온통 진흙투성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들의 여유가 값져 보였다. 함께 하자며 잡으러 왔다. 나

는 돈을 뿌리며 용케 빠져나가다가 옆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이젠 나도 진흙투성 이가 되었다. 솔직히 말해 모

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잠시만이라도 뒹굴고 싶었다. 내가 

몇 살인지 또 우리 집 전화요금이 얼마인지 오늘 오후 비

행기 탑승이 언제인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진흙 씨름은 정말 좋은 행사 

같다.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내가 언제 맑은 정신으

로 저렇게 즐겁게 나뒹굴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룻밤을 더 자려고 생각하니 그 마을의 욕실

문화와 잠자리가 떠올랐다. 그들이 멀리서 온 손님이라

고 특별히 마련해 준 방은 돗자리 깔린 마룻바닥이었다. 

산골바람이 문틈으로 대나무 벽 사이로 스며들어 내 품

에 안겼다. 미국 전설 속에 나오는 환란 새처럼 나는 밤새

껏 추위에 떨면서 아침을 맞았던 것이다.

나는 진흙 묻은 옷을 벗어 둘둘 말아 가방에 넣고 이

름도 예쁜 푸른 모래 마을을 떠나왔다. 그들과 함께한 설

날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흙 속에 꽃처럼 아름다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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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다와 자와 사람들의 설날 맞이

으로 피워 오를 것만 같다.

 자, 그럼 동부 자와 사람들은 설날은 어떻게 맞이 할

까? 인도네시아에서 면소재지가 제일 많다는 말랑군. 그

곳에는 매년마다 화려한 설날 행사로 유명한 까위 산에 

가 보았다.

사뚜수로가 있는 날 오전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전통

의상과 화장으로 곱게 단장한 여인들 얼굴에도, 얼굴에

는 즐거움이 가득  하고 신발을 신지 않은 어린 아이 맨발 

등 위에도, 가멀란을 메고 있는 아저씨 머리에도 소나기

는 그렇게 내렸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진행자는 ‘우리 

힘을 냅시다/ Ayo kita harue semangat’ 하

며 사람들에게 비속에서도 행사를 강행했

다. 그들의 열정에 우기철의 소나기도 내

리다가 지쳤는지 멈췄고 비에 젖어 살갗

에 달라 붙은 옷들이 다 말라갈 즈음, 천

사와 악마들의 놀음에서 천사가 익고 악

마가 물러가면서 제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깔라는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 공식도 변하는 것이다. 

설날 행사를 말랑군에서는 관광상품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일천육백 여명의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

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사탕수수와 

고구마 그 외 농작물로 생업을 이어가는 까위산 주민들

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군수의 배려인지는 모르겠으

나, 전통문화가 인스턴스화 되어가는 시대를 실감하는 

때인 것 같다.

그들은 사뚜수로/Satu suro 라 하여 거대한 상깔라 형

상을 만든다. 상깔라에는 잡귀와 액운을 가득 담아 얼굴 

모습까지 무시무시하도록 만들어 불에 태운다. 불에 태

우므로 모든 액운을 떨쳐버리고 밝고 환한 새날을 맞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까위산/Gunung Kawi은 정상에는 고목만한 크기의 

굵고 작은 촛불들을 여러개 켜 둔다.  사업가들이 많이 와

서 소원을 빌어 번창하였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가들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계들이 많다.

촛불이 밝혀진 곳을 나오면 찌암시/Ciamsi 라는 곳이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싶은 자신의 운명(?)을 알아 보는 곳! 

甄. 죽통 속에 여러 개의 점괘들이 꽂혀있고 운명을 점치

고 싶은 사람은 죽통을 사정없이 흔들어 댄다. 얼마나 잘 

흔들어야 운명, 좋은 운명이 뽑혀질까, 조심스럽게 희망

찬 마음 막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한참을 흔들어서 하

나의 점괘가 뽑혀지고 있었다.

좋은 대학의 입학을 위한 수험생, 손자와 함께 온 할

머니 작년 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야망찬 사업가

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인니상공회의소 의장으로 재 당선 되신걸 축

하 드립니다.

Hidayat 많이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한국사업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고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idayat 지난 달 김호영 한국대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한

국기업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돕고 강화해야 할지에 대

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호영 대사께서는 아마도 

내년, 즉 올해 한국이 노동집약산업에 많은 활동을 할거라

고 말했죠. 우리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좋은 협력관

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사님은 상당이 정열적이시고 야망이 있으세

요. Hidayat씨와 함께라면 많은 것을 이루실수 있을 거

라고 확신합니다.

Hidayat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내일 저의 두 번째 임

기가 시작됩니다. 정부 경제부장관인 스리 물리야니 장

관께서 저희를 방문에서 상공회의소와 정부가 다음 프로

그램을 위해 협력해야 할지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래

서 3개월 후 우리는 향후 5년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투

자와 무역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

도네시아 비즈니스인 뿐만 아니라 외국 상공인들을 위

한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상공

인을 위해서도요.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국제상공

회의소(IBC)의 부회장이 되었죠. 2년간 IBC를 이끌어가

게 됩니다.

MS. Hidayat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의장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경제단체의 중심

인 ‘상공회의소’의 의장직에 전기 의장이었던 

Mohamad S. Hidayat씨가 재 당선되었다. 

상공회의소는 정부와 투자조정청, 경총과의 원

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인니 경제 정책을 주도하

는 단체이다. 한인뉴스는 MS. Hidayat 의장

을 만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의 어

두운 먹구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인니 경

제의 가까운 미래의 정책방향과 한국 기업들의 

지원 및 상생을 위한 해법들을 구했다.

인터뷰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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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ayat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사실 축하라는 말보단 한인기업인

이 인도네시아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ㅈ

IBC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로드맵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올 8월 대선 이후 

꾸려질 새로운 행정내각에 이 로드

맵을 제안할 것이고 새로운 행정부

에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고 있습

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제부장관이 

우리 상공회의소와 절친한 친구가 되어 우리를 장관으

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마 저의 절친한 친구가 새로운 장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Hidayat씨가 장관으로 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잠재적인 후보가 아닌가요?

Hidayat Not in Politics! ㅎㅎ

  상공회의소 의장이 더 파워있고 편해서 장관직

을 피하시는 것은 아니구요?

Hidayat 오랫동안 경제각료 회의에서 대통령을 접하는 

동안 저희가 꾸준히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가

격과 전기가격 인하 등의 정책으로 노동집약산업 촉진

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요. 만약 다음 대선에 공약으

로 내세우신다면 우리 상공인들이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Hidayat 6개월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한상의 의장

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

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한-인니 양국 상공회의소는 그 토

대에서부터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고 우리의 지속적으

로 튼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한국 상공인

들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 중 후반 인도

네시아의 어려운 경제시기였죠. 오직 인도네시아를 떠나

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준 곳이 바로 한국경제인들

입니다.

  조규철 편집인도 포함되시죠.

Hidayat 대통령께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조 편집인처럼 

한국 상공 인들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환경이었을 때 뿐

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

께 있어줘서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8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을 해왔고 송창근 IBC 부회장도 20년 이상 사업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 고향 같

은 곳입니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했던 많은 투

자자들이 인도네시아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서 기회를 얻고 인도네시아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라

고 있습니다.

Hidayat 2009년 저의 의무는 새로운 행정내각에 참여

해서 인도네시아에 2009년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부정

적인 요소들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부

터 경제 시뮬레이터들이 보낸 새로운 규정안에 대해 정

부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협력을 시작했

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우

리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100%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죠. 이런 후 우리는 인도네시아 투자와 무역,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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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인도네시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외국 상공인들 특히 

한인 상공인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제 

관점에서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 둘 극복해 나

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야 되는지 솔직히 말

씀해 주시고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계획들

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죠.

Hidayat 다음달 정부는 수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안들을 

공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생산 장비와 현재 인도

네시아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제품에 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제품에 우선순위

를 둘 것이며, 이러한 구상은 인도네시아 제품이 외국수

입상품보다 가격과 품질 면에서 기본적으로 싸울 수 있

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국

인 친구(?)들로부터 30개 이상의 항구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는 중국제품들은 인도네시아 상품의 경

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제품의 수출을 힘들게 하고 있습

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전혀 성장을 하지 못

했으며 올해는 위축될거라 예측됩니다. 따라서 올해 우

리는 이런 불법수입 퇴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내수시장 

진작에 힘쓸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불

법적인 수입에 관여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

을 거라 예상됩니다만... 따라서 현재 미국이나 유럽시장

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인들이 수출을 하는데 장애가 

없다면 지속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와 함께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인니상공회의소 모든 회원들이 하는 공식회의에서 

저는 인도네시아산 신발을 신을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난번 부통령을 만났을 때 신발을 보자고 했죠. 외국브

랜드 신발을 착용하셨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

죠.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idayat 의장은 인니 제품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인삼차도 안되겠네요? 자무로 바꿔야 하나요? 

Hidayat 이것은 그저 자국 품을 우선해야 한다는 제 개

인적인 노력일 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현재 정부에서는 인니 제품

이 세계 유명 브랜드와 가격과 품질면에서 충분히 경쟁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Hidayat 아직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이 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선 내수에 있어선 충분한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가장 중

요한 것은 정부가 태도를 바꿔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이

상 예산 낭비 없이 새롭게 만들어질 프로그램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올 4월과 

8월에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고, 이 두 선거를 통해 내수

진작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1944. 12. 2일 Jombang에서 출생한 MS. Hidayat씨

는 반동소재 빠자자란 대학교의 경제학부 졸업 

후 일본 동경의 동경재단에서 자산 관리를 수학

했다. 그 후 1989년부터 4년간 인도네시아 부동

산협회를 회장직, 2004-08년 인니상공회의소 의

장 및,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반둥소재 

Pureraco Group의 회장이다.

Kamar Dagang dan Industri Indonesia

Menara Kadin Indonesia 29th Floor

Jl. H.R. Rasuna Said X-5 Kav.2-3 Jakarta

Mohamad S. Hidaya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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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유류가격과 전기가격 인하를 제안했죠. 사실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대통령는 ‘No’라고 대답을 못했죠.

  식품과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관해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Hidayat 저는 식품과 에너지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에 동

의합니다. 저희는 이미 식품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15 가

지 제안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해서는 

1000메가와트 발전소 건립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에 관한 

플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

증대에 대한 플랜을 내놓고 한국 투자자들을 초대할 계

획입니다.

CPO 플랜은 수출뿐만 아니라 인니 내수 겨냥하고 있으

며, CPO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지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

할 예정입니다. 3개월 후 중동에서 큰 기업들이 올 것입

니다. 깔리만딴과 파푸아 지역(농업개발)을 오픈 할 것이

며 향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되면 우리는 어느정도 경

쟁력 있는 준비상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Hidayat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에는 그리 

큰 위기를 줄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 GDP에서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나 싱가포르처럼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론 낙관을 점

치고 있습니다. 수출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

출 전략을 선회할 것이며 무역부와 BKPM(투자진흥청), 

KADIN(상공회의소)는 함께 새로운 마켓을 찾기 위한 

Task Force 팀을 운영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경쟁국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 그 범위입니다

(미국, 유럽 제외).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때 우리 정부는 외채상환에 관한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지만만 실패하고 말았습니

다. 하지만 현재는 상공회의소, 정부, 투자조정청이 상당

히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

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한인사회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고마운 존재였

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와 함께해준 유일한 공동체 

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 투자가들의 능동적인 

투자 및 활동들이 항상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좌측부터

김은미 편집위원,

MS. Hidayat 씨,

조규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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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업 지역(WP)

8.1. 종전에 사업자로부터 광업 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

면 거의 모든 지역에 광업 사업 허가를 해주던 제도

를 폐지하고 신 광업법에서는 중앙정부가 사전에 광

업 지역을 정하고 광업 지역 내에서만 광업 사업 허

가를 해주는 광업 지역 제도를 채택한 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조사와 연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계적, 경제적, 사화문화

적 및 환경적인 제 요소를 검토하고 국회와 지방정부

와 협의하여 광업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2. 광업 지역은 광업 사업지역(WUP), 주민 광업지역

(WPR) 및 국가용 예비지역(WPN)으로 구성한다. 

9. 광업사업 지역(WUP)

광업사업지역(WUP)은 한 시/군, 2개 이상의 시/군 혹은 

2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한개 혹은 여러 개의 광업사

업허가지역(WIUP)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광업사업지역

은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중앙정부가 지정하며 그 내용

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광업사

업지역의 지정권한의 일부를 법령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이양할 수 있다. 광업사업지역은 지리적인 위치, 자원 보

존, 환경 보호 지원 능력, 광물 및 석탄자원의 최대 활용 

및 지역 주민 인구 밀도 정도 등을 기준하여 정한다. 

10. 주민광업 지역(WPR)

10.1. 주민 광업활동은 주민 광업지역 내에서 행해야 하

며 주민광업지역(WPR)은 지방의회(DPRD)와의 협

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강 혹은 강가에서 발견되는 

종속 광물 매장량이 있고, 최장 지하 25미터 이내에 

주요 광물 혹은 석탄 매장량이 있고, 퇴적층, 홍수로 

인한 퇴적층 혹은 원시강이며, 면적은 최대 25ha로 

제한하며, 채광할 광물을 명기하며, 이미 최단 15년 

이상 채광된 곳으로 제한하며 이미 주민 광업 활동

을 하고 있으나 아직 주민 광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주민 광업지역으로 우선 지정한다. 

10.2. 주민 광업지역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지방조례로 정한다. 

11. 국가용 예비 광업지역(WPN)

11.1.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국회

의 동의를 얻어 국가용 예비지역(WPN)을 지정하고, 

특정 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시스템 및 환경 보전을 

우선시 하며 국가용 예비 광업지역 내 자원개발은 

국내 산업용 원료와 에너지 공급, 국가 외환 세입원,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상태, 경제 성장 센터로 발전 

가능성, 환경 지원 능력 및 고도의 기술의 활용 및 대

규모 자본 투자 등을 참고하여 일부 지역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며 개발이 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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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는 국가용 예비지역(WPN)은 특별광업 

사업지역(WUPK)으로 그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 

11.2. 특별광업 사업지역(WUPK)은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며 특별광업 사업지역

(WUPK)의 개발은 특별광업 사업허가(IUPK)로 허

가한다.

11.3. 특별광업 사업허가 지역(WIUPK)의 넓이와 경계는 지

리적인 위치, 자원 보존의 원칙, 환경 보호 지원 능력, 광

물 및 석탄자원의 최대 활용, 지역 주민 인구 밀도 등 정

도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중앙정부의 기준

에 의거 지방정부와 조정을 거처 중앙정부가 정한다.

12. 광업 사업(UP)의 구분 

12.1.광업사업을 광물 광업사업 과 석탄 광업사업으로 

구분하며, 광물 광업 사업은 방사성 광물 광업사업, 

금속 광물 광업사업, 비금속 광물 광업사업 및 석재

류 광물 광업사업으로 구분한다.

12.2. 광업사업에 대한 허가는 광업 사업허가(IUP), 주

민 광업허가(IPR)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IUPK)로 구

분한다.

13. 광업 사업허가(IUP) 

13.1. 광업사업허가(IUP)는 기초 조사, 탐

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탐사 

광업사업허가(IUP Eksplorasi) 와 건

설, 채광, 가공, 정제, 수송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IUP 

Operasi Produksi)로 구분한다.

13.2. 광업사업허가(IUP) 발급권자는 다음

과 같다.

13.2.1. 광업 사업허가 지역(WIUP)이 한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발급한다.

13.2.2. 광업 사업허가 지역(WIUP)이 한 주의 2개 이상

의 시/군/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 및 법령에 의거하여 주지사가 발급한다. 

13.2.3. 광업 사업허가 지역(WIUP)이 여러 주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및 주지사의 추천과 법

령에 의거하여 장관이 발급한다. 

13.3. 광업사업허가(IUP)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법

인 사업자, 조합 및 개인이다. 따라서 신광업법에 의

하면 비법인 사업자는 광업 사업허가서 보유가 여

의치 않다. 

13.4. 탐사 광업사업허가(IUP Ekpolorasi)를 받으려면 

최소 회사 이름, 위치 및 면적, 토지 이용 계획, 사업 

이행 보증금, 투자 자본, 단계별 기간 연장, 광업사업

허가(IUP) 보유자의 의무 및 권리, 단계별 유효 기간, 

허가 업종, 광업사업지역 내 주민개발 계획, 세무, 분

쟁 해결 방법, 고정 공과금 및 탐사 공과금 및 환경평

가서(Amdal)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3.5.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IUP Operasi Produksi)를 

받으려면 최소 회사 이름, 면적, 채광 장소, 가공 및 정

인도네시아 신광업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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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소, 수송 및 판매, 투자 자본, 광업사업허가(IUP) 

유효 기간, 단계별 소요 기간, 토지 문제 해결, 채광 

후 매립을 포함한 환경 문제, 채광 후 매립 보증금, 광

업사업허가(IUP) 연장, 광업사업허가(IUP)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 인근 지역주민 개발계획, 세무, 고정 공

과금과 생산 공과금으로 구성된 국가 세외수입, 분쟁 

해결,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광물 및 석탄의 보존, 국

산품, 국산 용역 및 국산 기술 이용, 우수 광업 기술 및 

경제 원칙 적용, 인도네시아 인력 개발, 광물 및 석탄 

자원 데이터 운용, 광물 및 석탄 광업 전문기술 확보, 

개발 및 적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3.6. 광업사업허가(IUP)는 광물 한 종류 혹은 석탄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광업사업허가 보유자가 광업사

업허가지역(WIUP) 내에서 다른 광물을 발견했을 경

우 새로 발견된 광물의 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른 광물을 발견했을 경우, 광업사업허가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이의 개발을 위한 광업사업허가를 장관, 

주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광업사업

허가 보유자가 발견한 다른 광물을 개발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의사 없다고 선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무단 개발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며, 발견된 

새로운 광물을 개발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장관, 

주지사 및 군수는 제삼자에게 새로 발견된 다른 광

물에 대하여 광업사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14. 탐사 광업사업허가
(IUP Eksplorasi)

14.1. 금속 광물 개발을 위한 탐사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8년까지 줄 수 있으며 비금속 광물 개발을 위한 탐사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3년까지 줄 수 있으며, 특정 비

금속 광물개발을 위한 탐사광업사업허가는 최장 7년

까지 줄 수 있으며 석재류 광물 개발을 위한 탐사 광업

사업허가는 최장 3년까지 줄 수 있으며 석탄 개발을 

위한 탐사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7년까지 줄 수 있다.

14.2. 탐사 활동 및 타당성 조사 활동에서 다른 광물을 발

견한 탐사 광업사업허가 보유자는 탐사 광업허가 발급

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새로 발견한 다른 광물을 판매

하고자 하는 탐사 광업사업허가 보유자는 수송과 판매

를 위해 의무적으로 임시허가를 장관, 주지사, 혹은 시

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새로 발견된 광물이나 석

탄에 대하여 생산 부과금(로열티)을 지불해야 한다.

15.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
(IUP Operasi Produksi)

15.1.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는 타당성 조사 자료 분석

이 되어 있는 금속 광물 혹은 석탄 광업 사업 허가 지

역 공매에서 낙찰된 법인사업자, 조합 혹은 개인에

게 발급한다. 

15.2. 금속 광물에 대한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20년까지 줄 수 있으며, 10년 씩 2회 연장해 줄 수 있

으며, 비금속 광물에 대한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10년까지 줄 수 있으며, 5년씩 2회 연장해 줄 수 

있으며,  비금속 광물 중 특정 광물에 대한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20년까지 줄 수 있으며, 10년

씩 2회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석재류에 대한 생산할

동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5년까지 줄 수 있으며, 5년

씩 2회 연장해 줄 수 있으며, 석탄에 대한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는 최장 20년까지 줄 수 있으며, 10년

씩 2회 연장해줄 수 있다.

15.3.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는 다음 기관이 발급한다 :

15.3.1. 채광지, 가공지 및 정제지, 항구 시설이 모두 

단일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하며,

15.3.2. 채광지, 가공지 및 정제지, 항구 시설이 각기 

다른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군수의 추천

을 받아 거 주지사가 발급하며, 

15.3.3. 채광지, 가공지 및 정제지, 항구 시설이 각기 주

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

장/군수 와 주지사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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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사능 광물 광업사업

방사성광물의 광업사업지역(WUP)는 중앙정부가 정하

며, 관계 법규에 별도로 관리한다. 

17. 금속 광물 광업사업

17.1. 금속광물 사업허가지역(WIUP)은 공개입찰을 통

해 법인 사업자, 조합 및 개인에게 준다. 

17.2. 금속 광물 탐사 광업사업허가(IUP Eksplorasi) 보

유자에게 최소 5,000 ha 최대 100,000 ha의 금속 광

물 광업사업허가지역(WIUP)을 준다. 17.3. 금속광

물 탐사 광업사업허가가 발급된 지역이라도 제삼자

에게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개

발하기 위한 광업사업허가(IUP)를 줄 수 있다.  

17.4. 금속광물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IUP Operasi 

Produksi)는 광업 사업허가지역(WIUP)내에 최대 

25,000 ha까지 줄 수 있다.  

18. 비금속 광물 광업사업

18.1. 법인사업자, 조합 및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비금

속 광물 광업사업허가지역(WIUP)을 준다.  

18.2. 비금속 광물 탐사 광업사업허가 보유자에게 최소 

500 ha 최대 25,000 ha의 광업사업지역을 준다.  

18.3. 비금속광물 광업탐사허가가 주어진 지역에 다른 

종류의 광물을 개발하기 위한 광업사업허가(IUP)를 

다른 회사에게 줄 수 있다. 

18.4. 비급속광물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IUP Operasi 

Produksi) 보유자에게 최대 5,000 ha의 광업사업허

가 지역을 준다.  

19. 석제류 광물 광업사업

19.1. 법인사업자, 조합 및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제 

37 조에 규정된 발급권자가 석재류 광물 광업사업

허가지역(WIUP)을 준다. 

19.2. 석재류 광물 탐사 광업사업허가 보유자에게 최소 

500 ha 최대 25,000 ha의 광업사업지역을 준다.  

19.3. 석재류 광물 탐사 광업사업허가가 주어진 지역에 

다른 종류의 광물을 개발하기 위한 광업사업허가

(IUP)를 다른 회사에게 줄 수 있다. 

19.4.  암석류 광물 생산활동 광업사업허가(IUP Operasi 

Produksi) 보유자에게 최대 1,000 ha의 광업사업허

가 지역을 준다.  

20. 석탄 광업사업

20.1. 석탄 사업허가지역(WIUP)은 공개입찰을 통해 법

인 사업자, 조합 및 개인에게 준다.

20.2. 석탄 탐사 광업사업허가(IUP Eksplorasi) 보유자

에 최소 5,000 ha 최대 50,000 ha의 석탄 광업사업허

가지역(WIUP)을 준다. 

20.3. 석탄 탐사 광업사업허가가 발급된 지역이라도 제

삼자에게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개발하기 위한 광업사업허가(IUP)를 줄 수 있다.  

20.4. 석탄 생산할동 광업사업허가(IUP Operasi 

Produksi) 보유자에게 최대 15,000 ha의 석탄 광업

사업허가지역(WIUP)을 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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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만점 간식 “삐상”

 김효영원장의 건강칼럼 

얼마 전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나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

가 수입품인지라 폭등한 환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

나는 일본에서 불고 있는 ‘바나나 다이어트’ 때문에 일본 

내 바나나 수요가 급증하여 한국 내 수입물량 감소로 이

어졌고, 이는 곧 수입가격 상승요인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면 혼자 큭큭 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에서 대유행하고 있다는 바나나 다이어트...

바나나의 매력이 무엇 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싸고 흔한 과일로 매번 한 묶

음 사놓고 까맣게 변색될 때까지 잘 거들떠보지도 않는 

과일이 된 바나나의 숨겨진 매력을 낱낱이 공개해볼까 

합니다.

바나나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외떡잎식

물 생강목 파초과 바나나속 에 속하며 학명은  Musa 

paradisiaca L.입니다. ‘낙원의 과일’이라는 뜻으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했을 때 숨어 있던 곳이 바

로 바나나 나무의 그림자였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입

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학명은 Musa sapientum인데 기

원전 3세기경 인도의 현인들이 과할 정도로 바나나를 많

이 먹어 ‘지혜로운 자의 과일’이라는 뜻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원산지는 열대 아시아(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

아)로, 분포지역은  전 세계 열대에서 아열대지역지방으

로 분포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세계에

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바나나 생산국이며 인도네시아

에서는 바나나를 삐상 ‘Pisang’이라고 부릅니다. 과일

뿐만 아니라 바나나를 잘라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긴 간식 

’삐상고렝(Pisang goreng ), 바나나잎으로 밥을 싼 ‘론통

(Longtong)’, 맛있는 과자 ‘꾸에 삐상(Kue pisang), ‘삐상 

바까르(Pisang Bakar)등등 삐상은 이리저리 인도네시아

인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 김효영 솔한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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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영원장의 건강칼럼 

바나나의 겉 표면은 길쭉한 초승달 모양으로 익기전은 초록

색에서 점점 익을수록 노란색으로 변하며 감촉은 매끈하고 푹신 

합니다 식감을 자극하는 노란껍질을 까면 미색의 과육이 들어있

으며 과육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며 그 가운데로는 검은색의 

깨같이 검은 씨가 심처럼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를 한방적으로 살펴보면 성미(性味)는 량(凉), 감(甘,) 

무독(無毒)하고 귀경(歸經)으로는  족양명위경, 족소음신경, 족

궐음간경에 속합니다. 효능으로는 해열, 윤장통변, 혈압강하작

용으로 고혈압이나 열로 인한 목의 갈증, 건조한 장 때문에 변비 

증세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또한 술독을 제거하고 치질을 

낫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바나나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지

방,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거나 전무하며, 과당도 사과

나 포도의 1/3정도이고 비타민 C,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

어 먹으면 바로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성분은 수분 76.9%, 당질 21.1%, 단백질 1.2%, 지질 

0.2%로 당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이며 100g당 80㎉의 열량을 

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칼륨이 100g당 

335㎎으로 사과의 4배로 들어있어  혈압 뇌졸중, 간경변 환자에

게 특히 좋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B6의 함량도 100g당 

0.32㎎으로 일반 과일의 10배로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일

종인 펙틴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 당질은 소화흡수

가 잘 되므로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변비로 고

생하는 아이에게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믹서에 갈아 마시게 하

면 곧잘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덜 익은 바나나(타닌이라는 떫

은맛 성분 함유)를 먹으면 변비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으며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 감기 열을 내리게 하지만 위장이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바나나는 수확 이후에도 계속 호흡하는 생물이라 시간이 지

날수록 점점 익어갑니다. 꼭지가 약간 녹색을 띠고 몸체의 색깔

이 푸르스름한 바나나는 4∼5일간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노란 바나나를 샀다면 상온에 2∼3일 두어 잘 익을 때까지 기

다렸다가 먹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갈색 

점들이 생기면서 까맣게 변해 가는데 특히 갈색점이 나타날 때

가 가장 맛있고 풍부한 바나나 향기와 최고의 

영양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때 입니다. 보관은 

12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쉽게 변질되기에 상온

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냉장고에 넣

으면 껍질이 금방 까맣게 변색되어 버립니다.  

껍질을 벗겨 냉동실에 넣어 얼리면 산뜻한 냉

과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바쁜 출근시간 속에서 밥 먹기 싫어

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늦잠자서 아침 먹기 힘

든 우리 남편을 위해 바나나를 갈아서 한 잔 준

다면 맛 뿐 만이 아니라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영양만점의 훌륭한 간식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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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0

글 : 김  문  환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비슷한 연배의 한 특정그룹이 포진

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60대 후반이라는 공통점

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한일협정반대 시위가 서울시내

를 최루탄으로 오염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964년 

6월 3일에 선포된 ‘6.3계엄사태’와 연계되는 듯하다. 당

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정정길, 서울문리대 학생회장 김

덕룡, 고려대 상대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장 공동대행

이던 이명박,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이경숙, 중앙대 시위

대의 일원으로 당시 2학년생에 불과했던 이재오 등이 신

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은 ‘우연의 일치’로만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훗날 한국사회는 이들을 ‘6.3세대’라 

부르며 이 당시 학생시위의 선봉에서 격렬한 활동을 펼

치다 투옥되거나 고초를 겪은 당사자들은 ‘6.3 동지회’라

는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끈끈한 관계를 유지

해오고 있다. 지난 호 <9.30사태의 전말> 시리즈에서 자

세히 고찰하였듯이 인도네시아에도 1965년 ‘9.30사태’를 

겪으면서 수하르또 정부 탄생에 견인차 역할을 한 ‘66세

대(Angkatan 66)’라 불리우는 대학생 그룹이 형성되었는 

바, 이들은 그 후 정권유지의 큰 축이 되며 정부요직에 중

용되어 국가발전에 공헌하여 왔다. 한국의 ‘6.3세대’들은 

아직까지도 현 정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인도네시아의 ‘66세대’들은 

노쇠기로 접어들어 이들 중 일부만이 아직 노익장을 과

66세대의 대표주자들. 사진 좌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꼬스마스 바뚜바라(Cosmas Batubara), 마리 무하
맛(Mar’ie Muhamad), 다빗 나삐뚜뿔루(David Napitupulu), 압둘 가푸르(Abdul Gafur), 소피안 와난디(Sofjan 
Wanandi), 피르다우스 와즈디(Firdaus Wad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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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965년 10월 5일 야니(Achmad Yani)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7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

음날부터 일단의 이슬람대학 학생들이 9.30사태의 배후

인 공산당을 해산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로 뛰쳐

나오기 시작했다. 3일 후인 10월 8일에 이슬람학생연합

(HMI; Himpunan Mahasiswa Islam)이라는 단체가 자까르

따(Jalan Kramat Raya)에 있는 공산당(PKI)본부 당사와 

당수인 아이딧(D.N.Aidit)의 자택에 방화(放火)하면서 대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었다. 반 

수까르노를 외치는 범 이슬람계열의 대학생 단체들은 

전국이슬람대학생연합(PPMI; Persatuan Perhimpunan 

Mahasiswa Islam)을 결성하여 수까르노를 지지하는 국

민당(PNI) 계열 대학생 그룹과 충돌하는 대결국면에 이

르자, 10월 25일 문교부장관인 샤립 따옙(Sjarief Thayep) 

육군소장은 반 공산당 계열의 대학생 단체장들을 자택으

로 초청하여 전국대학생운동연맹(KAMI; Kesatuan Aksi 

Mahasiswa Indonesia)이 탄생되는 산파역을 맡게 된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까르따에서 열린 제1차 

KAMI 총회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전쟁배상금으로 국

민경제와 직결되지 않는 모나스 기념탑, 체육관, 호화

호텔, 쇼핑센타 등을 건립한 수까르노의 정책을 성토하

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

고 있었다. 1966년 벽두에는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전

국청소년운동연맹(KAPPI; Kesatuan Aksi Pemuda dan 

Pelajar Indonesia)까지 가세하여 전국은 시위 열기로 인

해 극도의 혼돈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라마단 금식기간 

중인 1966년 1월 10일 인도네시아대학(UI) 경제학부는 

민생고 해결을 주제로 삼아 살렘바(Selemba)에 소재한 

인도네시아대학 의학부 캠퍼스 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하

고 있었다. 이 집회에는 특전사령관인 사르워 에디 위보

워(Sarwo Edhie Wibowo) 대령이 직접 참석하여 공산당

을 규탄하는 기조연설을 하였고 마침내 이 토론회는 ‘국

민의 세가지 요구사항(Tritura;Tri Tuntutan Rakyat)’이

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 세가지 요구사항

(Tritutra)이란 ‘공산당 해산, 개각, 물가인하’였다. 행사를 

마친 대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먼 거리를 도보로 행진

하여 대통령궁에 도착하였다. 제3부수상인 하에룰 살레

(Chaerul Saleh)가 시위 중인 학생대표들을 접견하자 전국

대학생연맹(KAMI) 의장인 꼬스마스 바뚜바라(Cosmas 

Batubara)는 세가지 결의사항을 낭독한 후 “물가가 너무 

올라 교통비가 없어 대학생들은 지금 학교를 다닐 수 없

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내릴 때까지 등교를 거부

합니다.”라고 성토하였다. 3일 후 정부는 1,000루삐아로 

올렸던 시내버스 요금을 종전대로 200루삐아로 환원하

였으며 1월 15일 수까르노는 각료회의에 대학생 대표를 

참관시키겠다고 하자 자까르따, 보고르, 반둥 지역의 학

생들이 떼를 지어 대통령궁으로 몰려들어 난장판이 되

자 경호실은 공포탄을 발사하여 이들의 난입을 막았다. 

수까르노는 할 수 없이 기름값을 50% 인하하겠으며 기

타 물가도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2월 

15일 수까르노는 전국대학생연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까르노 연대(Barisan Sukarno)’라는 친 수까르노 단체

의 결성을 명령하였고 2월 21일에는 100여명으로 구성

된 개각명단을 발표하였다. 우익장성의 대부격이던 나

수띠온(A.H.Nasution) 국방부장관은 해임된 반면에 학생

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던 수반드리오(Subandrio) 제

1부수상은 오히려 유임되었다. 극도로 흥분한 학생들은 

2월 24일 열리는 장관 취임식을 극력 저지하기 위해 대

통령궁 앞에서 경호실 병력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

이는 와중에 고등학교 일년생인 주바에다(Zubaedah)와 

UI 대학 의과대학생인 아립 라흐만 하낌(Arief Rachman 

Hakim)이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이 불상사는 학생 시위

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되어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져 나

갔다. 이를 진화하고자 정부는 강제로 전국대학생연맹

(KAMI)의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UI대학 등 몇몇 수도권 

주요대학들을 잠정 폐교되었고 공공장소에서 4인 이상

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하루 아침에 순교자가 된 아립 라

흐만 하낌의 이름을 따 활동이 정지된 KAMI를 대체하여 

3월 4일 대학생 대표들은 UI대학에 모여 ‘국민고통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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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대(Laskar Ampera)’, 일명 ‘아립 라흐만 하낌 연대’를 

결성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다음날에

는 제1부수상 수반드리오의 허수아비를 들고 그의 자택 

앞에 모여 ‘베이징의 주구를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국과의 국교단절을 요구하였다. 3월 10일 중국 총영사

관이 공격받아 대파되었고 신화통신사(新華通信社)가 

방화(放火)되자 중국 대사관 건물은 이중 삼중 바리케이

드로 보호되었다. 3월 11일 긴급각료회의가 소집되자 학

생들은 대통령궁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장관들

의 출근차를 멈춰 세워 타이어에 펑크를 내기도 했다. 일

부 각료들은 샛길을 통해 걸어 들어가거나 헬리콥터를 

이용해 옆 공터에 내리기도 했다. 가까스로 각료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수까르노는 “자까르따 지역에 6개 대대의 

전략사령부(KOSTRAD) 소속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통령궁 주변에는 소속을 알 수 없는 무장병력들이 포

위하고 있다”는 메모지를 보좌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 

무장병력이란 사르워 에디 대령 휘하의 특전사 병력이

었다. 위협을 느낀 수까르노는 각료회의 의사봉을 제2부

수상인 레이메나(Leimena)에게 넘기고 제1부수상 수반

드리오, 제3부수상 하이룰 살레와 함께 옆 정원에 대기 

중인 헬리콥터에 올라 보고르궁으로 긴급 탈출하였다. 

황급히 탈출하느라 수반드리오는 신발이 한 짝 벗겨진 

것도 모르고 헬리콥터에 뛰어 올랐을 정도다. 이날 오후 

수하르또 장군의 밀명을 받은 세 명의 장성들은 보고르

궁에 피신하고 있는 대통령을 찾아가 소위 ‘수뻐서마르

(Supersemar;Surat Perintah Sebelas Maret)’라고 하는 현

재까지도 베일에 가려있는 두 장으로 된 문서를 받아온

다. 수하르또의 측근인 바수끼 라흐맛(Basuki Rachmat) 

육군소장, 아미르마흐뭇(Amirmachmud) 육군준장, 모하

맛 유숩(Mohamad Jusuf) 육군준장 등 세 사람은 밤 늦게

까지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수까르노 대통령과 힘겨루기

를 한 끝에 ‘국가치안질서회복을 위한 권한을 수하르또 

장군에게 위임한다.’라는 요지의 명령서에 서명하게 된

다. 이 명령서를 받아내는 과정에 대통령이 이들 장군들

의 권총협박을 받아 강압적으로 서명하였다는 증언이 나

오는가 하면 수까르노가 실제 서명한 명령서의 내용과 

수하르또측에 의해 공개된 명령서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 

왜곡되어 왔다는 논란은 현재까지도 규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원본의 행방은 미궁에 빠져있을 뿐 아니라 

이를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들인 수까르노와 세 명의 장

군들은 물론 수하르또까지 모두 타계하였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 명령서에 근거하여 그 다음날인 3월 12일 

부로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은 정식으로 해산되었고 수

1966년 1월 10일 인도네시아대학(UI) 의과대학 교정
에서 수까르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려 ‘공산
당 해산, 물가 인하, 전면 개각’이라는 세가지 국민
요구사항(Tritura)이 채택되었다. 이 행사에서 기조연
설을 하고 있는 특전사령관 사르워 에디 위보워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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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대

반드리오, 하에룰 살레 등 수까르노의 측근 각료 15명이 

6일 후 모두 체포되어 영어(囹圄)의 몸이 된다. 수까르노

도 이 시점부터는 이름뿐인 식물 대통령으로 남게 되며 

수하르또 장군에 의해 비상내각(Kabinet Ampera)이 출

범한다. 대결관계이던 말레이시아와 8월 11일자로 국교

를 정상화하였으며 1965년 1월 1일 수까르노에 의해 일

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는 유엔무대에 1966년 9월 28일 

복귀하게 된다. 1967년 3월 12일엔 국가 최고의사결정기

구인 국민협의회 임시총회(MPRS)가 소집되어 수까르노 

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질타하며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였고 그 후임으로 수하르또 육군대장을 대통령 권

한대행에 지명하였다. 1967년 10월에 들어서는 9.30 쿠

데타의 배후세력으로 간주된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듬해인 1968년 3월 27일 열린 국민협의회

총회(MPR)에서 수하르또가 정식으로 제2대 대통령에 취

임함으로써 수하르또 집권의 ‘신질서(Orde Baru)’ 정권이 

탄생하여 1998년 5월까지 무려 32년간의 장기집권을 이

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수하르또 정권이 탄생하는데 산파역을 담

당했던 운동권학생 그룹을 속칭 ‘66세대(Angkatan 66)’라

고 부르는데, 이 당시 선봉에 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핵

심요원들은 수하르또 정권 하에서 정부요직을 섭렵하게 

된다. 전국대학생연맹(KAMI)의 의장을 지냈던 꼬스마스 

바뚜바라(Cosmas Batubara)는 주택부장관과 노동부장

관을, 마리 모하맛(Mar’ie Mohamad)은 국세청장, 재무부

장관을 지낸 후 현재 적십자사(Palang Merah Indonesia) 

총재로 재임 중이며, 압둘 가프르(Abdul Gafur)는 체육청

소년부장관을 지낸 후 골까르당 입후보로 2007년 12월 

북부 말루꾸(Maluku Utara) 주지사에 도전하였으나 현

직 대통령 출신당인 민주당(Partai Demokrasi) 후보에

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하여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현재

까지도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해양법의 권위

자로서 1980년대 외무부장관으로 재임하였던 목따르 

꾸스맛마자(Mochtar Kusumaatmadja)의 동생인 사르워

노 꾸스맛마자(Sarwono Kusumaatmadja)는 환경부장관

을, 다빗 나삣뚤루(David Napitulu)는 주 멕시코 대사를 

역임하였다. SBY정부의 현 각료들인 공업부장관 화흐

미 이드리스(Fahmi Idris)와 환경부장관 라흐맛 위뚤라르

(Rachmat Witular)도 당시 시위대의 선봉에 섰던 돌격대

원들이었으며 유숩 깔라 부통령은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

르(Makassar) 지역의 학생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다. 

특히 소피안 와난디(Sofjan Wanandi)는 1969년 말부

터 1974년 1월까지 주한 총영사와 대리대사를 지낸 대표

적인 친한파 장군이며 한때 실질적인 국가권력의 제2인

자로 군림하였던 베니 무르다니(Benny Moerdani) 장군

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한국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베니 장군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베니 장군

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 탓에 한국정부는 물론 다수

의 한국 기업과도 깊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특히 제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1년 11월 16일 추가 원유도입을 위

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박봉환(朴

鳳煥) 동자부장관을 응대하여 베니 무르다니 장군과 수

조노 후마르다니 장군의 지시에 따라 원유대신 액화천연

가스(LNG)로 대체하도록 제안하여 2년 후인 1983년 8월 

발족한 한국가스공사와 뻐르따미나사 간에 연간 23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된

다. 이 계약은 1986년 10월부터 선적이 시작되어 20년간 

유효한 장기계약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 LNG 도입

의 효시가 되었고 소피안 와난디는 이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41년 서부 수마뜨라주 

사와룬또(Sawahlunto)에서 화교집안의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림 비안 쿤(Liem Bian Khoen)이라는 이름을 부여 

받고 자랐다. 유년시절 인근 대도시인 빠당(Padang)으로 

이주하여 구멍가게와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모의 가사를 

돕다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부친의 주먹세례를 

받을 정도로 스파르타식으로 엄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까르따로 유학하여 카톨릭계인 까

니시스 고교(SMA Kanisis)를 거쳐 명문 인도네시아대학

(UI)에 진학하였다. 1965년 9.30사태가 발발하자 전국카

톨릭대학생연맹(PMKRI) 자까르따 지부장을 맡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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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안은 곧 이어 결성된 전국대학생연맹(KAMI)에서도 

자까르따 지부장으로 맹활약하였다. 1966년 수까르노 정

권에 의해 잠시 투옥될 당시 주먹밥(Nasi Bungkus)을 싸

들고 매일같이 감옥소로 면회오던 대학친구의 여동생인 

리안띠니(Riantini Suteja)와 1967년 자까르따 꼬따(Kota) 

지역 두따 메르린(Duta Merlin)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게 

된다. 같은 해 26세의 나이에 국회의원(DPR)에 선출되자 

불가피 소피안 와난디(Sofjan Wanandi)라는 인도네시아

식 이름으로 개명하여야 했다. 1971년 9월 1일 알리 무르

또뽀(Ali Moertopo) 장군과 수조노 후마르다니(Soedjono 

Hoemardani) 장군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라는 싱크탱크

(Think Tank)를 설립할 당시, 소피안은 소장파 학사들인 

그의 형 유숩 와난디(Jusuf Wanandi), 하리 짠 실라리히

(Harry Tjan Silalahi)와 함께 창립요원으로 이름을 올리

게 된다. 이 단체는 지식층인 빵라이낌(Panglaykim), 까쟛 

하르또요(Kajat Hartoyo), 구라파 유학파인 하르요 사뿌

뜨로(Haryo Saputro), 윌렘 와난디(Willem Wanandi), 다웃 

유숩(Daoed Joesoef), 하디 수사뜨로 (Hadi Soesastro)등

을 망라하여 명실공히 인도네시아의 독보적인 싱크탱크 

기관으로 자리잡아   국가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오며 현재까지도 그 명성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던 소피안은 1974년 1월 15일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수상이 자까르따를 방문

할 당시 계란투척 봉변을 당한 ‘말라리(Malari;Malapetaka 

Lima Belas Januari,1월 15일의 재앙) 사건’을 계기로 정치

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후 사업에만 전념하여 게말라

(Gemala) 그룹과 빠까르띠 요가(Pakarti Yoga) 그룹을 창

설하여 오늘날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경영

자총연합회(APINDO) 의장를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회생

에 진력하고 있다. 수하르또 정권이 붕괴된 후 대통령직

을 이어받은 하비비 대통령과는 1970년대에 독일로 향

하는 기내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악연과 베니 장군의 최

측근이었다는 전력으로 인해 하비비 정권의 핍박을 받

아 호주로 망명하여야 하는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지만 

곧이어 출범한 구스 두르, 메가와띠 정권에서 다시 환생

하여 SBY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화교기업과의 가교역할

을 맡아 1997년 외환위기이래 빠져나간 화교자본의 회

귀에 주력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10

이영호씨, 지경부장관

수출유공자표창 수여

지난해 12월 이영호 (주)삼익악기 인도네시

아 법인장이 해외투자진출 기업중 수출에 

두각을 나타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을 받았다.

KOTRA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직

접 수여한 이 상은 전세계에서 7개국을 선

정하고 각 국에서 1인씩 KOTRA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외투자진출기업 중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을 높이고 본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의미있

는 상이다.

(우측에서 두번째가 이영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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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7. 토요일. 조금 흐림. 우리들 마음은 티 없

이 맑음.

해리 다르소노 박물관(MUSEUM  HARRY  

DARSONO,  JL. CILANDAK TENGAH NO. 71,  

JAKARTA SELATAN). 바로크풍의 건물이, 이곳이 예

사로운 곳이 아님을 한눈에 알게 한다. 입구에 들어서니 

제일 먼저 다산(多産)과 풍요(豊饒)를 상징하는 ‘빠디 데

와(PADI DEWA)’ 신상(神像)이 황금벼이삭을 들어 우리

를 축원하며 반긴다. 

해리 다리소노 디자이너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

신다. 57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홍색 셔츠와 발

그레한 뺨이 무척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며 악수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데, 어렸을 때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있

어서 몇몇 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고, 파리에서조차 학

교생활이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치료

를 위해 사용했다는 물레가 박물관 입구에서 중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문화체험, 해리 다르소노 박물관을 가다

박정자(시인)

거울 하나, 작은 장식물 하나에도 주인의 손길이 세

심하게 닿아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본다. 화려하면

서 단정하다. 처음 찾아간 사람은 위압감을 느낄 만큼 

화려하지만, 또한 그 단정함에 금방 친밀해진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집 주인의 성품 아닐까.

들어선 해리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 그때 처음 알게 되

었다는 누에가, 그와 실크의 질기고도 아름다운 인연

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듯이. 

다이애너비를 위해 디자인한 모자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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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이곳 컬렉션의 중요한 소재다. 불탄 자리에 직

접 설계한 건물을 새로 짓고(1970년), 세계적인 디자

이너 해리가 손수 제작하거나 디자인한 최고의 의상

이 전시되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모두들 눈이 휘둥

그레진다. 아름다운 드레스의 향연. 마치 유럽의 왕실 

파티에 초대된 손님처럼 우리들은 처음에는 조금 멋

쩍다가 곧 디자이너의 작품 소개에 빠져든다. 

1층 전시장에서 우리는 섹스피어의 주인공들과 만

난다. 로미오와 줄리엣, 오델로, 그리고 오페라 나비부

인의 의상이라는 드레스, 그 외에도 많은 의상들이, 사

람이 만들었다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거의 불가사의하

게 느껴졌다. 

그 불가사의함이란, 검은 실크천이 아름다운 색과 

무늬로 다시 태어난 놀라움! 

검은 바탕의 옷감이 현란한 색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그려보면서 우리는 그 옷을 지은이의 정신세계

를 함께 엿본다. 한 땀, 한 땀, 한 땀, 검은 바닥에 빛을 놓

으면서, 그는 스스로 빛이 되어갔으리라. 마침내 깨달음

을 얻었으리라. 

그가 피아노를 친다. 나비가 날아오르듯 의상들이 눈

부시게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우리들은 거기

서 황홀하다. 

그가 어릴 적 혼자만의 세계에서 그렸다는 펜화 몇 

점, 벽에 걸린 대형 실크프린팅 그리고 그가 직접 디자

인한 몇몇 가구와 트로피 등을 본다. 트로피를 제외한 

다른 작품들은 화려하고 섬세하다. 그러나 들뜨지 않은 

그만의 열정이 느껴진다. 트로피는 예외로 아주 단순하

다. 단순한 것의 세밀한 내부와 화려한 설정을 눈부시게 

바라본다. 어떤 경지에 이렀을 때 단순과 세밀이 한 점

17세기경 중국의 보경선사가 송(訟)을 쓴 목우도(牧

牛圖)가 있다. 여기에는 검은 소가 흰 소로 변해가는 과

정이 전부 10장으로 그려져 있다. 검은 소가 흰 소로 바

뀌는 것은 어두운 정신세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은 소가 붙잡힌다. 검은 소가 길들여진다. 검은 소

가 자신의 일에 빠져든다. 검은 소가 점차 깨달음을 얻

는다. 검은 소가 흰 소로 변한다. 어둠의 소가 밝은 빛

의 흰 소가 된다.

에서 만나는 것을 경험한다. 검은 것과 흰 것의 이분법

조차 통하지 않는.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썼다는 보석관과 화려하게 수

놓아진 핸드백, 신발을 본다. 사람은 없고 자취만 남아있

다. 우리도 모두 그럴 것이다. 우리도 모두? 아무렴 그래

야겠지. 어떤 자취든 남겨야겠지. 한때는 살아있었으니. 

우리들은 사진을 찍는다. 이곳에 다녀간 자취를 사진

에 담아놓고,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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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이 끝나자 가벼

운 다과가 나온다. 우리

들은 그가 디자인한 옷

을 입어보고, 스카프를 

몸에 둘러보며 왕실 파

티에 초대된 손님의 자

격을 마음껏 누린다. 오

페라 가수 카트린느가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

른다. 그가 피아노 반주

를 한다. 제목은 떠오르

지 않지만 익숙한 노래

다. 하긴 지금, 이 시간에 

제목을 아는 것은 그다

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을 아쉬움 

없이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관장님의 제의로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른다. ‘I have a dream’. 

노래 속에, 주인과 손님의 꿈이 한꺼번에 녹아들어 

한 송이 불꽃으로 타오른다. 그 꽃의 향기와 빛이 실내

를 가득 채운다. 우리들의 볼은 모두 발그레하게 상기

되어 있다.  

아쉬움에 구석구석 다시 들여다보며 사진을 더 찍다

가, 탁자 뒤에 놓인 감부스(gambus,현악기) 하나를 발견

한다. 성서에 나오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

윗은 시와 음악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가 즐겨 연주한 

악기가 바로 감부스였다고 한다. 손끝으로 가만히 줄을 

퉁겨본다. 내가 울린 줄의 진동이 다시 나의 손끝으로 

되돌아와 전신에 퍼진다. 진동, 움직임, 이것이 바로 삶

의 원초적 감각이리라. 

넓은 자리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나 이곳 탁자 뒤에 놓인 감부스나 다를 것이 없으

리라.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것이 어디에 있든지, 놓인 자리가 무슨 소용이랴. 진동, 움

직임,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열정의 근본이리라. 

오늘 한 사람을 만났다. 진동하는, 뜨거운, 삶을 만났

다. 그리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 사람

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 명예, 금전. 이 모든 것이 살

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첫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사랑, 건강, 열정. 이 모든 것은 살아가

는데 중요한 조건들이다. 그 중에서 하나만 뽑기에는 

너무나 곤란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 중의 하나, 열정을 최고로 뽑아

낸다. 오늘 그 열정을 만났다.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연이나 사물을 만나

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나는 문화체험

을 했다. 전시물들은 사람을 만나는 보조적인 만남이

었다. 모두들 어느 정도의 화상을 입었으리라. 오늘 만

난 그 뜨거운 사람으로 인해서.

출구로 나오니 아직 그곳에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

하는 ‘빠디 데와(PADI DEWA)’ 신상이 황금벼이삭을 

흔들며 우리를 축원하며 전송한다.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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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호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쓰는 직위/직책에 대

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unction Title(직책)을 보면, BOD(Board Of 

Directors; 이사회) 밑에 

CEO; Chief Executive Officer(경영 총책임자로서 우

리에게 친숙한 그룹 대표이사인 직책이다) 

CFO: Chief Financing Officer(자금/경리 총책임자) 

CMO: Chief marketing Officer(마케팅 총책임자)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전산 총책임자) 

CIO: Chief Investment Officer(투자 총책임자) 

CPO: Chief Personnel Officer (인사 총책임자) 

CKO: Chief of Knowledge Officer (지식경영 총책임자) 

Chief of Staff: 원래는 군사용어에서 나온 참모장이란 

뜻이지만, 경영에서는 CEO의 assistant 개념으로서 수

석경영 보좌관 또는 비서실장으로 보면 된다 (Secretary 

to CEO 와 같은 개념임)

(주) 비서는 일반적으로 Secretary를 쓰지만 경험이 많

은 고참 비서의 경우는 Executive Secretary를 쓰

는데 이들의 봉급은 천차만별이다. 

 Regional Head: 지역 본부장 

Country Manager: 특정 나라의 책임자 

General Manager: 우리가 “부장”으로 많이 쓰고 있

는 것으로 원래의 뜻은 특정 나라나 부서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Position Title(직위)에는, 

Chairman(남자회장) Chairwoman(여자회장), Vice 

Chairman(부회장) President(사장)이 있고 부사장 직위

는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전무는 Senior Vice 

President, 상무직위는 Executive Vice President, 이사/

이사대우는 Vice President(부사장으로 오해하지 말기 

바람, 다국적 기업에는 수백 명의 Vice President 가 있

음)를 일반적으로 쓴다. 또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임원에 

한하여 Managing Director(전무), Executive Director(상

무), Director(이사)라고 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체 대부분의 경우 부사

장은 Vice President, 전무는 Managing Director, 상

무는 Executive Director 이사는 Director, 부장은 

General Manager 차장은 Deputy General Manager 또

는 Assistant General Manager를 많이 쓴다. 간략하게 

Position Title(직위)과 Function Title(직책)을 소개하

였지만, 업무 거래하거나 상담하는 사람의 정확한 직

위와 직책을 알고 있어야 실수하는 일이 없다. 상대방

(Counter-Party) 측의 Organization Chart (조직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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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in charge 담당 매니저, Man in charge 담당

자, Director in charge 담당 이사(국장), Department in 

charge 담당부서   

(주) 우리 나라의 몇몇 대 Group 에서는 부장 다음의 직

위로 “ 상무 보” 그 위에 “상무”가 있고 “이사”호칭

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Board of Directors (이

사회)”에 등재된 사람만을 “Director”로 써서 구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맞다 고 볼 수 있다. 

   

20. 숙어/유용한 부사 

6) among other things = among others 

이중에서도, 그 중에서   

(예) Among other things, the most important part is 

telephone conversation,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화대화이다

 ㈜ among: 3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에 쓰임, between A 

and B: 둘 가운데서 

(예) I feel like I became a sandwich between my wife 

and children: 난 집사람과 아이들 틈에 끼여 있는 샌

드위치(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가 된 느낌이야

Between ourselves (Between you and me), please 

do not tell anybody that I told you this. Just keep it to 

yourself. 우리끼리 애기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했

다고 하지마. 너만 알고 있어

In between: 중간에서 Your offer is U$ 6 per piece, and 

mine is U$ 4, so let’s meet in between to finalize the 

deal: 당신이 제시하는 단가는 6 달러이고, 나는 4달러

이니 중간가격인 5달러로 하고 거래를 매듭짓기로 합

시다

There must be 100% success or 100% failure. There’s 

nothing in between (완전 성공이냐 완전 실패뿐, 그 중

간이란 없다) 

7) amid:

와중에서, 한복판에서(부사)

㈜ midway, midst: 가운데에(부사), middle (중앙의) (예) 

middle fielder, middleman, middle management, 

middle name, “I am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road”=I am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차가 막

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

(주2) 중간선두: Halfway leader (golf 4 rounds 경기 중 

2 rounds 까지) was struggling with his putting at 

3rd round. (3 round에 퍼팅 때문에 고전하였다) 

8) a kind of = a sort of 

일종의

㈜ kinda, kinder[카인더]로 발음하는 이 표현은 회화체

에서만 쓰인다

9) in advance:

사전에, 미리, 먼저,

(주) prior notice: 사전 통보, without prior notice: 사전 

통보 없이, at short notice: 급하게 

10) any minute

지금 당장에라도, 언제라도 ㈜ at the last minute 시

간에 임박해서, 막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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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용한 명사 

6) 가죽제품 leather ware

㈜ ware 는 집합적 상품

(예) sanitary ware 위생도기(변기, 욕조), earthenware 

도자기. hardware 철물. silverware 은제품 tableware 

식탁 용품 

㈜ wear: 특별한 경우나 특정 활동을 위해 입는 옷이

나 유행제품 (예) swimwear 수영복류, eyewear 안

경 류, footwear(=footgear) 신는 것들 (신발, 양말), 

sportswear, eveningwear, children’s wear, casual 

wear

7) 자연림 Natural forest

㈜ 인공림 Planting forest, 열대 지방에 비 많이 오는 지

역의 산림 rain forest

8) 생물 자원, 열 자원으로 서의 식물체 및 동물 

폐기물 Biomass 

㈜ biogas 생물 가스(미생물의 작용으로 유기 폐기물에

서 생기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기체), bio-‘생

명’의 뜻의 결합 사 (

예) biology 생물 

9) 온실가스 감소 Greenhouse gas abatement 

㈜ abate 줄이다, 내리다; (세를) 낮추다 abatement 감

소

10) 패러다임, 특정 영역,시대의 지배적인 과학

적 대상파악의 방법 paradigm 

㈜ 철자 주의

다른 유용한 표현을 살펴보면;

a must to do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예는; 

(예1) This circulation is a must to read

(이 회람은 필히 읽어주기 바람)

(예2) It is a must to remember

(이것은 필히 암기 할 것임)

(예3) The homework is a must to finish within today

(숙제는 금일 중 필히 끝내야 함)

다른 예로는 This is must-watch TV program 

(필수 시청 프로그램)

must-read magazine (필독잡지)같은 것이 있다.

22. 알아두어야 할 형용사

6) 전염성의, 감염하기 쉬운 Infectious = 

pestiferous

7) 무사 안전한 safe and sound

8) 안목이 까다로운, 눈이 높은, 감상 능력이 세

련된 Sophisticated 

(예) sophisticated audience (안목이 까다로운 관

객/청중)

㈜ sophisticated (기계․기술 따위가) 정교한, 고급인; 

복잡한, (맛의) 복잡미묘한, 고도로 세련된

9) 진절머리 나는, 아주 엉망인, 시시한

Crappy (속어)

10) 서두르지 않는, 태평한

easy-does-it = easy-going

㈜ The most 형용사 + 명사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것

들의 예로서는

44  한인뉴스



English 칼럼

(예1)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deal was that I had 

to reach the final agreement with ex-husband out 

of the court(그 거래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법

에 호소하지 않고[법정까지 가지 않고] 예전의 남편

과 마지막 합의에 이르는 것이었어) 

(예2) You are the most beautiful girl that I have ever 

seen in my life(넌 내가 평생 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야)

(예3)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business is 

keeping the customers satisfied(사업/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계속 만족시키는 일이다) 

그 외에도 자주 쓰이는 것들은;

the most exciting moment (가장 흥분되는 순간, 예:

우승, 수상등)  

the most expensive deal (가장 가격이 비싼 거래) 

the most critical issue (가장 중요한 이슈, 문제) 

the most signific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surprising thing (가장 놀라운 것) 등이 있다

23. 두 단어 영어

6) 아주 쇠약한, 호되게 얻어맞은

Down-and –out 

(예) 아주 쇠약한 환자 Down-and –out patience 호되게 

얻어맞은 권투선수 Down-and –out boxer

7) 사업 친화적인 Business-friendly

(예) Business-friendly governance 사업 친화적인 통

치

㈜ customer-friendly 고객 친화적인, customer-

oriented 고객 지향의/고객 중심의

8) 끝까지 버티는, 완고한 Die-hard

(예) Die-hard fan 골수 팬 

㈜ Die Hard 는 영화제목 이기도 함(이때는 쉽게 죽지 않

은 놈, 끌 질긴 놈으로 명사로 쓴 것임)

9)경기(경제)에 신경을 쓰는

Economy-minded 

(예) Economy-minded urban dwellers 경기(경제)에 

신경을 쓰는 도시 거주자들 ㈜ dwell 거주하다

10) 일찍 오는 사람을 위한 Early-bird 

㈜ 일찍 오는 사람을 위한 가격 Early-bird price

㈜ an early-bird habit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The early-bird catches the worm. (속담)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더 먹는다(부지런해야 산다).

 

다음 호에는 24) 인터뷰 영어 25) 약어 1) 학교/연예/

사랑/결혼 영어 2)가정주부/생활영어 3)전화영어로 이

어집니다

“우리짱” 니꼴라스 올림

(추신) 정정합니다. 지난 1월호의 축구영어에서 허리

를 담당하는 MF는 Midfielder 가 맞고 Middlefielder 는 

틀린 단어입니다.

한인뉴스  45



어
머니, 아내, 딸, 며느리, 누이, 언니, 친구, 보스…

이 모든 역할과 더불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치우침이 없으려고 바둥

거리는 나는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있는 전형적인 신여성이다. 아이는 내 리

스트의 최고 순위에 있지만,  인생전부는 아니다.

그런 나는, 전 생을 올인해서 자식들을 양육하셨고, 그보다 더한 헌

신으로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의문에 빠진다. 

의식의 변화를 불러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등교육이 내속에 잠재

된 모성애를 거세시킨 것이 아닐까 하고...

그럼에도, ” 어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목이 메어온다. 인내

와 희생으로 마모된 그녀의 삶이 갸름되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

이 크면 어떤 떨림으로 이 이름을 부를까. 포기보다 권리를 더 추

구해왔던 나는 갑자기 부끄럽다.

중견 조각가, Johan의 이 작품을 아침 저녁으로 들락거리

는 현관입구에 놓아본다. 인생의 순위를 스스로에게 상기시

켜 보고저…

어
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 모엇보다도 숭고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편안한 밤, 미모와몸매 가꾸기, 캔들라잍 디너에서 주말여행과 등산

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권리라고 여겼던 모든 개인적인 작은 즐거움을 포기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말은 우리가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갖고 아이에게 우선 순위를 두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잃어버린 교육, 용기

김은미 편집위원의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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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사~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주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형문자라고 하여 사물의 생김새를 이용한 그림 문자가 있었습니다. 

벽화를 보면 일련의 사건들,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는 상형문자 대신 각 나라 마다 저들의 문자

를 만들어 기록을 합니다 

더 발전해 손으로 쓰던 수기 형식에서 이젠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면 글이 써지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을 저장합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지식을 더하고 무엇인가를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문명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문자(언어) 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문자(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를 주고… 

대화 없는 영화는 우리에게 얼마큼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옮은 대사 한마디

가 때론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은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 메

시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에게 한마디 격려는 힘을 실어 줍니다. 

혹자는 문명의 이기 속에 사는 불쌍한 현대인이라고 하

지만 문명의 발전으로 현대인의 생활이 윤택해 지고 문자를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은 얼

마나 감사한 일 일까요… .

글 : 허영순 작가 (Oktn : KBS WORLD INDONESIA) 

자료 제공 : OKTN (KBS WORLD INDONESIA)



내 사랑 금지옥엽

Permata hatiku.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 자식 사랑은 동일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인호가 애 

둘 딸린 홀아비 전설과 결혼 하겠다고 하자 강하게 

마음 먹고 전설 만나 앞뒤 변명을 필요 없다며 다음

과 같이 말한다. 

Aku tak ada waktu untuk itu. 

(말,이야기 하다)로 pe- an이 붙어 대화, 회화의 뜻

을 갖습니다. 

회의에서 또는 지시나 보고 시 시간이 부족하여 요점

만 전달 해야 할 때. 장황한 앞뒤 설명 필요 없이 요지

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진호가 누

나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아버지 선물을 사러 제라 와 

함께 상의 합니다. 기특한 진호의 효심에 제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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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사~

Kita langsung ke inti pembicaraan.

내가 시간이 없어 우리 바로 요점으로 들어 가지.

Langsung 은 직접적, 직행하는, 곧장 을 뜻하는 단어

로 여기선 곧장 이란 뜻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예) Atasan langsung 직속 상관 , 

Dia langsung pulang

(다른 곳 들르지 않고) 곧장 돌아 갔다.

 Saya melihat langsung
내가 직접 봤어.

Inti pembicaraan  말(대화)의 요점

Inti 는 요점 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내용에 우선시 

되는 것 중요한 점을 나타낼 때 사용 됩니다. 

Pembicaraan은 대화 “말”을 뜻하며 어근은 bicara 

Kau anak baik. 

Macanku, belikan aku kosmetik dari sisa uang 

belanja.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이쁜 우리 호돌이 그럼 남은 돈으로 나 화장품 좀 사줘.” 

진호 애교 있게 거절 합니다. 

Kau lebih cantik tanpa dirias.
넌 생얼이 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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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s 치장하다. 꾸미다 같은 뜻으로 종종 사용하는 

danda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rias 와 Berdandan은 동일 하게 치장 하다 이지만 

사용 용도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Dia sedang berias muka 그녀는 지금 화장하고 있다. 

Dia sedang berdandan 그녀는 지금 치장 하고 있다. 

Berias는 Berhias 처럼 몸의 특정 부분 얼굴이나 머리

를 치장 할 때 화장 할 때 사용하고 Berdandan은 치

장을 하거나 옷 매무새를 다듬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

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 됩니다. 

Tip

오늘은 상대방이나 어떠한 것의 아름다움을 칭찬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 입니다. 

Elok, Cintik, Jelita, Cakap, 
세 단어 모두 얼굴생김새 또는 성격이 예쁘다고 얘기 

할 때 사용 됩니다. 

Elok (얼굴)

- Parasnya elok sekali. 

그 사람은 얼굴이 참 예쁘다

남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여성에게 사용 

Cantik (얼굴,성격/성향)

- Dia orang yang cantik.
그는 예쁘다

- Budipekertinya cantik sekali. 

그는 행실이 바르다(좋다)

여성을 대상으로 사용.

Jelita (얼굴)

- Wajanya cantik jelita  (그는 얼굴이 매우 이쁘다) 

Jelita 는 Cantik과 함께 숙어 처럼 Catik Jelita  로 

사용된다. 

여성 대상으로 사용.

Cakap (얼굴,성격, 어떠한 재능이 출중할 때 )

- Dia terkenal karena sifatnya cakap 
그는 성격 좋기로 유명하다. 

- Dia cakap dalam berakting. 

그는 연기를 잘한다. 

남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Indah, Anggun, Manis.  
어떠한 사물이나 보여지는 자태 모습 성격이 아름다

울 때

Indah (사물이나 경관)

- Pulau Bali terkenal dengan keindahannya. 

발리는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하다. 

사람에게는 드물게 사용되고 어떠한 사물이나 경관

을 아름답다고 할 때 사용.

Anggun (자태나 보여지는 모습)

- Penampilannya malam ini anggun sekali 

오늘 밤 그녀는 굉장히 우아해 보인다. 

- Gaun yang baru dipakainya membuat dia terlihat 

anggun. 
새로운 옷을 입으니 사람이 우아해 보인다. 

어떠한 사람의 자태가 아름답거나 나이가 들었음에

도 우아해 보일 때 사용.

Manis ( 생김새나 성격)

- Sifatnya yang manis membuatnya disukai 

banyak orang

그는 성격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 한다. 

-  Wajahnya manis dipandang. 

얼굴이 귀엽다

어떠한 사람의 성격이 좋거나 보여지는 모습이 귀엽

고 예뻐 보기에 좋을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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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중요성

그 규모를 떠나 모든 회사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 노사관계

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을 자주하게 된다. 이는 가

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이런 사항은 역시 회사에서도 마

찬가지라 생각이 된다. 화합적 노사관계 위에서 내부 결속력이 강한 회사는 회사가 

가진 역량을 최적화하여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할 것이고 그

렇지 못한 회사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노

사관계의 발전단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된 노사관계로 shift시킬 것인

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며 아울러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주재원 행동

요령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Ⅰ. 노사관계 발전 단계 및 바람직한 노사정책

1) 노사관계의 발전단계: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사관계의 발전 단계는 대립적 관계 → 방임적 관계 → 

협력적 관계 → 가치창조적 관계 등의 단계를 거쳐 발전을 하게 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

금 현재의 노사관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또한 어떤 조직관리를 통해 가장 

선진 단계인 가치창조적 노사관계로 최단시간 내에 shift 시킬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라 할 것

이다.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패러다임 Shift.

노사가 서로 Win-win하는 공존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개념부터 노사 공히 바꿔야 한다.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노사가 서로만의 위치 또는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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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중요성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

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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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몫만 생각함으로 인해 대립하고 결국에는 서로에

게 손해만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부

분을 빠른 시일 내에 서로의 공동목표를 인식하고 

제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 서로가 발전하게 되는 동

반자적 관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성실한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현황 

설명, 바람직한 서로의 역할 정립, 공동 목표의 인

식 등 건전한 노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원대표들

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조를 회사 경영

의 동반자로 적극 참여시키고 스스로 책임지고 노

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노사 Communication 활성화

- 정기적 노사회의체 운영

* 법인장 또는 관리담당 주재원 주

관 계층별 간담회(계장, 반장, 사원 

대표 등) / 노사 간담회 운영

* 회사의 생산관련 현황, 정책설명, 

사원 애로/건의사항 수렴

* 건의된 사항에 대한 성실한 검토 

및 그 결과에 대한 F/Back

- LOVE활동

주재원 및 관리감독자가 주관이 

되어 현장 사원들과 정기적으로 

informal하게 회식, 스킨십 활동 등

을 통한 情의 조직 관리를 실현

③ 건전 노조 육성:

회사가 존재해야 노동조합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존립명분을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회사

의 경영성과 극대화에 기여함으로

써 노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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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 하여야 

함. 

- 바람직한 노동조합 역할 정립:

* 경영성과 극대화에 기여하는 노동조합

* 조합원들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노동조합  

- 노조간부의 자세

* 회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 성과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 남이 하기 싫은 일은 내가 먼저 한다

* 조합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

* 구역 내 생산과 품질혁신의 Leader

- 노조간부의 역할

* 조합원의 고충사항 청취/해결

* 조합간부로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

* 조직에 헌신, 상사명령에 복종

* 최고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Ⅱ. 성공적 노사관리를 위한 주재원 역할 및 

행동요령:

(자료: 해외인적자원 관리 핸드북, 삼성경제 연구소)

1. 법인장/사장

1) 사장으로서 권위를 가져야 한

다.

2) 종업원과의 약속은 철저히 이행

해야 한다.

3) 계층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운

영하고 반드시 참석토록 한다.

4) 인사관리 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지 근로자와 주재원의 고충, 애로, 작업여건 등

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사내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토록 한다.

7) 현지인 간부도 주재원과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8) 종업원 대의기구의 운영전반 및 위원관리에 항

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9) 현지 노동정책이나 법규의 기본사항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0) 부재 시엔 반드시 주요 현지인에게 공지해야 한

다.

11) 관료, 공공기관과의 교류 시엔 가급적 고위층과 

접촉해야 한다.

12) 지역사회와의 유대활동, 기부금 제공은 계획적

으로 실시해야 한다. 

13) 변호사나 현지 유력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거

나 교류를 빈번히 하는 것이 좋다.

2. 관리담당 주재원

1) 법인장에 대한 보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 현지의 노동법규, 노동정책, 주변업체의 동향 등

에 항상 정통해 있어야 한다.

3) 사내 불만 청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곧바로 들을 수 있는 친밀

한 현장인력을 평소 마련해 두어야 한다.

4) 본사에서의 새로운 제도나 관리방법을 입수하여 

주재원들에게 전파하고 교육해야 한다.

5) 현지인 간부나 현지인력과 주재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6) 1일 1회 이상 현장라인을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

나 시설운영 상태, 근로여건 등을 살피고 점검해

야 한다. 항상 노사문제는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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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현장 점검과 현

장의 밑바닥 소리를 듣고, 문제점은 법인장과 협의

하고 필요 시 현지인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시정해 나

가야 한다.

7) 현장근로자의 사기진작, 회사와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계획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

8) 외부기관이나 지역 인사과장회의 등을 이용해 주

변업체나 동종업체의 경영방침, 복리후생 제도, 급

여조정, 노사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

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9) 정부의 노동관련 제도나 정책을 입수해서 연구해야 

하며, 동종업계와 인근업체 노동조합의 동향을 항

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주변기업에서 노조가 요

구하는 사항은 곧바로 해당 법인 종업원의 요구사

항이 될 수 있고, 근로조건의 최저요건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처우가 낮을 경우 곧바로 이직하

는 등 인사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10) 변호사나 유력인사, 정부관료 등과 평상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 방

법을 위한 주민들의 Needs를 조사해야 한다.

3. 생산담당 주재원

1) 본사의 빠른 변화에 뒤지지 않

도록 수시로 새로운 생산기술, 

기법을 숙지하여 현지에 적용

한다. 

2) 반드시 현지인 생산과장을 두

어 현지인에 대한 실무지시는 

현지인 생산과장을 통해 하도

록 한다. 

3) 계층(직장, 반장, 조장, 작업자)별 정기모임을 갖고 

이들의 불만사항, 요구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해결하고, 필요 시 인사과장에게 전달한다.

4)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 

내에 친밀한 관계를 가진 현지인을 만들어 두

어야 한다.

5) 매일 현장에 들어가 작업자를 격려하고 다독거

린다.

4. 기타 주재원

1) 구매담당 주재원의 경우 많은 외부업체를 상

대하기 주변업체, 경쟁사의 움직임에 대한 정

보를 수시로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반드

시 기록하여 법인장 또는 관련 주재원에게 전

달해야 한다.

2) 특히 노사문제는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

문에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냥 지나치면 

큰 화를 입게 된다. 법인장 이하 전 주재원은 비

록 담당직무는 다르지만 노사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노사관리에 Orient된 Mind를 가져야 한

다.

노사관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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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듀이  -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그레이트 체인지 & 위닝
저자 매일경제 경제부 |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이 책은 매일경제 기자들이 2009년 한국경제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을 것을 예

상하고, 그 경제 대변혁의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한 것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에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변화를 세밀히 분석 예측한다. 그리고 거세게 휘몰아

치는 변화 속에서 큰 기회를 잡기 위한 위기탈출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현재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글로벌 대변혁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강조한다. 발아래 상황이 어떤가를 천천히 되짚어보고 승리의 기회를 잡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앞부분에서는 미국 발 금융위기 초입의 시장상

황과 이후 각국의 정책 대응이 던지는 시사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이에 따른 한국경

제 변화의 모습과 대응방향도 모색한다. 그런 다음 국가 차원의 대응에 더해 개인들

의 재테크와 생존전략을 위한 소비,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노하우도 고민한다.

저자   비키 마이런 , 브렛 위터  |  역자 배유정  |  출판사  갤리온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줄 기적 같은 사랑의 힘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는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가져온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들려주는 이야기다.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었던 스펜서 마을, 그곳의 공공 도서관에서 19년 이상을 보낸 고양이 한 

마리가 어떻게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온 동네를 하나로 묶어주

었으며 그곳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였다.

1988년 1월 18일은 전형적인 아이오와 겨울의 아침이었다. 엄청난 냉기가 

스며들고 매서운 추위로 뼛속까지 얼어붙을 것 같던 그날, 스펜서 공공 도서관

의 사서 비키 마이런은 도서 반납함에 버려져 있었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

견한다. 알코올중독자였던 남편과 이별하고 외롭게 지내던 그녀는 아기 고양이

에게 ‘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도서관에서 키우기로 결심한다. 스펜서 도서관의 새 식구로 인정받은 ‘듀이’로 인해 일

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에서는 ‘듀이’라는 고양이 이야기를 통해 고양이 한 마리가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에 어떻게 활기를 불어넣었으

며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사랑과 위안을 안겨주었는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작가의 인생과 그녀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도 말하고 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질긴 생명력과 내면의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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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그린 :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저자 토머스 L. 프리드먼 | 역자 최정임 | 출판사 21세기북스 

이 책은 전 세계가 ‘그린(Green)’ 해지는 거대한 혁명의 물결을 소개한다. 뉴욕타임즈

의 국제분야 칼럼니스트이자『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이 3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섯 번째 책을 내 놓았다. 이번에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에너지기후

시대에는 녹색기술이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을 강조한다. 특히 복잡한 세계를 ‘뜨겁

고(hot)’, ‘평평하고(flat)’, ‘붐비는(crowded)’ 이렇게 단 세개의 형용사로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이상기온현상, 세계화의 확산, 글로벌 중산층 인구의 증가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클린 에너지(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자연 보호를 위한 방법을 

‘코드 그린’이란 미래 생존전략 카드 아래 정리하였다. 

하하 미술관  - 영혼의 여백을 따듯이 채워주는 그림 치유 에세이

저자   김홍기   |  출판사  미래인 

다음, 중앙 SUNDAY, 주간조선 선정 2008년 베스트 블로거 미술, 패션 칼럼니스트 김

홍기의 그림 치유 에세이 『하하 미술관』. 힘겹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갖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림이다. 환한 웃음을 

저절로 짓게 만드는 그림은 우리 안에 일그러진 영혼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주술

적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

<하하 미술관>는 영혼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따스한 그림 에세이로, 우리의 감성과 

공감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국내작가들 28인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미술치료에서 고

통을 다루는 19가지 기술을 차용하여 감상만으로도 위로와 치유의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을 통해 마음의 균열을 메워주는 희망을 찾게 되고, 그 희망을 다

른 이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얻을 수 있다.

최고의 명문장을 배우는  |  오바마 영어연설문
저자   이유진 , 이영환 , 이송훈  |  출판사  21세기북스  

최고의 명문장을 배우는 『오바마 영어 연설문』은 영어연설과 단순히 한글 해석만 

제공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연설문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며 오바마의 쉬우면서 수준 높

은 표현과 어휘를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연설문의 흥미로운 배경에 대해 짧은 

에세이로 설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전이 필요없도록 어휘도 각 페이지마다 설명해 놓

았다.

오바마 연설문의 특징은 명확한 메시지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면서, 쉽고 품격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연설문을 읽으면 오바마의 

영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 책을 통해 ‘쉽고 품격 있

는’ 영어 학습뿐 아니라 오바마식 화법과 리더십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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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와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금,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27.7%가 최근 3년간 보유

기술 및 정보의 외 부유출로 인한 피해

가 발생했으며 이 중 88.9%가 대

처곤란 등의 이 유로 특별한 조

치를 취하지 못 한 실정이다. 한

인뉴스는 기술유 출 방지 및 기술유

출 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결과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의 도움을 받아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유의사항

1. 사전조사 및 정보수집

□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의 개

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

기 위해서이며, 종업원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성공의 관

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 종업원의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수준

이 낮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회사 내 중요 기밀정보의 

외부 유출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 이들 국가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노동력의 질

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가 쉽지 않음

○   진출국가의 노동계약, 노사관계, 노동법제 등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응해야 함

- 중국의 경우 2008년 1월 발효된 신노동법(勞動合同法)을 

통해 기존의 노사협조노선에서 노동자보호노선으로 정

책 전환

-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 진출기업 대부분이 노동집약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노사분규 발생가능성이 타국 진

출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조사

○   회사의 보유기술이 진출할 국가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에 대한 보호전략이 달라짐

○   진출할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현실 및 판례의 동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적

재산권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 시 판례의 동

향이 피해자와 침해자의 권익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

는지를 파악해야 함

- 침해한 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판례는 결국 회사 기밀정보

에 대한 보호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아울러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제도의 구비여부와 무관하

게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지 않아 근로자에 

의한 유출과 위조상품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국가에서는 

기밀정보의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한 국

민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영업비밀 보호수준 조사

○   보유 기술이 진출하는 국가에 사전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

어도 특허에 대한 세부계획, 생산제조기술, 제조비법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함

○   핵심기술이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진출하는 기업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므로 진출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제

와 기업의 일반적인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혹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하

여 기술에 대한 보호전략을 수립해야 함

○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법률이 제

정된 지 20여 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

우 1994년 WTO/TRIPs협정에 영업비밀을 비공개 정보

(Undisclosed Information)의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비로소 

법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보호수

준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국의 경우 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주고 특허는 국가가 사

용하는 一家發明百家使用하는 관례가 70년대까지 보편

적인 현상이었으며, 1993년부터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반부정당

경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각각 2000년 이후에 비로소 영업

비밀 보호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

○   따라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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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가의 영업 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현황과 

실제운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2. 기술유출방지 기본전략 수립

□ 해외 진출 시 기술이전

○   진출형태

-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의 해외이전은 독립법인 형태로 진

출하여 자체 보호함으로써 유출의 위험성을 줄여야 함

* 되도록이면 핵심기술과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공급하고, 중급 기술은 해외이전대상과 보호방법을 사전

에 규정 또는 지침화

- 합작법인 형태를 통한 진출 시 합작기업 역시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전할 기술과 보호할 

기술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하여야 함

○   진출목적

- 첨단제품과 기술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우수한 국

가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집약적이거나 비핵심 사업의 경우 해외 생산을 목적

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이전하므로 보편화된 기술

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요기술을 이전해야 하

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가 기술에 대한 권리보호에 취약하

므로 별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기술이전 대상기업의 사업능력과 계약이행능력 및 기술

수준을 검토하고, 기술 이전이 기업에 미칠 영향, 진출국

가와 그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 해외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

○   중요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할 때에는 철저한 보

호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 국내에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라도 지적재

산권 제도가 미흡한 국가에 진출할 때에는 사전에 특허

를 출원하여 권리화를 완료한 후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특허 등을 통한 권리화도 중요하지만 생산공정, 상세기술, 

운영기술 등 영업 비밀로 보호할 기술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이전할 기술의 가치평가와 기술이전 시 예상수익, 현지 국

가의 법률과 제도로 이전할 기술의 보호가 가능한지를 먼

저 분석한 후 이전해야 함

□ 해외 진출 시 현지 적응전략

○   현지 채용인력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적

자원관리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현지 채용인력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함

○   현지 파트너와의 우호적인 관계

- 현지 파트너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함

○   현지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 현지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기밀 유출 및 침

해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해외 진출 시 협력사와의 관계정립

○   기존 업체 인수합병 시 기술투자 관계 명확화

- 기존 업체를 인수 또는 합작하고 예정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에 구

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만일 해당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만약 사용자인 경우에는 계약내용, 영업비밀의 보유

현황 등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인수 후 특허권 등으로 인

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해야 함

○   이전할 기술의 명확한 범위 설정

- 기술투자 시에 이전할 기술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하지 않는 기술과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까지 이전해야 

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함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접근 제한

- 회사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등의 이유로 외부업체 직원

이 회사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자의 지정, 출입가능 지역

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이들이 주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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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업무 추진

(1) 관리적 보안

□ 보안정책

○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

- 기업의 비밀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서는 보안관리에 관한 명문화 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하여야 함

- 보안관리규정은 기업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규정 제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

려해야 함

* 내용이 모호해서는 안 되며, 표현이 정확해야 함

* 이해하기 쉬워야 함

* 선언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해야 함

*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야 함

- 보안관리규정은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이 되었

을 경우 모든 임, 직원에게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함

* 보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만들어지는 지침과 절차의 경
우에도 임직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야 함

- 보안관리규정에는 보안업무의 분류, 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자산의 분류와 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관리 및 침

입방지, IT보안관리,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등이 언

급되어 있어야 함

○   보안조직의 구성 및 운영

-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보안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보안담당자는 되도록이면 본사 파견인력이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함

- 각 부서의 장을 보안책임자로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보안관련 내용을 포

함시켜야 함

* 업무상 생성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취급권한을 명확하게 
하여 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함

○   보안감사

- 보안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상황 전반에 대

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감독활동이 이루어

져야 함

* 문서(전자문서 포함), 전산(PC, 사내 공용망), 인적자원, 
자산, 시설 분야의 보안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활동이 요
구됨

- 정기적인 감독활동 이외에 임직원의 보안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함

* 문서 및 도면 방치 여부

* 개인서랍, 캐비닛, 출입문 잠금장치 여부

* PC DATA 공유설정 여부(화면보호기, Password 등)

* 사내 사용허가 전산저장매체(노트 PC, 디지털촬영기기 
등) 관리 현황

* 최근 들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동식 저장매
체(USB 메모리 등) 관리현황

- 정기 및 수시 보안감사 결과에 따른 유공자 포상과 위반자 

징계활동을 병행해야 함

○   보안투자

- 보안업무의 경우 당장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

안업무 추진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기 마련임

- 하지만 기업의 형편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매년 일정비

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

□ 자산관리

○   자산목록(Asset Inventory) 관리

- 자산을 분류하고 자산별 소유관계와 등급을 명확히 정의하여 이를 

문서화 하고 매년 연말기준으로 보유 자산목록을 확인해야 함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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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별 자산목록과 회사 전

체의 자산목록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자산분류

- 자산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며, 소유 중인 모든 자

산은 소유자가 년 1회 주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검토하

여 재분류하여야 함

① 등급분류 원칙

- 비밀정보는 내용의 가치에 따라 분류하되 과대평가나 과

소평가하여 분류하지 않아야 함. 과대분류는 필요이상의 

제한으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과소 분류는 비밀에 대

한 관리소홀로 비밀의 주요 내용이 유출될 수 있음

- 동일한 업무의 문서라도 각각의 비밀내용과 가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류해야 함

- 기업의 비밀등급 분류 시 그 명칭이나 등급의 분류기준 

모두 기업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 업무의 성격, 보호 필

요성,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위의 분류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모가 크거나 보호해야 할 

자산이 많은 기업의 경우 1등급의 기밀정보를 ‘극비(Top 

Secret)’와 ‘비밀(Secret)’로 다시 세분하기도 함

② 등급분류

- 1등급 : 기밀정보(In-Confidence)

* 개발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개발설계서, 고객비밀정보 등 
회사 내에서도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민감한 정보

- 2등급 : 대외비 정보(Internal Use Only)

* 회사 임직원에게는 공개되나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유지
하는 정보

- 3등급 : 일반정보(Public)

* 회사소개 자료, 제품 설명자료 등 외부에 공개 가능한 정보

③ 특성

- 비밀성(Confidentiality)

* 정보의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

- 무결성(Integrity)

* 비인가 된 자에 의한 정보의 변경, 삭제, 생성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가용성(Availability)

* 정보시스템은 적절한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거부

하여서는 안 됨

○   자산의 접근권한

- 회사 임직원, 협력업체 등 제3자의 경우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범위 내에서 부여해야 하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국한하여야 함

* 업무와 무관한 어떠한 자산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
제해야 함

- 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은 자산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자(예: 전산담당자)에 의해 부여됨

○   자산의 반출 및 폐기

- 1등급(기밀) 정보의 경우 CEO, 2등급 정보의 경우 임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됨

* 외부공개 결정시 사전에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하
며, 공개내용 등 관련기록을 보관, 유지해야 함

- 자산의 폐기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소유자가 최종 

승인권자의 허가를 득한 후 폐기처리

- 자산의 반출과 폐기가 발생할 경우 목록관리대장에 기록

□ 인적자원관리

○   사규(PERATURAN PERUSAHAAN) 제정

- 사규는 회사 사업주가 서면으로 작업규정과 내규에 대해 작

성한 규범을 말 하며, 회사의 의도를 합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적자원관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함

-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사규 제정의 

의무가 있으며, 사규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법적으

로 효력이 발생함

- 단체근로협약을 체결한 회사는 사규 제정의 의무가 없음

- 사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제안, 의견을 감안하여 만

들며, 사업주가 책임을 짐

- 사규의 내용에는 사업주의 권리 및 의무,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근로조건, 회사규범, 사규 발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사규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고, 유효기간 종료 시 의무

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사규 유효기간 중에 노조가 단

체근로협약 체결 협상을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

할 의무가 있음

- 사규의 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와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측에 사규 또는 변경

된 사규의 내용을 통보하고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단체근로협약서(KESEPAKATANKERJA BERSAMA)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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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근로협약은 노조와 사업주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체

결된 양측 간의 근로조건, 권리 및 의무사항을 담은 계약

을 말하며, 법정의무사항은 아님

- 단체근로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면 근로자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쉬움

* 이처럼 단체근로협약서는 본질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보

면 원가상승 요인의 하나이므로 회사 형편에 맞게 대처하

는 것이 중요함

- 노동조합에서 단체근로협약서 체결을 요구해 오면 협의

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합법파업을 할 수 있는 사유

를 주게 됨. 협의에는 응하되 체결은 회사에서 끝까지 동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함

1) 신규채용자

○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는 구두 혹은 서면 모두 유효하며, 사

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면계약이 필수적임

* 고용기간이 미리 설정된 한시적 고용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함

* 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작성되는 경우 양 언
어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생길 경우 영어로 작성된 계
약이 우선함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KTP) 사본, 이력서, 학력증명서 등을 갖추어야 함

-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회사 이름, 주소 및 업종

* 근로자 성명, 성별, 연령 및 주소

* 작업 직책 및 종류

* 작업장

* 임금수준 및 지급방법

*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권리를 담은 근로조건

* 고용계약 발효 시기 및 기간

* 고용계약 체결 장소 및 시기

* 관계당사자의 서명

* 계약서 내용 중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급여액 
및 지급방법 등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신중을 기해
야 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규, 단체근로협약 및 관계
법령에 배치 또는 저촉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함

- 근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을 u46168 .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해고

나 사직할 수 있음

* 수습계약 없는 수습제는 합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
며, 수습직원의 신분은 당해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됨

* 사업주는 수습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
을 지급할 수 없음

- 한시적인 고용계약은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고 계속되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일정 시기에 종료되는 작업

* 3년 미만의 작업 기간이 예상되는 업무

* 계절작업

* 새 상품으로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작업

- 한시적인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 기간은 최장 2년까지이고, 

1회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계약 만료 7일 전까

지 문서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

- 한시적인 고용계약을 재계약하려는 경우 계약만료일로부

터 30일의 휴식기

간을 두고 가능하고 1회 2년에 한하여서 가능함

- 노동법 제59조의 조건에 의거하지 않은 한시적 고용계약

은 무기한부 정규 고용계약으로 변경됨. 다시 말해 기업이 

한시적 근로자의 신분 상태로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음

- 한시적인 고용계약의 경우 무기한부 정규채용 시와는 달

리 수습기간 설정을 할 수 없음

○   보안서약서 징구

-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시 사용자의 영업비밀 및 지

적재산권 관련 비밀사용에 대한 준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재직 중에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손해배상

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명기

- 재직 중에 작성․개발한 특허나 논문 등 지적재산권의 소

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명기하고, 영업비밀의 무단사용으

로 인한 법적 분쟁여지를 사전에 차단

- 입사 시 노동계약서에 보안서약 내용을 포함해도 무방하나, 

회사와 근로자간의 책임한계를 서약서에서 명확히 해야 함

○   보안교육 실시

- 보안업무 규정 또는 지침, 사내․외 발생 보안사고 사례, 보

안의무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

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 필요시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국내 전문기관4)에 의한 보

안교육 수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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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자 채용 시 조치사항

- 동종업계의 우수한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

을 투자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

- 하지만 우수인력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밀유지서약이

나 경쟁업체 취업금지서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 가능하면 경력자를 전직회사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수행 중에 전직회사 비

밀의 사용을 금지하는 서약을 입사 시에 받으면 전직회사

의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서 분쟁 예방에 노

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경력자는 전직회사의 임직원들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

으므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많으

며, 위장취업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정 기

간 동안 근무 태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

○   보안 서약서 징구

-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안서약서를 함께 징구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회사에서 수행하는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비밀

유지 서약서를 별도로 징구해야 함

○   차별화된 보상시스템 설계

- 기업의 입장에서 보유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외부로부

터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인력의 보상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특허신청, 시제품 출시단계, 양산 

등 기술개발의제 단계별로 보상을 확대실시하고, 생산 중

심의 기업에서는 불량률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인센티브

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실시

- 보안스티커, 보안표어를 제작하여 회사 곳곳에 부착함으

로서 직원들의 보안 마인드를 제고해야 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으나 연

봉계약을 체결할때 개인별로 보안관련 사항을 설명해 주

는 것도 괜찮은 방법임

- 하지만 보안교육도 중요하지만 보안교육 후 임직원들의 

보안실천이 보다 중요함

- 정기,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우수자 및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포상 및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함양 및 주의 환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당연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회사기밀을 밝히거나 누설

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3) 퇴직자

○   정보반납 및 개인정보 삭제

- 개인 PC 및 업무관련 자료를 퇴사 시 반납하도록 하고, 주

요 반출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

- 개인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각종 방법으로 유출되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반납 서

약 및 규정을 설정해 두면 문제 발생 시 유리함

○   고용관계 종료 및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적어도 퇴사 30일 전에 서면으로 퇴사 희망서를 사업주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퇴사일까지 자신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함

- 고용관계 종료 시 사업주는 퇴직금 및/또는 근속수당, 보

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금 지급규정

근무기간 1년 미만 : 1개월 임금

1년 이상～2년 미만 : 2개월 임금

2년 이상～3년 미만 : 3개월 임금

3년 이상～4년 미만 : 4개월 임금

4년 이상～5년 미만 : 5개월 임금

5년 이상～6년 미만 : 6개월 임금

6년 이상～7년 미만 : 7개월 임금

7년 이상～8년 미만 : 8개월 임금

근무기간 8년 이상 : 9개월 임금

* 근속수당 지급규정

3년 이상～6년 미만 : 2개월 임금

6년 이상～9년 미만 : 3개월 임금

9년 이상～12년 미만 : 4개월 임금

12년 이상～15년 미만 : 5개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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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18년 미만 : 6개월 임금

18년 이상～21년 미만 : 7개월 임금

21년 이상～24년 미만 : 8개월 임금

근무기간 24년 이상 : 10개월 임금

* 보상금 지급규정

- 연가 미실시에 따른 연가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 인근지역으로 옮길 

때 이전비

- 근로자의 퇴직금 및/또는 근속수당 15% 상당의 주택 및 의

료지원비

- 기타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 규정해 놓은 별도사항

○   퇴직 시 비밀유지약정 체결

- 영업비밀 보유자 등 주요 인력이 회사를 퇴사할 경우 주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체결 시 

비밀유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함

○   퇴직 후 진로 및 동향 파악

- 퇴직자 인터뷰(Termination Interview)를 통해 퇴직 후 진

로에 대해 조사하고, 일부 퇴직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

안 진로 및 동향에 대해 인지해야 함

4) 외부인력

○   협력업체(기술협력, 기술자문, 투자협정 시)

-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 상대회사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 신뢰도 및 지금

까지의 실적, 국 제적인 활동 현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함

- 구체적인 협상 전에 상호 비밀유지계약 체결

* 협상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로 협상결렬 시 자

료의 반환 및 사용금지 등 정보유출을 사전에 막고 사후

책임을 명시할 수 있음

- 기술자문 및 컨설팅 수행 전에 상호 비밀유지계약 체결

* 컨설팅, M&A, ISO 인증 등을 실시할 때도 정보유출에 각

별히 유의해야하며, 구체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수행

- 실무에 참가하는 개인별 비밀유지계약 체결

* 업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자가 개인적으

로 비밀을 누설,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필요

-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비밀유지의무 부과

* 기업의 ______핵심정보에 대한 지득 또는 인지한 사실을 

누설 시 책임관계 명시

- 결과물에 대한 귀속문제를 명확히 해야 함

* 특히 기술협력 또는 공동연구 시에 결과물에 대한 귀속문

제를 명확히 해야 함

- 상호 의견대립과 분쟁 시 해결절차를 명확해 해야 함

- 업무상 제공한 자료는 가급적 회수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전문가에게 교육

○   제품 구매자 등

- 제품소개, 구매상담, 공장견학 등에 있어서 장소를 사전에 지

정하고, 기술자료 및 홍보 팸플릿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

(2) 물리적 보안(시설관리)

□ 시설의 구분

○   기업의 중요 자산의 침해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사무실, 연구소, 생산현장, 중요 장치 설치장소와 시설지

역 등을 통제하여 외부인의 접근과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기업 내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구분은 다음과 같음

<표3-1> 시설의 구분

구 분 정의 및 구역의 예

공용구역

기관 내,외부의 모든 인력에게 공개된 구역

(예: 출입문, 로비, 대기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일반구역

일반구역

기관 내 인력이나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한하

여 공개된 구역

(예: 일반 사무실, 회의실 등)

제한구역

기업의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 설비가 위치하

고 있는 구역

(예: 장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통제구역

기술 및 경영정보의 상당수를 보유하여, 침해 

및 유출시 기업의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

는 구역

(예: 연구소, 중요제품 생산라인, 전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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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상반기(제1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도네시아 시행 안내

세계 속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들에게 한국어학습방향을 제시하고 국내로의 유학과 취업 등에 필요한 한국어 사용 능

력을 측정 . 평가하는 2009년도 상반기(제15회)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8. 합격자 발표 및 성적통지 : 2008년 6월 3일

- 해당 영역별 취득 점수 및 평균 점수 통지(인

터넷 조회 및 출력)

- 한국어 능력인증서 발급(합격자에 한함)

9.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

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은 반드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

서만 실시합니다.

- 답안지 작성용 컴퓨터용 사인펜은 당일 고사

장에서 지급합니다.

10.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중등연

구부

TEL : 844-4958  (ext 210, ext 402)

-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

www.topik.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시: 2009년 4월 19일(일) 09:00 ~ 12:30

2. 시험장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3. 응시대상: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의 학교 

졸업(재학)자

4. 시험구분: 일반한국어(Standard TOPIK : 초급/중

급/고급)

- 한국문화 이해 및 유학 등 학술적 성격에 필

요한 한국어 능력 측정 . 평가

- 고려대학교 한국어 능력 시험 대체.

- 12년 전과정자는 모든 대학에 제출 필수.

5.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09년 2월 2일(월) 09:00 ~ 2월 

16일(월) 17:00

(2) 접수방법: 방문접수(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원서접수 시 사진(3X4, 2장)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스캔 또는 디지털 카메라)을 첨부

하여야 접수 가능

6. 응시수수료: Rp 100,000(초급/중급), Rp 400,000(고급)

7. 시험시간

응시등급
제 1교시 제 2교시

비고
어휘.문법/쓰기 듣기/읽기

일반한국어

(S-TOPIK)

09:00 ~ 

10:30(90분)

11:00 ~

12:30(90분)

초/중/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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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툴레인의 기적적인 여정

자카르타의 Gramedia pustaka utama가 2006년 11월에 출판한 이 번역 도서는 

208쪽이고 삽화까지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아이들을 위한 대부분의 책은 쉬

운 이야기가 담기는 반면에 성인들이 읽고 나서 감동받을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은데, 

바로 이 책으로써 인생에 생긴 기적적인 일들을 곧이 곧대로 믿는 우리에게 강한 시

선을 꽂기도 하고 기세를 올리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운한 상태를 겪고 쇠할 때

나 어려운 책에 비해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슴이 훈훈해질 수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책 예를 because of Winn-Dixie, Tiger rising, The Tale of Desperaux 등 많이 저술한 

Kate Dicamillo는 The Miraculous Journey of Edward Tulane (에드워드 툴레인의 기

적적인 여정)에서 여정을 일으킨 여러 만남과 헤어짐을 겪은 도자기 토끼인형인 에

드워드가 사랑과 기쁨의 의미를 일깨우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에드워드는 아빌레인이라는 여자애와 행복하게 살던 시절을 자랑했는데 바다에 

빠진 사고가 생긴 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적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사랑받든지 버

려지든지 시작했다. 297일 동안 바다 밑 바닥에 파도가 진흙과 섞인 에드워드의 몸

을 대단히 흔들리게 해서 너무 괴로웠지만 그 날에 희망이 있다. 고기를 잡고 있는 허

름한 노인 어부의 그물에 부딪쳐서 라우렌즈란 그 어부는 넬리란 부인과 소개하고 

나서 다시 사랑을 받는다. 다양하고 화려한 남자옷을 입힌 아빌레인과 달리 넬리는 

단순한 여자옷을 입히면서 수산나란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실제로 싫어하지만 당시

처럼 바다 밑에서 살릴 수 있어서 자기에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빌레인 외에 넬리

는 에드워드를 생물처럼 주목하며 언제나 대화를 하자고, 라우렌즈도 밤마다 별자리

를 보러 놀러가자고 해서 또다시 기쁨을 받는다. 넬리의 딸이 질투해서 에드워드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부터 에드워드는 편안한 사람들과 또다시 헤어지게 된다. 

결국,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첫째 날 밤에 과일껍질이나 부엌쓰레기와 섞여 자는 

에드워드는 별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햇빛조차도 느낄 

수 없고 더러워진 동안 행복하고 힘든 순간을 기억하면 가슴에 슬픔이 새삼스럽게 

한국말로 말해요
한국학과학생들의 우리말 실력 뽐내기

레니 암바르 무슬리하띤
인도네시아 대학교 (U.I)

한국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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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고였다. 어느 날 어떤 배회자의 개가 에드워드를 찾

았고 물고 뛰어가 주인에게 준 후부터는 에드워드가 칠

년여 동안 끝임없이 한 곳에서 다른 곳에 방황하게 살았

다. 아주 가난한 새 친구들과 함께 따뜻하게 살더니 검

진으로 말미암마 또다시 버려지게 되며 어떤 아주머니

와 만나서 허수아비로 시켰다. 에드워드는 맨날 자꾸 

까마귀에게 억울받는 허수아비가 된 불행을 꾹 참아

본 끝에 어떤 사내아이가 자기를 살리고 동생에게 선물로 데려간다. 

병에 걸려서 너무 약한 동생인 사라와 만남과 헤어짐은 가장 서운한데, 왜냐하면 사라가 에

드워드의 곁에 숨을 거두기 때문이다. 달래는 중인 사라의 오빠와 같이 돈을 벌러 시내에 가다

가 하모니카 소리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춤을 춘다.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몸이 깨지다가 인

형 가게의 주인에게서 수리를 받고 판매하는 인형 중에 하나가 된다. 거기서 많은 친구를 만나

도 외로워서 진정한 의미의 친구와 빨리 만났으면 싶어했다. 그 곳에서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

은 아빌레인과 다시 인연으로 만난다.

철없는 에드워드는 행복하네 힘들게 사네 하는 여러 여정을 거쳐서 아빌레인과 살던 시절

에 사랑을 무시하다는 것이나 자식처럼 정을 든 넬리와 헤어짐, 사라를 사랑하다가 헤어져야 

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사랑의 의미를 따뜻한 시각으로 준다. 이 책은 에드워드가 파리에서 인

형을 만드는 전문가에서 직접 주문한 미술적 인형이라서 자존심이 아주 세서 여정을 지낸 후 

순수한 사랑을 알아채는 이야기다. 이 책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함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에드워드가 누군가를 만남

과 헤어짐을 통해 사랑받다는 것, 버려진다는 순간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이 책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잘 어울리고 인상깊은 교훈이 담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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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Changeling
 아들을 되찾기 위해 세상과 맞선 그녀!

1928년 LA. 9살난 아들 월터와 단둘이 사는 싱글맘 크리스틴 콜린스

(안젤리나 졸리)는 오랜만의 아들과의 외출로 들떠 있지만, 갑작스러운 

호출로 출근하게 된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악

몽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아들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삶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의 실종에 다급하게 경찰을 찾지만, 이런 사건은 

실종된지 24시간이 지나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아침이 되면 아들이 돌아

올거라는 황당한 답변만이 돌아온다.

뒤바뀐 아이.. 뒤바뀐 운명...

매일 아들 찾기에 매달려 힘든 시간을 보내던 크리스틴. 다섯 달 후, 아들

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  ‘ 내 아들이 아니예요’라며 고개를 가로

젓는 그녀에게 경찰은 아이들은 빨리 변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자기 아들

을 못 알아볼리는 없을 터. 제발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진짜 아들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재수사를 간청하지

만,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한 경찰은,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

려 한다.

크리스틴은 과연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아들을 찾기 위한 엄마의 눈물어린 용기의 싸움이 시작된다.

낮술 Daytime Drinking

우유부단 소심남 혁진의 5박6일 강원도 오딧세이 Start!

실연당한 혁진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술자리. 친구들은 술기운

에 내일 당장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의견을 모은다. 하지

만 다음날, 터미널에 도착한 멤버는 달랑 혁진 뿐. 술에 뻗은 친구들 

때문에 시작부터 꼬여버린 혁진의 여행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그러

나 그에게도 행운은 찾아오는 것일까? 힘들게 도착한 펜션에서 혁진

은 ‘고맙게 생긴’ 미모의 옆방녀를 발견하고, 때마침 그녀도 혁진에

게 술을 사달라 조르며 은근히 유혹하는데….

과연 혁진의 정선 로맨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경

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

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

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

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부장관 발표, 38조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예정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2009년도 경기부양

을 위해 향후 38조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노

동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

표했다. 동 장관은 2차 경기부양책은 예산의 사

용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관련 기관들과 그 대상에 대한 검토를 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인니 중앙은행 Boediono 총

재는 총 50조 규모의 세제지원과 재정지출 확대

로 2009년 인니 경제가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BY 대통령, 국내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 주문

SBY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위기에 맞서 잃어버

린 수출시장의 크기만큼 내수경제가 진작되어

야 하며, 수입된 외산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국

산품이 반드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BY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

하기 위해 인니는 천연자원의 활용, 학문과 기

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기업들의 창조적인 경

영을 주문했다. 

금융위기

 재무부장관, 31개 산업에 대한 지원책 발표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한 31개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

표하고 본 지원책이 2009.1.1 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정부의 지원책은 부

가세 감세와 관세 감면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대상 산업 및 지원금액은 다음

과 같다.

부가세 감세 인센티브 (총지원액 9조 루피아)

순번 대상
책정예산 총액 
(십억 루피아)

1 철강 원자재 1,200 

2 국가 10,000MW 전력사업용 기계 및 도구 720

3 수산업 얼음생산용 소형기계 500

4 수산업 냉동창고 기계 250

5 봉제업용 원단 1,000

6 신발산업용 가죽, 솔, 고무합성물 520

7 선박용 원자재 및 부품 185.6

8 차량 보디용 원자재 218.3

9 은세공 장식품용 원자재 38.5

10 열차 철로 부품 및 원자재 79

11 영화산업용 도구 및 원자재 141.5

12 고무 조각 250

13 가구산업용 등나무 100

14 어업용 사료 150

15 보조금 지급되지 않은 대체연료 187.5

16 식용유 800

17 석유 가스 및 지열 2,500

관세 감세 인센티브 (총지원액 2조 4천억 루피아)

순번 대상
책정예산 총액 
(십억 루피아)

1 볼펜 25.3

2 중공업용 부품 및 원자재 220.56

3 발전소용 부품 및 원자재 14.03

4 우유 256.68

5 메틸렌 (methylin mercaptide) 1.48

6 자동차 산업용 원자재 795.2

7 전자부품 323.4

8 통신 (광섬유 및 통신부품) 70

9 선박용 철강 원자재 226.6

10 소르비톨(포도당) 산업용 부자재 1,058

11 영화산업용 도구 및 원자재 25

12 전력 14

13 보건 기구 11.4

14 비행기 416

경제 리포트

한인뉴스  67



경제 리포트

 경제조정부 발표, 2009년 예산적자 증가

로 재정지출 확대할 것

Sri Mulyani 경제조정부 장관은 세계금융위

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적자를 증

가시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예산 적

자가 기존의 GDP 대비 1%에서 2.5%로 증

가된 132조 루피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

혔다.  아울러 동 132조 루피아는 2008년 

잉여예산, 정부 차관, 국채 발행 등으로 충

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2009년 정부예산 긴급 수정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되는 2009년 경제성장률과 이로인한 정

부수입의 감소로 2009년도 예산을 수정한

다고 밝혔다. 대통령궁에서 발간된 보도자

료는 예산이 긴급 수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로 경제성장률 하락, 이자비용의 상승 그리

고 금융 및 은행권 시스템의 위기를 들었다. 

정부는 동 긴급수정에 관한 내용을 1/4분기 

보고서 혹은 2009년 수정예산안의 형태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

황으로 인한 변경이므로 예산변경을 위한 

국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책정을 위한 거시경제 지표 중 다음

의 사안에 주요한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예상치 하락 (6% → 5%)

달러당 루피아환율상승 (9,400 → 11,000)

인도네시아산 원유가 하락 ($80 → $45)

 재무부, 5% 소득세 감면 제공

재무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액주

주가 4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

들에 대해 5%의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내

용의 규정을 08.12.30부로 시행한다고 발

표했다. 본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적어

도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전체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 한

명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

다. 국세청 감사국장은 본 정책을 통해 기

업들이 더 많은 주식을 대중에게 발행하기

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의 법인세

는 과세지표 없이 일괄 28%이며, 내년 법인

세는 일괄 25%로 인하될 예정이다.

 재무부, 일부업종에 대해 PPH23 세금 

2%로 인하

재무부는 09.1.1 부로 26개 서비스업에 대

한 소득세(PPH23)를 기존의 4.5%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동 감세정책은 

총 26개의 서비스 및 자본사업에 대해 이루

어지며, 특히 NPWP 미보유 업체는 2% 세

율의 두 배를 납부해야 한다. 

- PPH 23 감세 대상 업종 - 

Valuation, Actuaries, Design, Driling, 

Oil and gas support, Mining support, 

Aviation and airport support, Logging, 

Waste management, Workforce 

supplier, Agency(brokerage), 

Securities trading, Custodian, Audio 

dubbing, Movie mixing, Software, 

Installation, Maintenanc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or, Event 

organizer, Packaging, Advertising 

provider, Cleaning service, Pest 

containment, Food catering,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인니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최대 시

중은행 중 하나인 만디리은행과 BNI은행

이 1.20부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

했다. 만디리은행은 모든 대출금리를 0.5% 

인하했으며 BNI은행은 대출상품에 따라 각 

0.5%~1% 까지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BNI 

대출금리 현재 13~17%). 다나렉사 증권연

구소의 선임연구원인 Purbaya는 향후 중앙

은행이 현재의 금리인 8.75%보다 하락한 

7.5~8% 선으로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

하고 만일 중앙은행 금리가 8%에 도달하면 

시중은행들 역시 13%로 대출금리를 인하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에너지광물부 발표, 광업 분야에 행정 인

센티브 제공할 것

에너지광물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광

산회사들이 소극적인 자금 운영을 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탐사

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광산회사들

의 적극적인 경영을 위해 향후 허가절차 간

소화, 지방정부 규정 작성 등의 행정 인센

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ambang 

Setiawan 에너지광물부 석탄 및 지열국장은 

세계적인 수요의 감소로 올해 광업분야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무부장관, 2009년 경기부양 71.3조 루

피아 투입 확정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2009년도 경기

부양을 위해 총 71.3조 루피아(63억불)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히고, 본 경기부

양책은 개인 소비자의 구매력 증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집약적 인프라 사업의 확

대를 위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

은 감세 정책, 세금유예 정책, 재정지출 확

대 등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법인에 대

한 소득세 감세 및 비과세 소득범위 확대, 

석유/가스 탐사업 및 식용유에 대한 부가세 

유예,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관세 유예, 저

소득층 소득세 유예, 지열부문 소득세 유예, 

경유가격 인하, 공업용 전기료 인하, 인프라 

건설 확대, 비(非)도시권 개발 확대를 그 내

용으로 담고 있다.

 중앙은행, 경기부양책 지방 확대 희망

Boediono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을 위

한 정부의 지원책에 만족하고 있으나 지방

경제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

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방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 총재는 경기부양책의 시행 관련, 각

종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속히 정리되어 빠

르게 실물경제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했

다.  이에 Mardiasmo 재무부 조정총국장은 

현재 국회 지방세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지

방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되어 줄 것이라

고 말했다. 

 SBY 대통령,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것을 

당부

SBY 대통령은 말랑의 브라위자야 대학교

에서 연설 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

출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국내 산업 경쟁

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SBY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경제구조의 실

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

다고 말하고, 또한 7%의 경제성장률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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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이

익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했

다.  SBY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식량과 에너지 

안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실천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신발업체, 금융위기로 사업 확장 연기

Eddy 인니신발협회 회장은 적어도 25개의 

국내외 신발업체가 금년도 사업확장 계획

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이며 이는 총 7억

불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회장은 

금융위기로 인해 2/4분기 오더가 급감하였

으며 많은 회원사들이 자금압박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조정청은 한

국의 PT Bu Kyung Indonesia가 연간 350만

족의 생산시설을 갖춘 신규공장에 1,000만

불을 투자하였으며 이미 이에 대한 투자허

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통계 /
재계동향

 중앙은행 금리 8.75%로 인하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50포인트 인하된 

8.75%로 결정하였다. Boediono 중앙은행 

총재는 국내 및 국제 경제상황을 분석한 

후 본 조치를 내리게 되었으며 에너지 및 

식량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 인플레의 

하락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동 총재는 2008년도 한해 동안의 인플레가 

11.06%로 집계되었다고 말하고 2009년도

의 인플레가 5.07%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중앙은행 발표, 2009년 외환보유고 

510억불 유지할 것

Boediono 중앙은행 총재는 2009년도 외환

보유고가 510억불 수준으로 2008년 12월 

현재 외환보유고인 516억불과 비슷한 수

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은행은 

2008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4/4분기에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과 수입 분야에

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3/4분기 까지 이룩

한 6.3%의 경제성장률의 도움으로 전체적

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

다. 한편 중앙은행은 2009년도 인니 경제에 

대해 내수 구매력이 경제발전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예정된 대선 및 총

선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재무부장관, 2009년 경제성장률 4~5% 

달성할 것으로 예상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2009년도 인니

경제가 4~5%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 장관은 금융위기

의 여파로 소비지수가 감소하게 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4%에 그칠 것이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 5.5%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

혔다.  2009년도 정부 예산안 상의 거시경

제 예상지표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 

6%, 인플레이션 6.2%, 달러당 루피아환율 

9,400루피아, 3개월 만기 채권금리 7.5%, 

국제유가 $80/배럴, 원유생산량 96만배

럴/일, 석탄생산량 2억3천만톤, 가스채굴량 

12,470.8MMSCFD.

 무역부, 2009년 비석유가스 수출증가율 

둔화 예상

Mari Pangestu 무역부장관은 2009년 비

석유가스 부문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수

출시장의 상황에 따라 4.3%~8.0% 사이에

서 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장관

은 세계 무역성장률이 4.4%를 달성할 경우, 

인니 수출증가율은 8%를 시현할 것이며, 

3.4%일 경우 인니 수출증가율이 4.3~6%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 에너지광물자원부 발표, 휘발류 

및 경유가격 인하

에너지광물자원부는 1.15부로 휘발유인 프

레미움과 경유인 솔라 가격을 각각 리터당 

4,500루피아로 인하했다.  에너지광물자원

부 장관은 향후 경제부처 장관들과 정기적

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평가하고 국내 유류

지원금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 2009년 인플레이션 5%로 예상

가자마다 대학교의 경제전문가인 Dr. Sri 

Adiningsih는 인니의 평균적인 인플레율이 

7~10%이지만 지난 1.15 정부가 발표한 석

유가격 인하 조치로 인해 2009년 인플레

가 5%정도에서 머물게 될 수 있다고 분석

했다.  동 박사는 소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생필품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인니가 디플레이션을 피하려면 정

부 재정지출을 늘리고 시중금리 인하, 신용

카드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역부장관, 수입업자 제한이 교역을 방

해하지 않을 것으로 언급

Mari Pangestu 무역부 장관은 지난 12월

에 발표된 "무역부장관 규정 : 신발, 의류, 

전자, 완구, 식음료의 수입업자 사전 허가

제"가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 규

정이 인니의 교역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동 장관은 많은 항구 및 공항

을 가지고 있는 인니의 지역적 특성과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시기적 특성으로 불법 수

입품이 범람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본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동 장관은 본 규정으로 합법적인 수

입품이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규정

의 대상은 완제품에 한한다고 말했다.  무역

부 수입국장은 현재까지 1,421개 수입업체

가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해당 상품 수입업

자의 95% 수준이라고 밝혔다.  

 Hassan 외무장관, 인니의 자유무역주의 

지지를 다짐

Hassan 외무장관은 인니가 보호주의를 반

대하며 자유무역주의를 계속적으로 지지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 장관은 인니가 

세계 경기침체를 초래한 금융위기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과 수출 다변화

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

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보호주의로 인한 정

책들로 인해 경직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했다. 동 장관은 도하개발아젠다의 실패와 

그에 따르는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로 동아

시아와 아세안의 지역적인 협력 여지가 많

아졌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한 인니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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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무역부 발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율 2010년 조정 예정

무역부는 금융위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9년 마무리 짓기로 

했던 수입 관세율에 대한 조정을 연기하

고, 2010년도에 국내 산업체의 동향을 검

토한 후에 조정을 재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

다.  2005년 시작되어 2010년 완료를 목표

로 했던 기존의 관세율 조정 프로그램에 의

하면 금속제품 154종, 전자제품 74종, 기계 

24종, 농산품 24종, 수산제품 15종의 수입

관세가 기존 25%에서 2.5%~5% 정도 인하

될 예정이었다. 

 샤리아 보험, 금융위기 속에서도 호조

PT Asuransi Syariah Mubarakah의 Salim 

대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금융업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샤리아 보험업은 

저축, 보장, 투명, 위험대비에 초점이 맞춰

져 있는 만큼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고 밝혔다.  동 대표는 현재 영국, 독일, 홍

콩, 캐나다, 싱가폴 등의 샤리아 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고 말하고, 동 회

사 역시 2009년 판매 목표인 1.6조 루피아

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이는 2006년 대비 

574%의 성장 규모라고 말했다.  

 재무부, 이슬람 채권 소매판매 시작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이슬람 채권

(SUKUK) SR-001의 소매 판매를 시작하

며 본 채권은 무슬림 뿐만이 아닌 모든 인니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고 발표했다. 또

한 동 장관은 본 채권의 판매로 예산적자가 

1.5%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채권 판매금

액은 현재 진행중인 71.3조 루피아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Rahmat 재무부 채권총국장은 본 채

권이 2009.2.20 까지 13개 금융기관에서 판

매될 것이며 2009년 중 본 채권 이외 다른 

소매 채권의 판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인니로컬 / 
개발관련사항

 농업부장관 발표, 인니 100만톤 규모 쌀 

수출할 것 

Anton Apriantono 농업부장관은 2009년도 

쌀 목표생산량인 4,700만톤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잉여생산량을 수출할 것이며 수

출량은 100만톤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

다. 동 장관은 이미 동티모르, 말련,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쌀 수입에 깊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고 말하고 쌀의 수출이 조만간에 이

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쌀의 수출

로 국내 쌀 판매가격의 폭락을 방지할 수 있

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끄라까따우 스틸(KS), 찌르곤 소재 자사 

공업단지의 특별경제구역 지정 희망

Krakatau Industri Estate Cilegon(KIEC) 이

사인 Iwando는 현재 동 공업단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KS가 공단을 위한 충분한 

지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동 공업

단지의 특별경제구역 지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뗀 주정부는 이미 중앙정부로 동 

공업단지의 특별경제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이다.  KIEC는 찌르곤 지역에 700ha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170ha는 개발 가

능한 부지이다. 또한 동 공단에는 400MW 

급의 발전소, 공업 용수 시설 및 가스공급 

시설, 항구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인근에 Bojonegara 국제

항구가 개항할 예정이다. 

 Pertamina 석유 저장탱크 폭발사건으로 

본 필수 자산의 안정성

1.18일 자카르타 북부 쁠룸빵에서 발생한 

Pertamina(국영석유공사) 저장소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150억 루피아로 추정되고 

있다. SBY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고 원인

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말아줄 것

을 당부했지만 대통령 자신 역시 많은 추측

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화재 원인에 대

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시설의 오작동, 연구

자들의 실수, 방해공작, 테러 등의 여러 가

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손실된 

석유는 운송 및 무역용으로 수도권 지역의 

석유공급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

다. 하지만 금번 사고는 석유저장소의 안전 

시스템의 재고에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석

유는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써 나쁜 의도를 

가진자들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석유

공급이 방해받으면 경제적 혼란이 야기된

다. 30년 전 쁠룸빵 석유저장소 건설 당시

에 이곳은 안전 면에서 이상적인 장소였겠

지만 현재는 인근에 주거 밀집지역 및 톨게

이트가 건설되었다.  Pertamina는 금번 사

고를 계기로 저장소의 장소와 시설의 안전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관련사항
 <한국관련> 한국정부, 녹색사업에 투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4년간 380억

달러(50조원 규모)를 투자하게 될 “녹색뉴

딜” 사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본 사업에는 11조원

을 투자하여 36개의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쓰레기 가

스를 이용하는 그린홈 건설 프로젝트가 포

함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 사업에 

50조원이 투입되며 향후 96만개의 일자리

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세

계금융위기로 올해 투자가 3.8% 감소될 것

으로 예상했다. 작년도 11월까지의 전체 기

업의 3%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이

로 인해 실업률은 3.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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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통상관련사항

 아시아개발은행과 이슬람개발은행, 40억

불 규모의 공동투자 합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이슬람개발은행

(IDB)는 향후 3년 동안 인니를 포함하여 회

원국인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

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말라데와, 

파키스탄, 타지크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에게 40억불 규모의 공동 투자를 하기로 합

의했다. IDB 총재인 Amadou는 본 투자 프

로젝트가 각국의 인프라건설, 공공분야, 보

건분야 등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화합과 효

율이라는 측면에서 타 프로젝트들과 구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내 네덜란드인 범

죄자 교환 및 감형 제의

인니를 방문한 Mazime Verhagen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Andi 법무인권부 장관과 만

나 양국 범죄자 및 수감자교환 협력, 수감

자들에 대한 감형에 대해 논의했다.  Andi 

장관은 20년형 미만의 판결을 받은 수감자

의 경우 1년에 2회에 걸쳐 감형 받을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지며, 5년 이상 수감된 모범 

사형수의 경우 종신형으로 바뀔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본 

감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 현재 인니내 네덜란드인 관련 

사건은 기판결 8건과 조사중 2건이 있다. 

Verhagen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범죄자 

교환 및 감형 이외에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

자의 무비자 입국, 인니 법률분야에 대한 각

종 훈련 제공을 제안했다.   

 SBY 대통령,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방

치해서는 안된다고 언급

SBY 대통령은 이미 1,000명 이상의 사상자

를 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더 이상 

방치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SBY 대통령

은 상상도 못했던 비극이 이미 도를 넘어섰

다고 말하고 전지구적으로 인류애를 발휘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니는 팔레스타

인의 주민들을 위해 의약품, 식품, 의료요원 

및 현금 100만불을 지원했다. SBY 대통령

은 지하드 병력의 파견에 대하여 팔레스타

인 지도부와 협의 결과 팔레스타인이 지하

드를 위한 병력 보다는 의약품과 식품등의 

지원을 원했다고 밝혔다. 

 교통부, JICA의 고속전철 프로젝트에 대

한 공식입장 곧 밝힐것

Jusman 교통부장관은 금주 중으로 

MRT(Mass Rapid Transit, 고속전철)의 공

개입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더 이

상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동 장관은 본 입찰의 결정이 작년 

12월 중으로 나왔어야 하며, JICA와 교통

부 간의 책임회피로 인해 시간이 허비되었

다고 말했다. JICA는 1,700만달러가 투입

되는 본 프로젝트에 PT Katahira 보다 PT 

Nippon Koei가 낮은 점수를 받은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교통부로 요구한 바 있다. 

Bambang Susanto 경제조정부 인프라담당 

차관은 정부가 2010년 3월 이전까지 본 프

로젝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

라고 밝히고 계획의 자문에 보다 많은 전

문가를 투입하고 프로젝트 초기부터 절차

를 간소화 하여 본 사업을 촉진할 것이라

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대

1.20 취임한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는 인

니의 기대가 크다. 미국 제 44대 오바마 대

통령은 현재 금융위기, 기후변화, 전쟁 등으

로 위기에 처해있는 세계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가 직면

한 과제 역시 꽤나 무겁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

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국민들을 포함

한 전 세계는 그가 행하는 처음 100일간의 

돌파구를 찾기위한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

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은 

이에 회의적인 분위기이며 아시아를 포함

한 세계 여러나라와 미국의 주식시장은 여

전히 침체중이다.  또한 중동분쟁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위기 역시 시급히 해결되

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인 지배적인 사회에서의 첫 흑인대통령

이라는 점과 그가 추구하는 변화의 역사에 

주목한다. 이제 민족주의, 근본주의, 이데올

로기적 편견의 시대는 끝났다. 

 일본, 인도네시아 해상재해에 대한 협력 

제안

국제 교통 및 환경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Hiroaki Sakashita 일본 교통관광부 해상보

호 및 환경정책국장은 일본이 인니 해안에

서 자주 일어나는 해상재해를 극복하기 위

해 인니와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

다. 동 국장은 인니 해상안전 시스템을 돕

기위해 기술인력을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

고 말하고 폭넓은 협력을 위해 양국의 동의

가 필요하며 또한 개발도상국들에게 국제

적인 기준의 교육과 연습을 제공할 수 있도

록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Herry Bakti 교통부장관 고문

은 일본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다고 밝히고 인니 스스로는 현재 육상, 

해상 및 항공 안전에 대한 법안제정을 진행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IMF,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 재조정

IMF는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1.5%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08.11월 

2009년 세계경제가 2.2% 성장할 수 있을것

으로 예상했으나 실물경제의 악화로 본 예

상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IMF는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시장 경제성장률 역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동의 석유생산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기존 7.1%에서 

5.1%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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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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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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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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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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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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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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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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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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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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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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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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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Perm         728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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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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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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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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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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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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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세노파티)      5289 7044
가효(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준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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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둥)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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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생활정보 가이드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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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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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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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7082 0051
Reading Revolution    7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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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 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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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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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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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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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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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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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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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가이드



2월 공지 사항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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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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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파산관재.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 중재.재단법인.출

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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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sngmin@centrin.net.id

미등록 납세자 출국세 인상

인도네시아 개정 세법에 따라 ‘09.1.1일 부터 납세자에 대한 

출국세가 100만 루피아 ⇒ 250만 루피아로, 항구를 통해 여

행을 하는 경우 50만 루피아에서 100만 루피아로 인상됨 인

상됩니다. 다만, 납세등록자는 출국세가 면제되며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공항 및 항구(출

국세 납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항공권, 납세자등록번호(NPWP) 사본, 체류허가증

(KITAS) 원본

- 등록번호 사본을 확인한 후 이민국 직원이 “출국세 면

세” 스티커를 항공권에 부착하여 줌

- NPWP가 없는 개인은 최소한 3일 전에 세무서에 NPWP 

등록 신청

ㅇ 등록납세자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

역하여 당관 영사확인을 받아 상기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및 동 영문

번역. 수수료 : Rp.26,000.

<참고> 출국세 면제 대상

○ 당연 면제: 21세 미만 개인, 최근 12개월 사이 인도네시

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외국인, 외교관, 성지순례자, 

해외취업 근로자 등

○ 구비서류제출시 면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연구원, 바

땀·빈딴·까리문 지역 외국인 노동자, 예술·문화·스포

츠·종교 사절단, 장애인 또는 복지단체가 비용을 지불하는 해

외치료목적 출국환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출국하는 학생

※ 출국세 문의 : 김동일 국세관 HP. 0811-175-2446

※ 가족관계증명서 영사확인 문의 :

박상훈 영사 HP.0812-983-0537

최인희 행정원 HP. 0812-827-9612

신종범죄 발생, 주의 요망

도로에 못 등 날카로운 물체를 뿌려놓고 차량타이어에 손상을 입힌 후 

타이어를 교체하는 틈을 타 차량내의 물건을 절취해가는 수법이 한 때 

자카르타 일원에서 성행했다가 최근에는 달리는 차량에 계란을 투척

하여 운전자가 정차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금

품을 강취하는 새로운 수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법은 주로 야간에 한적한 도로를 운전자 혼자 주행하는 차

량을 주대상으로 하며 1명은 계란을 투척하고 도주하여 운전자가 경

계심을 풀고 정차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다른 공범이 범행을 저지

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가급적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계란이 투척되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조치를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또한 일부 가정부들이 귀중품을 절취한 후 매직(주술)에 걸려 자신

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건 발생시 즉시 경찰관서 및 대사관에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령 매직으로 변명한다고 해도 현지법에 의해 통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음.

  ★ 사건발생시 연락처 ★

      - 대사관 영사과 520-1915

      - 대사관 당직전화 0811-852-446

      - 대사관 경찰영사 0815-134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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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류인플루엔자 사망자 발생
2009.1.22(목) 세계보건기구(WHO) 및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는 반

뜬주 땅어랑과 서부자바주 버카시에서 각각 조류인플루엔자(H5N1)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자카르타를 포함, 동 지

역에서는 종전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1. 동포 주의사항

ㅇ 금번 건은 재래시장 방문시 가금류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

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땅어랑 및 버카시내 재래시장 방문을 자

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폐사한 가금류 접촉을 금하여 주시고, 닭고기 등 조류고기

는 70℃ 이상에서 잘 익혀 드시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70℃ 이상에서 잘 익혀 드

시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ㅇ 고열, 호흡곤란 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증상 발생시 즉시 의

사상담 및 치료하여 주시고 대사관에도 신속히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사망자 발생상황

가. 반뜬주 땅어랑 사망건

ㅇ 동 지역 거주 29세 여성으로서 지난 2008.12.11 첫 감염증세

를 보인후 12.13 입원조치되었으며, 12.16일 사망하였음.

ㅇ 인도네시아 보건부 역학조사 결과 사망자는 닭고기 등 육류 

구입을 위해 재래시장에 갔으며 그곳에서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나. 서부자바주 버카시 사망건

ㅇ 동 지역 거주 5세 여아로서 지난 12.23 첫 발병후 12.27 입원

조치되었으며, 2009.1.2 사망하였음.

ㅇ 역학조사에서는 감염 2일전 사망자가 닭고기 및 계란 구입을 

위해 부모를 따라 재래시장에 갔으며 그곳에서 접촉 감염된 것

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 인간대 인간 전염 여부 조사결과

ㅇ 인니 보건부에 따르면 사망자 가족 등에 대한 진단 결과, 감염 증

세가 나타나지 않아 인간대 인간 전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라.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망자 현황

ㅇ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141건의 감염사례가 발생되어 

115명이 사망하였으며, 치사율은 82%에 달함.

3.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주의사항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닭, 오리 등 조류가 있는 지역, 동물원 방문 자제

②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70°이상 익혀서 먹을 것

③ 날계란, 덜 익힌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은 먹는 것을 삼가

④ 외출 후 귀가시 구강 가글 및 손 청결

⑤ 요리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조류고기를 집에서 요리할 때에

는 다른 식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⑥ 애완용 조류에 대한 배설물 관리철저 및 접촉자제 

⑦ 고열, 호흡곤란 등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을시 의사 상

담 및 치료

블루버드 택시 안전유의
최근 경기악화 등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었던 

블루버드 택시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스나얀시티에서 블루버드 택시를 이용한 교민이 

운행도중 택시 기사가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통화 후 

뒤따라온 4명의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금품을 강취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때에는 차량번호와 운전수 이름 등을 

확인하시고 야간에 부녀자 혼자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

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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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8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

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1:55 06:5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30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35 11:30 월,일

00:45 08:40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7:15 23:25 월~,금

20:05 02:15+1 토,일

2. 기간: 2008. 10. 26~

또한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

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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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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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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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