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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

(KOFA:회장 이종윤)는 지난 

22일 땅그랑 소재 모던랜드

에서 제 12회 범한국 신발인

의 날 행사를 3년만에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성 주인도

네시아 대한민국대사를 비롯

해 박재한 인도네시아 한인

회장, 이강현 코참회장, 양영

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

예고문, 신기엽 재인도네시

아 한인회 명예고문, 안창섭 

KOGA 회장, 이종현 재인도

네시아 대한체육회장, 이세

호 민주평통 남부지회장, 전

민식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들

과 KOFA 전회원사와 임직원

을 포함한 약 500여명의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처럼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코로나기간 많은 회원사

들은 어둡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

인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인

들은 서로의 반가움과 작금의 

어려운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

황에서도 함께 극복하자는 열

기를 높였다. 

이종윤 KOFA 회장은 인도네

시아 범한국 신발인의 날 행

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분위기에 감사한다 

그리고 긴 시간 어렵게 잘 버

텨온 회원사에게 감사와 성원

을 보냈으며 글로벌 경제 위

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신발산업이 또 한번 슬기롭

게 극복 할 것이라며 한국신

발인들의 강철같은 의지를 믿

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다음

세대의 신발인들을 위한 세대

교체를 위해 더 탄탄한 신발

산업을 차세대에서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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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으며 박태성 주인도네시

아 대한민국대사는 신발인들

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에 놀

랬다며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산업 전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기회의 시대를 맞이 할 것이

라는 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 또한 예년과 마찬

가지로 KOFA에서 매년 지원

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봉

사단체인 루마인다, 헤븐스에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특

히 초대가수 현숙씨는 공연료 

전액을 노약자, 장애인을 위

한 사랑의 목욕차량에 사용

하겠다고 해 의미있고 훈훈한 

행사 분위기를 이어갔다.

KOFA는 지난 14년전 초대 

송창근회장을 시작으로 3,4

대 신만기회장을 거쳐 현 이

종윤회장이 이끌어가고있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단일 직능

단체이다.

인도네시아 한국신발기업의 

진출은 약 40여년전으로 거

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

지고 있고 IMF등 험난한 위기

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의지로 내성

을 다져왔었다.

과거 노동집약산업에서 점점 

장치산업으로 성장하고 변화

하면서 세계속의 한국 신발산

업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

게 된 계기 또한 재인도네시

아 한국신발기업이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인니 한국신발기업은 

인도네시아내 약 4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인구를 

포함하면 약 100만의 고용효

과를 만들어 내고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민간외교

의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초대가수로는 인기

가수 현숙을 비롯해 팝핀 현

준, 박애리등이 출연해 행사

장의 분위기를 하나로 모아 

그 열기를 더했으며 KOFA의 

하나된 열기를 더했다. 

인도네시아내 한국신발협의

회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

회의 가장 선진적인 모범과 

단합, 상생이 기업 성장동력

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힘차

게 성장 할 것이며 한국 신발

산업이 세계속에서 우뚝 서서 

글로벌 신발기업의 리딩그룹

이 될 것으로 본다

제 12회 범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다시 시작하는 인도네시아 한

국신발인들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KOFA 사무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사가 접점
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규정을 새로 내놓았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
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상 언
론 브리핑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을 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도입
한 장관 규정 18/2022호를 발
표했다.
이 규정은 2020년에 통과된 일
자리 창출법에 근거한 임금에 관
한 정부규정(PP) 36/2021호를 
대체하게 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장관 규정을 통
해 주지사들이 내년도 최저임
금을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을 최
대 10%로 제한하고 주지사, 시
장, 군수들에게 각 지역의 최저
임금을 발표할 수 있는 며칠의 
시간을 더 주었다. 참고로 지난 
규정(PP36/2021)에 따르면 최
저임금 발표 기한은 지난 14일
까지였다.
시장과 군수들은 도지사가 고시
하는 주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높
게 책정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
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 기업들, 특히 인도네
시아 경영자협회(Apindo)로 대표
되는 기업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니 정부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 내놔...
노동계는 환영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시위하고 있
다./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상 결정을 위한 PP 36/2021 
규정을 고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조는 PP36/2021 제정 
전 기본규정이었던 PP78/2015
호보다 평균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진다며 PP36/2021에 이의
를 제기해왔다.
이다 장관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
하면서 PP36/2021의 최저임금 
공식은 아직 최저임금이 물가 인
상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인
플레이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 공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은 올해 최저임금에 조정치를 더
한 값이다.
조정값은 지역 인플레이션과 지
역 경제성장을 더한 값인데, 후
자에 0.1-0.3 사이의 범위에 있
는 알파라는 변수를 곱하여 전체 
인상율을 감소시켰다. 알파 값은 
노동 생산성과 고용 기회 확대를 
고려한 값이라고 이다 장관은 덧
붙였다.
지난 규정 PP 36/2021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구
매력, 노동 흡수율, 특정 지역 내 
임금 중위값, 가구원 및 가구 근
로자의 평균 수, 지역 인플레이
션 또는 지역 성장(둘 중 더 높은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국은 

23일 보도자료에서 도착비자

(VO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

한 한국인 7명이 행사장에서 

일한 혐의로 구인했다고 밝

혔다.

구인된 한국인들은 한국의 한 

프로덕션 크리에이티브 팀이

며 이들은 21일 자카르타의 

한 쇼핑센터에서 진행한 인재

발굴 행사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장 대행 위

도도(Widodo Ekatjahjana)는 

도착비자로 입국한 한국인들

이 한국 KBS방송국에서 생중

계되는 인재발굴 행사에서 일

했으며, 이와 관련된 한국인 

인도네시아 이민국, 도착비자로 일한 한국인 8명 구인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8명 중 1명은 키타스(KITAS) 

소유자였고 7명은 도착비자 

소유자로, 8명의 여권을 확보

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도도는 소셜미디어에서 돌

고 있는 한국인 4명을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저항이 

있어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나, 당시 출입국관리소 

담당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직권남용 요소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도착비자(VOA)는 

여하한 형태의 취업 또는 근

로 활동, 대중 공연, 선교 등의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상기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등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고 안내

하고 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

근 지진 피해를 본 인도네시

아에 400만 달러(약 54억1천

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네

시아 서자바주에서 규모 5.6

의 지진이 발생해 268명이 숨

지고 15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4천430명의 사상

자를 낸 2018년 술라웨시 지

진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다.

인도네시아 교육 당국에 따르

면 지진이 발생한 오후 1시는 

학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동의 피해가 컸다. 또 학교 

80여 개, 병원 등 보건시설 20

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피해 지역 

주민 7만5천 명에게 임시 텐

트와 위생 키트, 음식, 식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목

적 현금 지원, 심리적 트라우

마 대비 응급처치 등도 이뤄

진다.

파디 우스만 세이브더칠드

런 인도네시아 사무소 긴급

구호팀장은 “여진으로 가옥 

수백 채가 무너져 잔해만 남

았고 지붕이 무너진 집도 많

다”며 “이재민들을 대상으

로 긴급하게 필요한 음식, 물, 

대피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세이브더칠드런, 지진 피해 인도네시아에 54억원 지원

이다 장관은 국가 경제 기반은 
주로 가계 지출에 의해 형성되는
데, 이는 구매력과 물가상승의 영
향을 크게 받는다며 따라서 국민
들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아르샤드 라스지드(Arsjad Ras-
jid)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
상 결정을 ‘환영’하지만 ‘
법적 이원론’을 만든 이 PP 
36/2021 규정은 기준점으로 남
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모든 경제 분야가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
저임금 인상은 업종별 여건에 맞
도록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
공정’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라
고 권고했다.
아르샤드 회장은 22일 노동집약
적 산업, 수출지향적 산업 등 세
계 경제 혼란의 영향을 받는 산
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닝 와휴 아스뚜띡(Ning Wahyu 
Astutik) 서부 자바 Apindo 지부
장은 일자리 창출법과 관련해 모
든 핵심 정책을 중단하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을 위반했다고 주장
하며 부처 규정을 비난했다. 그녀
는 19일 지방 행정 포털에 Ap-
indo는 여전히 PP 36/2021이 효
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리아우 제도의 짜야(Cahya) Ap-
indo 지부장은 정부가 2023년 
최저임금 시한을 앞두고 ‘추가 
시간’에 새 규정을 발표한 것
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만
약 이번 장관 규정에 근거한 결
정을 발표한다면, Apindo는 대법
원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노동조합장은 20일 장관 규정이 
PP 36/2021의 추가 개정을 위
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최소 10%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며, 이 수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것으로 노동부장
관 규정 공식과 비슷하므로 주지
사 및 시장들께서는 10% 인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미라 수미랏(Mirah Sumirat) 국가
임금위원회 노동자대표는 정부
의 새로운 규정에 감사하면서도 
공식의 알파 변수에 의문을 제기
했다. 그녀는 공식은 인플레이션
과 경제 성장을 합산하여 비율을 
계산한 PP No.78/2015로 돌아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법대 알로이시우스 
우위요노(Aloysius Uwiyono) 교
수는 21일 새로운 규정이 PP 
36/2021과 모순되지만 코로나
19 범유행으로 인해 정부가 불가
항력 원칙을 발동하여 새로운 규
정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PP 36/2021을 이
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면 
2023년 인상률은 6~7% 정도가 
될 것이며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개발연구소
(IDEAS) 유숩 위비소노(Yusuf 
Wibisono) 소장은 21일 0.1~0.3
의 알파 범위가 너무 작아 노동
자들의 경제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알파의 적
절한 범위가 0.3- 0.6 사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인도네시아 치안주르 지역에서 지
진으로 무너진 학교 건물[세이브더칠드
런 제공]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도 국

내에서 5만 달러(약 6천700

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 자금

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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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톰슨목금형 철판 컷팅 레이져 신규 가동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aser.com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 ing,  Thomson Mold ,  S i l l ing Kni fe

부산 목형

Steel  레이져절단, 씨링칼, 톰슨금형, 특수 칼금형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져컷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컷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톰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톰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

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

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톰슨발형)

2022년 12월 10일 / 단기4355년Monthly Kofa4 2022년 12월 10일 / 단기4355년

어떤 비나이다
국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장에 나선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을 빈 종교지도자
 굳이 말세라는 통탄마저 아까운 지경

11월10~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중일 3국이 함께 회동했고 또 한

미, 한일, 미일 간에도 정상들

이 만났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

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만을 돕고 살리는 것

이 미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세력을 누르는 방법임과 동시에 

해상로를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

문이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미얀마를 제외

한 9개국 정상들이 모였다.

미중 정상회담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루어졌다. G20 국가들은 전 세

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국

제 무역의 75%, 인구의 3분의 2

를 차지한다. 부쩍 커진 시 주석

은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니 대

만문제는 건드리지 말라”고 선

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다루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

명히 했다. 중국은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

망을 재편하는 ‘프렌드 쇼어링

(friend-shoring)’으로 핵심 분

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정

책을 취하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

와 그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바

이오 등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을 

따돌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했다. 다만, 양국 간 경쟁이 충

돌로 번지지 않도록 차이를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한 것이

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

G20 정상회의 폐막식을 하는 

15일 저녁, 한중간의 정상회담

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북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측의 책임 있는 역할

을 당부했다. 중국은 한국이 이

조기조(曺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

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

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

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조기조

웃사촌이라며 돕고 살아야 한다

면서 미국중심의 공급망에 한국

이 편승하는 것을 지적했다. 중국

은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

다. 그러나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는 패를 쓰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게 목이 졸리는 가마우지이며 순

망치한(脣亡齒寒)의 입술에 불과

한 것이다. 우리도 패를 쓰지 않

을 수 없다.

러시아 산 가스를 쓰지 않으면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

고 그러면 푸틴이 손을 들 것이란 

예측이 빗나갔다. 이웃나라를 잡

아먹는 러시아의 못된 짓을 응징

하는 나라가 없고 경제제재를 하

였는데 러시아의 가스를 사주는 

나라가 있다. 러시아를 먹여 살리

는 것이다. 바로 BRICS 국가들이

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

아공으로 구성된 BRICS의 대표주

자가 인도와 중국이다. 그런데 중

국은 그렇다 치고 인도는 왜 러시

아와 손을 잡았을까? 겨울이 온

다. 러시아가 값싸게 가스를 공급

한다면 비싼 돈을 주고 다른 연료

를 구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

국은 자국의 비축유를 방출했고 

EU의 우방 국가들을 달래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인구는 32억 명

이다. 세계인구의 40%이다. 이

들 5개국의 GDP는 미국과 한국

의 GDP를 합한 정도이다. 중국의 

GDP는 미국의 77% 수준이다. 사

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GDP에 

약간 못 미친다. 그것도 가스를 빼

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들은 미

국 중심의 IMF체제, 특히 달러의 

기축통화에 불만이 많다. 중국이 

반기를 들고 나서서 만든 것이 바

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다. AIIB의 자본금 규모는 110조

5000억원(1000억 달러) 이상으

로, 아시아의 개발 수요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진행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기조 교수의          경 제 산 책

달러의 기축통화와 그 미국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사실, 미국이 우방국들

을 도와주지만 거저가 아니고 무

기와 지식재산을 엄청나게 팔아

먹는다. 우리나라는 핵우산 때문

에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 약

소국의 비애다. 미국으로부터 독

립하면 중국이라는 더 나쁜 형님

이 있다. 삼촌 스카로부터 아버

지를 잃고, 살고자 멀리 달아나 

절치부심하며 힘을 길러 돌아온 

라이언 킹, 심바를 생각한다. 우

리가 라이언 킹이 될 수 있을까. 

우리라고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못할 것 있나? 세상은 주먹이다.

그런데, 치열한 외교무대에서 

애쓰는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

이 힘을 모아 빌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추락할 것이라며 동참

을 하자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

람이 종교지도자란다. 전용기에

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무엇이 잘 못되었을까? 복도 죄

도 지은대로 받는다. 그래서 적

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도 귀

한 자식이니 긍휼(矜恤)히 여기

시겠지만 역천자(逆天者)가 어

찌 존(存)하겠는가? 말세라는 말

은 안하고 싶다.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

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2년 기준 Rp 2,773,590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

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2 

7.1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9. 문의처 : munscb@muns.id 

출발지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거리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b@muns.id, munscb33@gmail.com
www.muns.id

10/29/22, 10:05 AM Google Maps

https://www.google.co.id/maps/@-6.4218526,106.3213565,10z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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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멀리서
찾지?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

    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2년 기준 Rp 2,773,590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

   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2 (2022년 기준)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공단개발지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b@muns.id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들이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3년 새해 결의를 
다지는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한 이번 행사는 지
난 11월 19일 남부 자카르타에 
있는 스나얀골프 클럽에서 재인
도네시아 한인청년회(회장 이정
호)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자카르타 차세대(대표 하
영빈)가 ‘제 8회 2022년 골프
대회 및 송년회’를 공동으로 개
최했다. 
한인청년회 이정호 회장은 환영
사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
든 청년들과 이 시대를 성공적
으로 리드하기를 기도하고, 22
년 한해 고생 많으셨다”며, “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기업들
의 확장과 성장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차
세대 하영빈 대표는 “청년들간
의 교류만큼 시니어들과의 교류
도 중요하다. 앞으로 서로 교류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테니 적
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바란다”
며, “내년 발리에서 개최 예정
인 아세안 통합무역스쿨에 많은 
응원과 참석을 바란다. 전 세계 
있는 차세대 OKTA의 네크워크

제8회 2022년 한인청년회와 
옥타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회 성료

▲제8회 2022년 한인청년회와 옥타
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회 참가자들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월드
옥타 제공]

를 토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아기 
위한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강
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한
인회 박재한 회장, 세계한인무역
협회 자카르타 김종헌 지회장, 손
한평 한인회 수석부회장 등 130
여명이 참석했다.
 한인청년회의 주요 활동은 한
인회 봉사활동, 유관기관 네트
워크 확장 프로그램인 ‘Maju 
Satu Langkah’, 한인청년회*옥
타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UI*UPH 및 대학생지원 및 멘토
링 활동, 인도네시아 청년단체들
과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
을 펼치고 있다. 
한인청년회는 만 45세 이하의 청
년이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세
계한인무역협회 차세대의 경우
는 매년 6-8월경 열리는 차세대 
무역스쿨 수료자가 회원 자격이 
된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
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인도
백’(IndoVac)으로 전날 4차 접
종을 받았다고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이 25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조코위 
대통령의 백신 접종 장면을 영
상으로 공개했으며, 조코위 대통
령은 접종 후 성명을 통해 “추
가 접종은 면역력을 높이고 코
로나19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
요하다”라며 “국내에서 만든 
인도백 백신을 접종했다. 인도백
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
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라고 
강조했다.
인도백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을 재조합
한 서브 유닛(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이다. 인도네시아 국영 제약
회사 바이오 파르마와 미국 텍
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베일러 
의과대학이 함께 개발했으며 인
도네시아에서 생산된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은 지난 9월 인도백의 긴급 사
용 허가를 승인했다.
바이오 파르마는 올해 2천만 도
스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사용량

은 아직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인
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백 사용을 
늘리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비롯
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백신 지
원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백 외에도 아
이르랑가 대학과 인도네시아 제
약회사 비오티스가 함께 개발
한 인나백도 사용 중이다. 인나
백은 바이러스를 특정 약품으로 
처리해 사용하는 이른바 불활성
화 백신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
가 유행하면서 하루에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백
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
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
아 국내에서는 추가 접종을 한 
경우에만 공공시설이나 대중교
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상
태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자 노인들을 중심으로 4
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3차 접종률은 30%에도 
미치지 않으며 4차 접종률은 
0.3%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조코위 대통령, 
자국 개발 코로나 백신 

‘인도백’으로 4차 접종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
로나19 백신 인도백으로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시안주르의 나그락 

마을에서 무너진 가옥 잔해 

사이로 아즈카(6)가 구조됐

다. 지난 21일 오후 규모 5.6 

지진이 이 지역을 덮친 이후 

이틀 만이다. 아즈카는 할머

니의 시신 옆에서 발견됐으

며, 앞서 그의 부모 또한 수습

됐다. CNN방송·가디언 등

에 따르면 아즈카는 매트리스 

덕분에 살아남았으며 굶주린 

것을 제외하면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즈카는 살아 돌아왔지만 많

인도네시아 지진서 살아남은 아이...
학교가 더 튼튼했더라면

▲아즈카(6)가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시안주르의 무너진 집에서 구
조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
주 시안주르에서 주민들이 파괴된 집
에서 물건들을 건져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은 어린이들은 참사를 피하

지 못했다. 서자바주에 따르

면 이번 지진 사망자 271명 

중 약 100명은 아동이다. 부

상자는 약 1000명이다. 이들 

대다수는 이슬람 학교에서 수

업을 듣다 변을 당했다.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강력한 진동으로 인해 아동들

이 교실을 빠져나와야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교사인 미아 

사하로사는 “지진은 모두에

게 충격이었다. 아이들은 겁

에 질려 울었으며 서로 껴안

고 기도했다”고 전했다.

이번 참사를 두고 학교의 안

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가디언은 아동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학교

가 대피소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지진에 무너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학

교 건물 142곳이 피해를 입

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

부는 2019년 학교 구조 표준

화 규정을 발표했지만, 여기

에는 학교가 대피소 역할을 

할 만큼 튼튼해야 한다는 규

정이 없다. 국가재난방지청

(BNPB)이 건물의 내진 설계

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지만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을 선

택하기 때문에 이는 종종 간

과된다”고 공학전문가 위드

조조 프라코소 교수가 가디언

에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5만

3000개 학교가 지진 취약 지

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9년 BNPB는 인도

네시아 전역의 20만개 이상 

학교 중 75%가 지진에 취약

하며, 학생 6000만명이 위험

에 처했다고 집계했다. 정부

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

년까지 6만2687개 학교와 학

생 1200만명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었다. 2018년 규

모 7.5 지진과 쓰나미가 중부 

술라웨시를 강타했을 때 약 

3000개 학교가 파손된 것이 

대표적이다.

프라코소 교수는 “학교 건물

은 지진을 견뎌야 할 뿐만 아

니라 재난 발생 시 임시 대피

소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

혔다. 토목공학 전문가 만리

안 로널드 시만준탁 교수는 

“지방 정부가 지난 10년 간

의 지진 관련 데이터를 연구

해야 한다. 지진의 특성을 바

탕으로 견고하고 유연한 구조

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23

일 기준 271명이다. 부상자는 

2043명, 이재민은 6만1800

명 발생했다. 실종자는 40명

이다. 6000명 이상이 구조 대

원으로 배치됐으나 계절성 강

우로 인해 구조 작업이 중간

중간 지연을 겪는다고 AP통

신은 전했다. 조코 위도도 인

도네시아 대통령은 피해 지역

을 방문해 재건 정책에 내진 

설계를 포함하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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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치는 정열, 타오르는 도전... 코파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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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karang Warehouse

Jakarta Office

Contact Person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6221-3104414

 LED TUBE T8 18W

 LED HIGHBAY 100W/150W

LED FLOODLIGHT 100W/150W/200W 

LED STREETLIGHT 90W/120W

 LED DOWNLIGHT 6W/12W/18W 

LED FLAT LIGHT 48W 60X60/120X30
Price    Rp. 400.000

Price 12W    Rp. 60.000

Price 120W    Rp. 1.500.000

Price 150W  Rp. 555.000

Price 150W  Rp. 1.400.000

Price  Rp. 60.000

Size :60x60 / 120x30
CCT :6500K

Ex PPN / Jabotabek Price  

Power :12W
CCT :6500K

Waterproof Class : IP65
Lumunous Efficiency : 110 lm/W
Power : 120W
CCT : 5700K

Voltase : AC 180 - 260 V
Waterproof Class : IP66
CCT : 6500K

Waterproof Class : IP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LED등의 모든것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가격!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츰제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판 매
임 대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고객
문의

소 형   5kVA ~ 220kVA 중 형   250kVA ~ 700kVA 대 형   800kVA ~ 4,000kVA

2022년 12월 10일 / 단기4355년2022년 12월 10일 / 단기4355년

언더아머가 2023 회계연도의 1분기
에 13억5,000만 달러의 비교적 안정
적인 매출을 기록했지만, 전체 수익 전
망을 하향 조정했다. 
“2023 회계연도 전체 매출 전망을 
유지할 것이며 당사의 브랜드 강점에 
낙관세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속
적으로 현재 환경을 조사할 것이다. 획
기적인 혁신을 전달하려는 접근법은 
언더아머 브랜드의 잠재력을 발휘해 
남은 2022년과 향후에도 지속할 것이
다. 그리고 앞으로 핵심 전략을 강화
하는 한편 운동선수들이 하루종일 언
더아머 브랜드의 의류 및 풋웨어를 착
용할 수 있게 추가적인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성장 및 수익성을 
전달하기 위해 당사의 글로벌 팀의 특
별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더
아머의 콜린 브라우니(Colin Browne) 

언더아머, 1분기 실적 발표…전체 수익 전망 하향 조정 

의류 브랜드 나이키와 스투시

의 협업 에어 맥스 페니 2 ‘

블랙/그린’의 공식 사진이 

17일 패션 매거진 하입비스

트에서 공개됐다.

무슨 얘기냐고? 월드컵 유니폼 
후원사 얘기다.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에 출
전한 32개국 중 13개국(41%)은 
나이키를 입는다.
2018 러시아월드컵(10개국) 때
와 비교하면 3개국이 늘어났다.
개최국 카타르와 더불어 4년 전
에는 본선에 참가하지 못했던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가 나이
키 후원을 받는다.
반면 아디다스는 4년 전(12개
국)과 비교해 5개국이나 줄었다.
러시아월드컵 때 아디다스를 입
었던 러시아, 스웨덴, 콜롬비아, 
이집트 등이 본선 탈락했다.
2018년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비중은 전체 70%(22개국)에 이
르렀지만 올해는 63%(20개국)
에 불과하다.
참고로 2014 브라질월드컵엔 
10개국이 나이키, 8개국이 아디

다스를 입고 참가했다.
나이키, 아디다스 외에 푸마 유
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국가는 
이번에 6개국이나 된다.
푸마 유니폼 대표격인 이탈리아
가 본선에 떨어졌지만 스위스, 
세르비아, 모로코 등이 푸마를 
착용한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3개 브
랜드로 보면 전체 스폰서의 
81.2%(32개국 중 26개국)를 차
지한다.
2014년, 2018년에는 8개 브랜
드가 월드컵 그라운드를 누볐는
데 올해는 9개 브랜드로 늘었다.
대표팀 유니폼 후원의 경우 한 
번 스폰서십을 맺으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일 대표팀의 경우, 
1954년부터 68년째 아디다스
를 착용중이다.
지난 2018년 파트너십을 2026

나이키 x 스투시 에어 맥스 페니 2 
블랙/그린 버전 공개…출시일 미정

나이키 vs 아디다스…카타르월드컵 승자는?
2014년은 나이키가 우세했다.

2018년은 아디다스. 그렇다면 2022년은?

신한투자증권은 14일 백산에 대
해 3분기에 창립 이후 사상 최
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
7000원을 유지했다.
황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및 영
업이익은 각각 1233억원(전년
비 +53.5%), 175억원(흑자전환)
을 기록했다”며 “성수기 영향
으로 스포츠 신발 부문 매출액이 
견조하게 증가했고 분기 유가 상
승에 따른 판가 인상 효과 및 환
율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최근 나이키는 
2년간 미국 내 신규 직영 매장 
200여개를 확대하기로 했고 스
니커즈 트렌드는 소량 다품종 생
산으로 개성과 희소성이 중요해
졌다”며 “이에 따라 신발 생산 
프로세스는 과더 대비 크게 단축
됐고, 빠른 대응력은 산업 내 주
요 경쟁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백산의 스포츠 신

발 부문 매출액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전방 고객사와 함께 
스니커즈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이후 외형 성장에는 차
량 내장재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차량용 
합성피혁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은 만큼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위한 준비는 마쳤다고 판단했다.
황 연구원은 “북미 고객사 추
가를 앞두고 지난 7월 20일 인
도네시아 신규 공장 증설을 발표
해 2024년 1분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고객
사 확보를 통해 실적 성장과 주
가 재평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년 매출액은 전년비 32.9% 
증가한 493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117.7% 늘어난 506억원
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사상 최
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
다.

[머니투데이]

백산, 나이키와 함께 성장...
주가 재평가 예상-신한證

년까지 연장했는데, 구체적 액
수는 안 나왔지만 세계 최고 수
준의 대우라고 알려져 있다.
스페인은 1991년, 일본은 1999
년 이후부터 계속 아디다스와 
후원 계약을 해왔다.
나이키의 경우 미국이 1995년, 
브라질 및 네덜란드가 1997년 
이후부터 20년 넘게 착용 중이
다.
한국 대표팀은 1996년부터 나
이키와 연을 맺고 있다.
월드컵 우승 국가로만 보면 
2018 러시아월드컵 때 프랑스
는 나이키를 착용했다.
하지만, 1998년 왕좌에 올랐을 
때는 아디다스를 입고 있었다.
2010년(스페인)과 2014년(독
일)에는 아디다스가 승리했고, 
2002년(브라질)은 나이키가 우
승을 거머쥐었다.
2006년 이탈리아는 푸마 유니
폼을 입고 챔피언에 올랐다.
과연 올해의 승자는 어디일까. 
나이키(브라질, 프랑스)일까, 아
디다스(아르헨티나, 독일)일까.
참고로 H조 국가들을 보면 우루
과이와 가나는 푸마, 한국과 포
르투갈은 나이키를 입는다.
한국은 ‘푸마’를 잡아야만 
16강이 보인다.

[한겨레]

두 브랜드의 협업 에어 맥스 

페니 2는 8월 ‘트리플 블

랙’ 컬러웨이가 공개된 바 

있다.

에어 맥스 페니 2는 앤퍼니 ‘

페니’ 하더웨이의 두 번째 

시그니처 모델로, 어퍼에 더

해진 가로/세로의 물결 패턴

이 특징이다.

‘블랙/그린’의 어퍼 일부

는 그린 컬러의 스웨이드 소

재로 제작됐으며 나머지는 블

랙 컬러의 방한 소재로 만들

어졌다.

스투시의 시그니처 로고는 어

퍼 측면의 돌출된 부분에 새

겨졌으며 인솔에는 나이키 에

어 로고가 각인됐다.

이 밖에도 힐에 부착된 메탈

릭 실버 패널, 노출된 레드 컬

러의 버블 등이 특징이다.

출시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

았다.

[이투데이]

임시 회장 겸 CEO는 밝혔다. 
1분기 결과
(언더아머의 2023년 회계연도
는 2022년 4월 1일에 시작했
다. 이에 따라 비교 기준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
월 31일까지다.)
2023년 회계연도 1분기 언더아
머 매출은 1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비슷
한 수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
였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도매 매출은 3% 증가해 총 7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소
비자직접판매(DTC) 매출은 7% 
감소해 5억2,100만 달러를 기
록했다. 전자상거래 매출도 6% 
하락해 총 DTC 사업의 3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지역
에서의 매출은 9억900만 달러
를, 해외 매출은 3% 감소해 4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사업을 세분화하면, EMEA 지역
에서의 매출은 1% 감소했고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8% 하
락한 반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서는 6% 증가했다. 
의류 부문 매출은 총 8억6,800
만 달러(-1%), 풋웨어 부문 매출
은 3억4,700만 달러(1%), 액세
서리 부문 매출은 9,700만 달러
(-13%)를 기록했다. 
6월 30일에 종료된 1분기에, 언
더아머의 매상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0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해 46.7%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공급망 영향과 관
련한 운임 인상, 계획 이상의 프
로모션, 외환의 부정적 영향 등
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언더아머는 현 회계연도 1분기 
순수익 800만 달러, 조정 순수
익 1,500만 달러로 게시했다. 이
에 따라 주당이익은 0.02달러, 
조정 주당이익은 0.03달러에 상
응한다.
2023년 회계연도 전망
언더아머의 2023년 회계연도는 
여전히 5~7% 매출 성장을 기
대하고 있지만 현재 주당이익은 
0.61~0.67달러 범위다(전년 기
대치는 0.79~0.84달러였다).

출처: WorldFootwear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텍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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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TANGERANG JEPARA

대 표 / 유 성 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한신 에어 콤프렛서

1. AT 시리즈 : 
   기존 인버터 타입 모델 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신제품 출시

콤프렛서하면 한신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 단기4355년2022년 12월 10일 / 단기4355년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섬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 인 대  Hp : 0811 834 398 

  한 상 윤  Hp : 0822 9999 1447

  

스 마 랑 : 정 연 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삼호 보일러삼호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용량 : (1T/H~15T/H)x1.0Mpa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TOILON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930mm

1040mm

920mm

35mm

35mm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20mm

35mm

82mm

6. Genteng Metal
        (기 와)

25mm

PROFILE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PT. YUSUNG JAYA ABAD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구) PT. YUCOM JAYA MANDIRI

풋웨어 소매업체와 브랜드들

을 위한 기술은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한다. 유연한 탄소섬

유 합성물 선도업체인 카비텍

스(Carbitex)는 현재 두 가지 

탄소섬유 신제품을 가지고 유

연한 AFX 기술 플랫폼 전반

으로 확장하고 있다. 

AFX 폼드(AFX Formed)는 

기능성 운동화에 중점을 두

고 있는 반면 AFX 안티 펑

처(AFX-AP)는 작업화 거래 

시장에서 보호 기능을 추가

할 수 있게 디자인됐다. 두 가

지 모두 입증된 비대칭 유연 

AFX 기술 플랫폼에서 만들어

졌는데, 이 플랫폼은 한 방향

으로는 뻣뻣하고 다른 방향으

로는 고도로 유연한 것이 특

징이다. 

기능성 운동화 시장에서 카

탄소섬유 합성물 제조업체 ‘카비텍스’, 
새로운 탄소 플레이트 소재로 풋웨어 기능성 강화 

▲ 유연한 AFX 기술 플랫폼은 카비텍스가 써코니의 엔도르핀 에지 같은 러닝화와 
작업화 부문에 적용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비텍스 AFX 폼드는 기존의 

AFX 유연 탄소 플레이트 소

재로 확장되어 반동성 착지와 

자연스러운 발가락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AFX 폼드는 반동성 있는 걸

음을 제공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안정성을 제공해 효율성

을 높이며 발을 보호할 수 있

게 디자인됐으며 러너의 자연

스러운 걸음걸이에 일치한다. 

카비텍스의 AFX 폼드 플레이

향후 5년에 걸쳐 풋웨어 산업

이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세를 보이며 이는 중국의 매

출 증가와 캐주얼 상품 및 아

웃도어 풋웨어 매출 증가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연

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편, 글

로벌 스포츠 풋웨어 시장은 

친환경, 지속가능한 소재에 

대한 관심 덕분에 2028년까

지 CAGR 4.8%를 기록하며 

1,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리포트

링커(ReportLinker)가 발표

글로벌 풋웨어 시장, 여전히 성장 중트는 각 브랜드 파트너 요구

사항과 고유한 신발 디자인마

다 맞춤 제작이 가능해 풋웨

어의 최고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카비텍스 AFX-AP 소재는 

다층 합성 플레이트로 높은 

수준의 기능성을 제공하며 구

멍 방지 보호기능과 비대칭 

유연성으로 유일하게 특허 받

은 플레이트다. 이는 편안함

을 제공하는 동시에 발이 지

나치게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

하고 인체공학적 움직임을 위

해 다른 방향으로도 유연성을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 

카비텍스의 최근 소재 혁신은 

풋웨어 작업 현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무거운 보호 밑창이 

필요 없을뿐더러 안전성, 안

정성, 기능성을 능가하는 경

량의 작업화가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줬다. AFX-AP는 글

로벌 산업 검사 표준(ASTM 

F2412-11, EN 12568:2010, 

CZA Z195-14)을 통과했으

며 건설 현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발밑 부상 위험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알맞다. 

“AFX는 당사의 주력 상품

이 됐으며 AFX 폼드와 AFX 

안티 펑처로 진화하면서 새로

운 비즈니스 부문을 활용하고 

브랜드들이 더 나은 기능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카

비텍스의 클라크 모건(Clark 

Morgan) VP는 말했다. “특

허 기술의 속성을 확장해 풋

웨어 시장에 지속적으로 새로

운 장점을 도입해 기능성 풋

웨어 제작에 혁신을 도입할 

것이다.”

AFX 폼드는 2022년 봄 시즌

에 출시됐으며 써코니 엔도르

핀 에지(Endorphin Edge) 트

레일화에 적용됐다. 

AFX-AP는 카비텍스가 처음

으로 작업화 및 유틸리티화 

시장에 진출하게 만들었으며 

2023년 가을에 시장에 출시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Running Insight

하는 “글로벌 풋웨어 산업”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풋웨어 

시장의 CAGR이 2020~2027

년 사이 2.9% 성장해 2027년

까지 4,274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7년

의 기간 동안 캐주얼 풋웨어 

상품의 CAGR은 3% 증가해 

2,1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됐다. 또한, 유럽과 미

국, 캐나다, 일본, 중국이 아

웃도어 풋웨어 부문의 CAGR 

성장을 3.6%까지 가속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해당 기

간 동안 중국 풋웨어 산업의 

CAGR은 4.5% 성장해 5,740

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과 캐나다의 풋웨어 매출은 

각각 1.5%와 2.4% 성장할 것

으로 기대된다. 

출처: Footwear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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