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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10월 1일부터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 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
크 쓰고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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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인도

네시아 재정 확장으로 목표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

과할 수 있었던 조치를 3% 미

만으로 회복하는 2023년 예

산안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한

편 원자재 횡재 피날레의 위

험성도 경고했다고 9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 적자를 

올해 수정 수치인 4.5%보다 

훨씬 낮은 2.84%로 잡았고, 

이 목표는 올해 수정된 840조

2천억 루피아보다 거의 3분의 

1이 감소한 598조2천억 루피

아다. 정부가 2023년까지 조

치 종료를 명령한 2020년 코

로나19 대응법이 의무화한 

3% 초과 적자 정책을 가까스

로 지켰다.

정부는 적자 목표가 훨씬 낮

아진 상황에서 올해 개정된 

943조7천억 루피아보다 26% 

감소한 696조3000억 루피아

로 부채 발행을 줄일 예정이

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

장관은 29일, “특히 세계 금

융권이 엄청난 역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이 안전하고 신중

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세계

인니 내년 예산적자, 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2.84%로 낮춰

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훨

씬 더 낮은 적자와 부채 발행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는 목표 수입인 2,400조 

루피아를 초과해 거의 3천 조 

루피아에 달하는 지출계획을 

기반으로 계산된 것으로 예산 

지출은 연 1.5%씩 감소하고, 

예산 수입은 올해 수정 예산

보다 8.7%씩 증가한다는 가

정이다.

이 예산은 또한 올해 세수 

증가를 1,400조 루피아에

서 1,700조 루피아로 연간 

15.7%증가를 예상하며, 비

세수 수입은 올해의 481조6

천억 루피아에서 441조4천억 

루피아로 연 8.4% 감소할 것

으로 추정했다.

스리 장관은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

상되며 재무부가 2023년 예

산 산정에 그 위험을 설명하

는 동시에 예산 계획에 확실

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2023년 경기 약화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

를 겪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

산에 대한 안전망을 세웠다

며, 특히 2021년 조세조화법

에 대해서도 세제·비과세 정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묶어놨던 휘발

유와 경유 가격을 30% 넘게 

올린 결과다.

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통

계청(BPS)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연 

5.95%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0월 이후 최고

치로 지난 8월(연 4.69%)보다

는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

다. 다만 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시장 전망치보

다는 소폭 낮았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

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

원 물가 상승률은 연 3.21%

로 지난 8월(연 3.04%)보다 

0.17%포인트 높아졌다.

물가상승률이 대폭 상승한 것

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

휘발유 가격 올린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7년래 최고치
9월 물가상승률 5.95%…금융시장 전망보단 소폭 밑돌아

가 보조금을 지급하던 휘발

유와 경유 가격을 올렸기 때

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3

일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30% 

이상 올렸다. 국제유가 상승

에도 보조금으로 가격을 유지

하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결

국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고 유원노 통

계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연

료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운

수부문 비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

러면서 아직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

들 지역이 요금을 올리면 물

가는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이처럼 고물가 상황이 되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금리를 올리며 대응하고 있

다.

BI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75%에서 4.25%로 0.5%

포인트 올렸으며 물가와 환

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

상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나몬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이르만 파이즈는 올해 말에는 

물가상승률이 6.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BI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책개혁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예산에서 중앙 

정부에 대한 지출은 올해 개

정된 지출 예산 2,300조 루

피아보다 연간 2.39% 감소

한 2,200조 루피아로 정했다. 

그러나 지역 및 마을 당국 지

출 예산은 전년도 804조8천

억 루피아 대비 1.23% 증가

한 814조7천억 루피아로 배

정했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사람들

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

해 지출을 늘려 사용할 것이

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지출

에 대한 다른 초점은 새로운 

수도 프로젝트, 총선, 국가의 

인적 자원 개선, 국가 전략 프

로젝트의 완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에너지 보조금 

212조 루피아를 연료와 전력

으로 배정해 각각 139조 루피

아와 72조루피아를 소비할 예

정이며, 총 수치는 올해 208

조5천억 루피아보다 1.7% 약

간 증가했다.

시장 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

매한 국영 에너지 회사에 지

불해야 하는 보상 계획은 약 

127조 루피아로 설정되었으

며, 예비비로 커버할 예정이

다. 이 보상 예산은 환율과 에

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여

전히 변경될 수 있으며, 올해 

배정된 293조5천억 루피아보

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이

다.

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을 

올해 목표인 5.2%보다 약간 

높은 5.3%로 예상하고 있으

며, 물가상승률은 당초 8월에 

제시한 것보다 0.3%포인트 

높은 3.6%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간 개선하면서 내년에 빈곤 

수준을 7.5%와 8.5% 사이로 

줄이는 한편 실업률은 5.3%

와 6% 사이로 유지할 예정

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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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활동

제한조치(PPKM)를 인도네시

아 전역에서 1단계를 유지하

며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

지 한달 간 다시 연장했다.

내무부 장관 지침(Inmend-

agri) 2022/ 45호와 2022/ 46

호에서 ‘  이번 연장은 보건부 

장관이 설정한 공중 보건 노

력 및 사회적 제한에 대한 조

정 지표에 대한 지역사회 전

파 지표에 따라 지역/도시 수

준을 결정한 것’ 이라고 명

시되어 있다.

내무부 지역행정개발국장 사

프리잘(Safrizal)은 코로나19 

사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통

제되었지만 이로 인해 사회활

동 및 이동 상황이 팬데믹 이

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

작했기에 언제든지 사례가 증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PPKM의 시행을 

연장한 이유 중 하나는 코로

나19 3차 접종(부스터)의 낮

은 접종률 때문이라며 지역장

들에게 3차접종 시행을 서두

를 것을 당부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

체 목표 2억3,466만6,020

명 중 2022년 10월 3일 기

준, 1차 접종은 204,618,410

명(87.20%), 2차 접종은 

171,229,832명(72.97%), 3차 

접종(부스터)은 63,703,003

명(27.15%)에 불과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세계은행의 시나리오가 맞다면, 
경제학자들과 기업들은 수출 지
향적인 인도네시아 기업들에 대
한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했다.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
함에 따라 수요 둔화에 이어 원
자재 가격 하락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달 초 새로운 연구
를 바탕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동시
에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세계는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와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이 일련의 금
융위기로 치닫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 데이비드 말파스(David 
Malpass) 총재는 더 많은 나라들
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세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신
흥 시장과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2일 미
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75bps 인상한 지 몇 
시간 만에 예상보다 큰 50bps 기
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과의 이
자 격차가 줄어들면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루피아화는 달러 대비 
5% 이상 평가절하 됐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원자재
들, 특히 석탄과 팜원유(CPO)의 
가격이 높은 시기에 국내 수출
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 
원자재들은 총 수출에 각각 약 
18%와 12%를 기여했다. 인도
네시아의 1~8월 무역수지 흑자
는 전년 동기 대비 68.6% 증가한 
349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 지향적인 기업들은 
불황이 그들의 재정에 미칠 영
향을 경계하고 있다. 인도네시
아 팜오일협회(Gapki) 에디 마르

PPKM, 11월 7일까지 연장…
낮은 3차 접종률 때문

세계 경기침체가 가져올 인니 수출기업들의 험난한 여정

▲꼬따 뚜아(Kota tua) 파타힐라 광장(사진
=자카르타경제신문)

▲북부자카르타 딴중쁘리옥 자카르타국제건테이너터미널JICT(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또노(Eddy Martono) 사무총장은 
23일 수요 부진이 수출량 감소
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생산비
용 상승은 팜원유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
벌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기업들
은 높은 비료 가격으로 인한 비
용을 절감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
운 투자도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최대 석
탄 생산업체인 부미 리소스(PT 
Bumi Resources)는 글로벌 경
기침체 시 전력소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미 리소
스 홍보담당 딜립 스리바스따바
(Dileep Srivastava)는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이 2015년과 2016
년 전후 보여준 저수요 시나리오
를 반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심지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리바스따바는 23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상황이 해결되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억제되고 중국 대만의 긴
장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제미 까르
띠와(Jemmy Kartiwa) 회장은 23
일 국내 섬유 산업은 수출에 크
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침
체가 해외 수요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상품들이 인도
네시아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
다.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섬유 수출국들의 상품
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넘쳐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및 국내 구매력 감
소로 인해 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이 수입 제품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우려된다며 
수입 섬유 제품의 수입과 불공정
한 무역 경쟁으로부터 국내 시장
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지향적인 인도네시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유럽연합과 미
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내년에 
판매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확장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섬유는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수출지에서 비용이 
증가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비필수품이므로 단기적으
로는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생산업체들의 사업 
전망은 유망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은행의 경기침체 시나
리오가 맞을 경우 내년 경영환경
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필요하다
면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하면서 
해고를 하지 않는 방안으로 고려
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인도네시
아의 원자재 수출을 방해하여 무
역 수지와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될 것이다. 만디리 은행 석탄 산
업 전문가인 아흐마드 주디 드위 
꾸수마(Ahmad Zuhdi Dwi Kusu-
ma)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로
부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방
식으로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한 
석탄 수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
했다. 반면, 일본과 필리핀과 같
은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성장 둔
화로 인해 석탄 수입량을 줄였다.
만디리 은행의 팜원유 전문가인 
안드리안 바구스 산또소(Andrian 
Bagus Santos)는 2023년에 경
기둔화가 특히 비식품 부문의 수
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는
데, 이는 이전 경기 침체에서 볼 
수 있는 패턴으로 팜원유 가격은 

26% 하락하여 톤당 891달러가 
될 수 있으며 비료 가격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 업계는 더욱 압박
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마 유디스띠라 경제법률연구
센터 소장은 원자재 가격, 운송
비, 수요 감소에 취약한 가운데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재와 섬유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으로
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인도네시
아는 2023~2024년 최근 에너
지 호황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수 있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무
역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고 밝혔다.
만디리은행 이코노미스트 파이
살 라흐만은 무역수지가 악화
되면 세입이 늘어나지 않지만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률을 여전히 5~5.2%로 전망하
고 있어 세수가 높은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탈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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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 125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와 

관련해 국제축구연맹(FIFA)

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사건의 진

상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아흐마

드 리야드 조정 위원장은 4일

(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

하기 위해 FIFA와 아시아축

구연맹(AFC) 관계자들이 인

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

라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그는 또 사건 당시 상황에 대

해 경찰도 FIFA가 경기장에

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다

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

만 많은 관중이 모였을 경우

를 대비한 경찰의 표준 운영 

절차가 있어 그에 맞춰 행동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리야드 위원장은 또 이번 사

건과 관련해 홈 팀인 아레마

FC 구단에 2억5천만 루피아

(약 2천300만원)의 벌금을 물

리고 아레마FC 관계자 2명을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고 덧붙

였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동자

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

야’의 경기에서 아레마가 홈 

경기에서 페르세바야에 23년 

만에 패하자 화가 난 홈팀 관

중 일부가 경기장 내로 뛰어

들었다.

경찰은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

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쐈고, 

수천 명의 관중이 최루탄을 

피하려 출구 쪽으로 달려가다 

뒤엉키면서 대규모 사망 사고

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경기장에

서는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 

FIFA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이를 인지

하고 있었는지 논란이 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찰도 본격

적인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사고 당시 

FIFA,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사건 직접 조사
“경찰, 최루탄 금지 FIFA 규정 알고 있어…자체 규정 따른 듯”

경찰 “출입문 너무 작아 사고 키워”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

‘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10월 1일부터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입국 뒤 PCR 검사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

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

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

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

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

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

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

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

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

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

사를 면제하는 상황도 고려했

다.

그러나 입국 시 코로나19 증

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

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

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

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

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

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

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

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생률이

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

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

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

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

리를 강화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천477만

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

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

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

를 기록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

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

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

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

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

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

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 코로

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코로

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

결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

데미 긴급돌봄으로 2020년부

터 42만69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

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

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미리 필요한 대책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장에는 14개의 문이 있었

고 이 중 6개가 문이 열려 있

었지만, 문이 너무 작았다며 

“겨우 2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크기”라고 설명했

다. 작은 문으로 사람들이 몰

리다 보니 대형 참사로 이어

졌다는 것이다. 이어 이렇게 

작은 문을 만든 것은 주최 측

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경찰과 별도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코 위

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조

사 계획을 보고했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단장인 마흐푸드 엠데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

주요 사항들은 이미 확인이 

됐다”라며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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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asi Int’l Industri Estate (BIIE) 
Kawasan Industri Hyundai Blok C2 No.1A, Ds. Sukaresmi, Cikarang Selatan Bekasi, Jawa Barat Indonesia 17550
마켓팅 팀장 홍의준 0811 1129 038      마켓팅 담당 Ibu Ratna 0878 7720 8572      Email : top_abadi@yahoo.co.id,  rielwooha@gmail.com

PT. TOP ABADI
20년 동안 인도네시아내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품기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으로 고객사에 도움을 드립니다. 

All in one packaging service with best price

- 카톤박스 (미니, 대형 사이즈 가능) 
- 단플라 박스 
- 커스텀 제작 대차 및 랙, 
- 원단 릴리스 거치대 및 봉제 테이블
- 팔레트(철재, 플라스틱, 종이)
- 인쇄박스 및 내부속대지

Troliey, Danpia Box, Danpia Rak,
Carton Box, Paper Angle,

카톤박스

플라스틱제품류 종이제품류 속대지, 종이각대,종이튜브 등등

단플라박스 대차 및 랙

   모든 아이템 고객사 요청 사항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지난 며칠간 자카르타와 수

도권 일대에 집중 강우로 인

해 대규모 침수사태가 벌어져 

주택지를 덮치고 주요 도로를 

범람했다. 하지만 아직도 다 

끝난 것은 아니어서 국가방

재청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범람과 홍수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강타했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 더 많은 강우가 예

고되어 있다. 

6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

르면,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4일(화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빵으란 안따사리(Jl. 

Pangeran Antasari), 렌뗑 아

궁(Jl. Lenteng Agung), 가똣 

수브로또(Jl. Jenderal Gatot 

Subroto) 등 여섯 개 간선도

로가 물에 잠겼고 주택지에서

는 다음 날 아침까지도 차오

른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이 80

개 구획(RT)이나 되었다.

4일 침수된 80개 주택지 구획

들 중 60개가 남부 자카르타

에 몰려 있었고 물이 170cm 

높이까지 차오른 곳들도 있

었다.

소셜미디어에 오른 동영상들

을 보면 찔레둑과 파뜨마와띠 

지역의 범람이 심했는데 모두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지

역이다. 역시 남부 자카르타

에 위치한 끄망과 맘빵 사거

리 지역도 심하게 범람해 방

재 당국에서 공무원 수백 명

과 소방차, 대형 펌프 비들을 

동원했다.

자카르타 재난방지국의 데이

터정보센터장 마이클은 서부 

자카르타 두 곳, 동부 자카르

타 네 곳, 중부 자카르타 세 곳 

등 총 아홉 개 주택지가 수요

일 아침까지도 물이 빠지지 

자카르타와 수도권 홍수 범람...이번주까지 뇌우 경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남부자카르타 파뜨마와띠 병원 도로 침수 영상 (인스타그램@
faktanyagoogle 영상 캡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침수 지역
자카르타 근교인 남부 땅그

랑에도 폭우가 쏟아져 최소 6

개 구역이 침수됐었고 오후 6

시에서 9시반 사이엔 자카르

타-땅그랑 고속도로에 50cm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톨을 

일시 폐쇄했다. 국가방재청

(BNPB)에 따르면 해당 6개 

구역에서 최소 1,252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남부 땅그랑 재난국도 최소 

세 개 구획에서 산사태가 벌

어졌다고 보고했는데 사상자

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도권

을 벗어난 서부 자바의 반둥, 

서부 반둥, 찌마히 등 여러 시

군들도 홍수 피해를 입었다.  

한편 서부 깔리만딴 신땅

(Sintang) 군에서도 일요일부

터 계속된 폭우로 스라와이 

강이 범람해 4일(화) 밤 여섯 

개 마을에서 5,000명 넘는 주

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고 국가방재청이 전했다. 수

위 1.5~2미터에 달하는 홍수

가 1,000개 가옥과 일곱 개 학

교, 15개 관공서를 휩쓸었다.

북부 아쩨 지역도 이날 홍수

가 덮쳐 두 개 구역 약 580 가

구에서 1,800여 명의 이재민

이 발생했고 230 헥타르의 논

도 침수되어 올해 작황을 망

쳤다.

폭풍을 동반한 폭우
기상청(BMKG)은 5일(수) 온

라인 성명을 통해 5개 주에서 

경보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

(주의)로 격상시킨다고 발표

했다.

최소 금요일까지는 하수 범

람, 돌발적 홍수 등을 포함

한 수문 기상재해가 더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2022 세계한인회장대

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광

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

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

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

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

계 한인회장들이 고국에 

모여 동포사회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

으로서 매년 개최되고 있

다.  

‘세계로 간 대(大)한국

인, 돌아오다’라는 슬로

건 아래 열리는 올해 대

회에는 77개국 360여명

의 한인회장과 한인연합

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대회 공동의장은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과 

유영준 중남미한인회총

연합회장이 맡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 송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4~7일 인천 송도서 개최

‘세계로 간 대(大)한국인, 돌아오다’ 주제

다. 이들 5개 주는 자카르타, 

서부자바, 반뜬, 아쩨, 서부 깔

리만딴 등 이미 큰 수해를 입

은 곳들이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수마뜨트

라의 10개 주, 자바 전 지역, 

깔리만딴 전 지역, 발리를 포

함한 다른 주들에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금요

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이에 국가방재청도 대중의 경

각심을 촉구하는 경보를 발령

하면서 상습 침수지역과 하

천 인근지역, 절벽 인근에 사

는 주민들은 한 시간 이상 폭

우가 쏟아질 경우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도에서 개최되며, ‘한국 이

민사 120년 기념사업’과 연

계해 인천 이민사 투어 등 한

인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프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한인

회장대회는 지구촌 동포사회 

발전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인회장과 한인연

합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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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트리 재봉사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수성본드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야구 
오토바이용 등)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1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

“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y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PT ELBEKA SEWING THREAD

전 세계 인구 4위 국가인 인도
네시아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앞세워 제조업에서 중국의 대
체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
이 나왔다.
28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
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열
린 ‘한-인니 미래 신산업 비즈
니스 플라자’에서 신윤성 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경제가 둔화하
며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도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강국으
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 공
장 역할을 했지만, 인건비가 상
승하고 경제 구조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지면서 제조
업 분야의 투자가 상당 부분 아
세안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내 총
생산(GDP)의 약 35%를 차지하
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수혜
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인도네시아
의 경우 해외 투자가 금융보다
는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높
다며 투자의 질도 좋다고 설명
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에 따

여기에 4분기에도 미국 달러화
의 초강세 지속으로 원화 가치
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7일까지 최근 
3개월 사이 8.0% 하락했다.
이 기간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 외 31개 주요 통화 가운
데 달러 대비 가치가 원화보다 
더 하락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 
80%에 육박하는 아르헨티나 페
소화(-15.2%)와 뉴질랜드달러
(-9.2%) 2개뿐이었다.
3분기만 보면 원/달러 환율은 6
월 말 종가 1,298.90원에서 9
월 말 종가 1,430.12원까지 올
라 상승 폭이 10.1%에 이르렀
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440원

을 넘겼던 환율이 며칠 새 급락
하면서 그나마 최근 3개월 기준 
상승 폭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4분기에도 미 연방준비
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기
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는 
만큼 달러화 강세가 심화할 가
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
로 치솟은 자국 물가를 잡기 위
해 지난달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금리 상단을 3.25%로 끌어올렸
다.
또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회의에서 각각 
0.75%포인트, 0.5%포인트 추가
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6% 수준으로 올
린 뒤 최소한 2024년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
스는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
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
는 달러 지수의 4분기 기술적 
저항선 상단을 116.80 부근으
로 전망했다.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SC)도 달러 지수가 4분기에 
116.50∼117.00대로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달러 지수가 112대인 만
큼 4분기에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4% 정도 추가 상승

산업연구원 신윤성 연구위원 “제조업 투자서 아세안 최대 수혜”
2억7천만 인구에 니켈 등 천연자원 풍부…한국, 인니에 신산업 집중 투자

‘킹달러’에 4분기도 ‘먹구름’…달러가치 약 4% 추가상승 전망도
최근 3개월 새 원화 가치 하락세가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3번째로 심해

“인도네시아 제조업 강국 부상…중국 대체지로 떠올라”

원화가치 석달간 8%↓…주요국 통화 중 하락폭 3번째

르면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약 
198억 달러(약 28조5천억원)로 
1년 전보다 35.5% 증가했다.

이는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
율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는 약 
109억 달러(약 15조7천억원)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55%를 차
지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
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8년 6억8천만 달러(9천800
억원)에 그쳤던 한국의 인도네
시아 투자는 지난해 18억 달러
(약 2조6천억원)로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다.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도 2018년 1.31%에서 지난해 
2.39%로 올라갔다.

반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
중은 같은 아세안 지역에서
도 2018년 6.48%에서 지난해 
3.22%까지 떨어졌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도네
시아 투자가 특별한 것은 전기
차나 배터리, 화이트 바이오 등 
신산업이나 제철소, 석유화학 
단지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투
자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이 함께하면 인도네시아가 
중진국의 덫에 빠졌을 때 이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이며 한국도 
인도네시아 투자로 과도한 중
국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태성 주

인도네시아 대사도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이 발효되면 무역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이전, 인
력 양성, 디지털 전환 등에서 미
래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기술력을 갖춘 한
국이 파트너가 돼 장점만 결합
하면 양국 모두 윈윈 할 수 있
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
을 살펴보는 세미나와 함께 전
기차, 에너지, 의료기기,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에서 국내 혁신 
기술기업 48개 사의 쇼케이스
도 함께 진행됐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인도
네시아 에너지부와 인도네시아 
전력 공사를 대상으로 국내 탄
소 중립 분야 혁신 기술 기업들
의 기업설명(IR)회도 열렸다.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는 것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특히 중
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
수와 수출 감소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면
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들이 동남아 국가들보다 통화가
치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봤
다.
또 향후 중국·대만 간 긴장과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불확실성
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
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안화/
달러 환율이 7.2위안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국제적 환율 공조 가능성이 낮
은 가운데, 미국으로서는 강달
러를 통해 자국 인플레이션을 
타국에 수출하는 게 여러모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도 지적했
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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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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 훈  대표

학력 및 경력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현, 코참 국세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kimjhoon@bngconsulting.co.kr

김재훈의 세무상식

PMK No. 61/PMK. 03/2022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PPN KMS)

지난 3월 30일 재무부 장관령 
61/PMK.03/2022이 공표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는 자가 건설 활동에 대
한 부가세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부가
세율이 11%로 인상되면서 자
가건설에 대한 부가세율도 변
경되었다.
그렇지만 자가 건설이 단기간
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종전 
PMK No.163/PMK.03/2012 
규정은 2022년 3월말 이전까
지 적용되고 4월부터는 PMK 
No.61/PMK.03/2022를 적용
하여야 한다.
자가건축활동(KMS)은 사업활
동이나 사업에서 수행되지 않
는 신축건물 및 노후건물의 증
축을 모두 포함하는 건물 건설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
조 3항)
위에서 언급된 건물은 다음 기
준에 따라 한 단위의 토지 및/
또는 건물에 영구적으로 식재
되거나 부착되는 1(1)개 이상
의 기술 건축물의 형태로 규정
하고 있다.(제2조 4항)
a. 주요 건축물은 목재, 콘크리

물의 총 면적은 200m2(200제
곱미터)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
므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끝>

트, 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재
료 및/또는 강철로 구성
b. 거주지 또는 사업 활동 장소
로 지정됨; 그리고
c. 건축 면적이 최소 
200m2(200제곱미터) 이상이
어야 함
또한 상기에 언급된 자체 구축 
활동은 다음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제2조 5항)
a. 특정 기간에 한 번에; 또는
b. 건설 단계 사이의 유예 기
간이 2년을 넘지 않는 한 점진
적으로 단일 활동 단위로 진행
납부할 부가세는 부가세법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
율에 20%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 (제3조 2항)
납부할 부가세는 자가건설활
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착공 시
점부터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
지 발생한다.(제4조 1항)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납부서를 이
용하여 납부한다.(제5조 1항)
부가가치세는 해당 분야 법령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준수하는 한 매입세액

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 6조
1항)
자가 건설에 대해서 200m2 이
상인 경우에 건축물의 착공부
터 완공될떄까지 발생한 비용
에 대하여 20% * 11%로 2.2%
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관련한 규정에 대한 예시는 다
음과 같다.

A. 한번의 건축 활동
예시 1) W 씨는 집을 직접 지었
다. 공사기간은 2022년 6월부
터 50㎡(50㎡) 규모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 경우 200m2 이하로서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시 2) X 씨는 집을 직접 지
었다. 공사는 2022년 6월부터 
200㎡(200㎡) 규모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가 부과된다.

B. 점진적인 건축 활동
예시 1) Y씨는 사업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120m2(120제곱
미터)의 면적에 자신의 창고를 
지었다. 창고의 건설은 다음과 
같이 건설되는 건축 면적의 세

부 사항과 함께 단계적으로 수
행되었다.
1. 2022년 6월에 50m2(50제
곱미터)의 면적; 그리고
2. 1단계 이후 6개월간 2023년 
1월 70m2(70제곱미터)의 건설
이 계속되었다.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건축 단
계는 이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
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
에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그러
나 하나의 활동 단위로 건축 된 
총 건축 면적은 200m2 (200 
평방 미터) 제한을 초과하지 않
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시 2 ) Z씨는 사업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300m2(300제곱
미터)의 면적에 자신의 창고를 
지었다. 창고 건설은 다음과 같
이 건설되는 건축 면적의 세부 
사항과 함께 단계적으로 수행
되었다.
1. 2022년 6월 면적 
100m2(100제곱미터); 그리고
2. 1단계 이후 6개월(6개월)인 
2023년 1월에는 200m2(200
제곱미터) 면적으로 건설이 계
속되었다.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건축 단
계는 이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
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
에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또한 
한 단위의 활동으로 지어진 건

K팝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
버들이 새 앨범 홍보를 위해 인
도네시아 디자이너 디아나 뿌뜨
리(Diana M Putri)의 옷을 입어 
화제가 됐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
르면 블랙핑크는 이달 16일에 2
년 만에 두 번째 앨범 ‘Born 
Pink’와 첫 번째 싱글 ‘Shut 
Down’의 뮤직 비디오를 발표
했다. 
영상 속 블랙핑크 두 멤버가 디

“블랙핑크 의상 제작한 인도네시아 디자이너 화제”

▲왼쪽부터 디아나 엠 뿌뜨리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은 제니, 로제, 리사, 지수 [이미
지: 디아나 엠 뿌뜨리 인스타그램 캡처]

아나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고 
있고 등장하자, 디아나는 물론 
인도네시아 팬들이 환호했다. 
다아나의 옷은 새 앨범과 관련
된 다른 홍보 자료에서도 입을 
예정이다. 
다아나는 “현재 K팝의 중심에 
서 있는 멤버들에게 옷을 입힌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개인 인스타그램에 썼다.  
디아나는 블랙핑크 소속사인 
YG 엔터네인먼트에서 갑자기 

요청했고, 인도네시아와 로스엔
젤레스 양쪽에 있는 디아나 꾸
띄르 아카이브에서 최종적으로 
골랐다”고 현지 미디어 리뿌딴
6에 말했다. 
블랙핑크의 제니는 진주를 엮어
서 샹들리에처럼 늘어뜨려 만든 
코르셋을, 로제는 스와로브스키 
보석이 박힌 쇼츠를 착용해 앨
범을 홍보했다. 리사는 눈물방
울 보석으로 장식된 트위드 페
플럼 스커트를 입었고, 지수는 

다양한 색의 프린지로 장식한 
반바지를 입었다. 
블랙핑크의 팬과 디이나의 팔로
워들이 디아나의 인스타그램에 
축하인사를 남겼다. 인도네시아 
가수 샨티는 “와, 코르셋이 환

상적이다”라며 감탄했다. 
디아나가 디자인한 의상은 미
국 컨트리 가수 케리 언더우드
와 휴스턴 토박이 래퍼 메간 티 
스탈리온 등이 입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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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한인기업과           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30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2021년 제9회 코리
아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수상
작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
수들로 구성된 한국
패션비즈니스학회
와 섬유·패션의 전
통의 전문매체인 한
국섬유신문의 산학
협력에 큰 관심 부탁
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
개하는 지상전은 섬
유·패션·의류산
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
업계에 신선한 디자
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
윈 전략입니다. 전공
학생들에게는 용기
와 도움을 주고 필요
한 디자인을 공급받
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
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
상·입선작 100여
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
니다. 참신한 아이디
어가 돋보이는 전공
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MLB키즈, 생일파티 컨셉 라이크 컬렉션
엠엘비 키즈가 생일파티 컨셉의 MLB키
즈 라이크 컬렉션 화보를 공개했다. 최
근 오픈한 핫플레이스 카페인 ‘비비하
우스’에서 진행된 이번 화보는 보다 리
얼한 키즈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아
이들과 달콤한 시간을 보낼 때 MLB키
즈 라이크 컬렉션을 활용한 코디를 제
안한다.

제9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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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  The incarnation of war  황진연 作

▲작품명 : 순수한 사랑을 담아   김아영 作

몽클레르, 밀라노 두오모 광장의 압도적 스케
일 선봬  
몽클레르가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에서 1만
8000명의 사람들을 한 데 모아 창립 70주년을 
상징, 기념하는 특별한 밤을 보냈다. 7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리
는 행사로 브랜드의 비범한 정신을 그대로 보
여주기 위해 시각적이고 육체적인 매력이 돋보
이는 공연을 선택했다. 

‘스튜디오앤파르크’ 프렌치 감성 깊어진 파
리 현지 7번째 에피소드 
도시적인 프렌치 감성의 스타일리쉬한 유니
섹스 캐쥬얼 ‘스튜디오앤파르크’에서 7번
째 에피소드, 가을 컬렉션을 선보인다. ‘SO 
NATURAL’을 주제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스러운 스타일링을 연출하며, 파리현지 촬영으
로 감성적이고 스타일리시한 화보를 표현했다.  

클리지, ‘Sweet Food Artist’ 로맨틱
한 가을 화보 
여성 영 아티스틱 캐주얼 브랜드 ‘클리
지’가 일교차가 큰 요즘 다양한 자켓을 
선보인다. 올 가을, ‘Sweet Food Art-
ist’ 컨셉의 로맨틱 캐주얼룩들을 공개
했다. 이번 화보는 ‘푸드를 그리는 아티
스트’ 주제로 파스텔톤의 컬러와 위트
있는 푸드 아트 그래픽을 더해 따뜻하고 
러블리한 무드를 담아 표현했다.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
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한국섬
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상담문의 : 02-326-3600
출처 : 한국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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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1 ELITE SINAR ABADI 01.03 3,5 Juta

2 ZIBEN 01.11 3,5 Juta

3 PETRASAKTI 01.28 30 Juta

4 TUNGGAL 03.11 3,5 Juta

5 SE0RIM 03.11 3,5 Juta

6 DASAN PAN PACIFIC 03.11 3,5 Juta

7 SOLVEIT 03.11 3,5 Juta

8 DREAMWEAR 03.11 3,5 Juta

9 HARINDO 03.14 3,5 Juta

10 GUNUNG ABADI 03.14 3,5 Juta

11 SUKWANG 03.14 3,5 Juta

12 ANUGERAH ABADI BERSAMA 03.14 3,5 Juta

13 GAYA INDAH 03.14 3,5 Juta

14 KOTITI 03.14 3,5 Juta

15 BLUE ROSE 03.15 3,5 Juta

16 DAEDONG 03.15 3,5 Juta

17 MERIDIAN 03.15 3,5 Juta

18 KIDO MULIA 03.16 3,5 Juta

19 MUARATUNGGAL 03.16 10 Juta

20 TIGA KYUNGSEUNG 03.16 3,5 Juta

21 KAHO 03.17 3,5 Juta

22 YEON HEUNG MEGA SARI 03.17 3,5 Juta

23 HANSOL PLEATS 03.18 3,5 Juta

24 DONGYANG NISUSINDO 03.18 3,5 Juta

25 DOORI 03.21 3,5 Juta

26 SAMSAM JAYA 03.21 3,5 Juta

27 SCENIC INTERNATIONAL 03.21 3,5 Juta

28 PAN PACIPIC 03.23 30 Juta

29 JAEIL INDONESIA 03.23 3,5 Juta

30 KG FASHION 03.23 3,5 Juta

31 HARAPAN 03.23 3,4 Juta

32 BBS 03.29 3,5 Juta

33 PARAN INTERNATIONAL 03.29 3,5 Juta

34 PELITA HARAPAN ABADI 03.29 3,5 Juta

35 RINA JAYA 03.29 3,5 Juta

36 TIGA GUNNUNG 03.29 3,5 Juta

37 UIB 03.29 3,5 Juta

38 JIN MYOUNG 03.30 3,5 Juta

39 DELTA MATE 03.30 3,5 Juta

40 KNH GARMINDO 03.30 3,5 Juta

41 BUSANA PRIMA GLOBAL 03.30 30 Juta

42 ISTANA GARMINDO 03.30 3,5 Juta

43 LSP INDONESIA 03.30 3,5 Juta

44 GORI GLOBAL 03.30 3,5 Juta

45 BANGUN MAJU LESTARI 03.30 15 Juta

46 KORINA SEMARANG 03.30 3,5 Juta

47 LEADERS WORLD 03.30 3,5 Juta

48 SUNGBO JAYA 03.30 30 Juta

49 DK INTERNATIONAL 03.30 3,5 Juta

50 MYUNG SEONG MACHINERY 03.30 3,5 Juta

51 LIMANTARA INDAH 03.31 3,5 Juta

52 KARYA TRI ABADI 03.31 3,5 Juta

53 KENCANA SSANGYONG 03.31 3,5 Juta

54 DOOSAN CIPTA BUSANA 03.31 30 Juta

55 GAYA MAKMUR 03.31 3,5 Juta

56 TRESPASS 03.31 3,5 Juta

57 TRADEWIND 03.31 3,5 Juta

58 SEJIN GLOBAL 03.31 3,5 Juta

59 YOUNGHYUN STAR 03.31 3,5 Juta

60 PERMATA GARMENT 03.31 3,5 Juta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61 JUN H 03.31 3,5 Juta

62 ING INTERNATIONAL 03.31 3,5 Juta

63 BUMA APPAREL 03.31 3,5 Juta

64 PRESTASI 03.31 3,5 Juta

65 JMTECH BUSANA GLOBAL 04.01 3,5 Juta

66 ANUGERAH ABADI MAGELANG 04.01 3,5 Juta

67 DONG IL 04.01 3,5 Juta

68 SIMONE 04.01 30 Juta

69 MAJUEL 04.01 3,5 Juta

70 EINS TREND 04.01 30 Juta

71 PERTIWI INDO MAS 04.01 3,497 Juta

72 KOTITI JAKARTA 04.04 3,5 Juta

73 BOSUNG 04.04 3,5 Juta

74 PLS 04.04 3,5 Juta

75 STARCAM APPAREL 04.04 3,5 Juta

76 GUNUNG SALAK SUKABUMI 04.04 3,5 Juta

77 CIPTA DWI BUSANA 04.04 3,5 Juta

78 SHINHWA BUMI 04.05 3,5 Juta

79 WOOSHIN GARMENT 04.05 3,5 Juta

80 DOOSAN GLOBAL 04.05 3,5 Juta

81 KEUMKWANG 04.06 15 Juta

82 C-CITE 04.06 3,5 Juta

83 KOREA VILENE 04.06 3,5 Juta

84 YB APPAREL JAYA 04.06 3,5 Juta

85 BLUESEA GLOBAL 04.09 3,5 Juta

86 DONGJUNG INDONESIA 04.11 3,5 Juta

87 INDO BOX 04.12 3,5 Juta

88 GOLDEN GARMENTS 04.12 3,5 Juta

89 ILJIN INDONESIA 04.13 3,5 Juta

90 PPF 04.18 3,5 Juta

91 DAYUP INDO 04.19 3,5 Juta

92 KENLEE 04.19 3,5 Juta

93 MANITO WORLD 04.19 3,5 Juta

94 AMOS INDAH 04.19 3,5 Juta

95 HJ BUSANA INDAH 04.19 3,5 Juta

96 TA GLOBAL 04.20 3,5 Juta

97 INKORDAN INTERNATIONAL 04.20 3,5 Juta

98 SEOWON 04.20 3,5 Juta

99 MINU GARMENT 04.25 3,5 Juta

100 BUSANA INDAH GLOBAL 04.25 3,5 Juta

101 MANETTI 04.28 3,5 Juta

102 HESED 05.13 10 Juta

103 SEYANG ACTIVEWEAR 05.17 3,5 Juta

104 NOTOS 05.18 15 Juta

105 INDO HOSE 05.20 3,5 Juta

106 YUNI KARTIKA 05.31 3,5 Juta

107 YUTU LEPORTS JAYA 05.31 3,5 Juta

108 KSI INDONESIA 05.31 3,5 Juta

109 KAILO 06.20 3,5 Juta

110 SHINWON 06.20 30 Juta

111 YONGJIN 06.30 3,5 Juta

112 PAS 07.11 3,5 Juta

113 HANSAE 08.05 20 Juta

114 DARMA 08.22 3,5 Juta

115 YUNI 08.22 3,5 Juta

116 SH GARMNET 09.09 3,5 Juta

117 J&J 09.26 3,5 Juta

118 BENTALA KARTONINDO 09.28 3,5 Juta

119 MOLAX 09.30 15 Juta

캘빈클라인이 언더웨어 캠

페인 ‘캘빈스 오어 낫띵

(Calvins or nothing)‘을 제

안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묘한 이

캘빈클라인, 
배우 마야 호크· 축구선수 로멜루 

‘언더웨어 캠페인’

공기순환 남성 골프화
미드솔의 공기순환 시스템으로발의 쾌적함과 발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며, 푹신한 쿠션으로 무릎관절 보호가 됩니다
특히 천연 소가죽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출시 하였습니다.

Art  : BCS 005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3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2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1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LIPPO CIKARANG RUKO ROXY 에 

BACAS AIR GOLF SHOES 매장 오픈

OPEN

판매 품목
남성 : 골프화, 샌달
여성 : 신발, 단화, 샌달 

CV. BACAS JAYA MAKMUR 
주소 : Ruko Roxy Blok C No. 03, Jl. M. H. Thamrin Lippo Cikarang 
Telp. Kantor : (021) 8990 7992
Contact Person. Kartika : 0812 8447 3931  Dhika  : 0899 296 6527 

Art  : BCS 004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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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웨어 전문기업 

그리티가 골프·테니스 등 다

양한 야외스포츠 활동 시 착

용 가능한 언더웨어 아이템들

을 제안한다.  

글로벌 브랜드 ‘플레이텍

스’는 골프·테니스 등 다

양한 스포츠웨어와 함께 착

용 가능한 ‘골프&테니스브

그리티, 골프·테니스 등 
야외스포츠 위한 언더웨어 제안

라’를 출시했다. 쉘론 플리

커팅 원단에 넓은 U자형 날개 

구조의 디자인으로 골프의 큰 

스윙 동작에도 말려 올라가지 

않고 최적의 플레이를 도와준

다. 세트로 흡한 속건 기능의 

쉘론 원단 적용과 HEM 노라

인으로 제작된 ‘골프&테니

스브라 팬티’도 출시됐다.

글로벌 언더웨어 브랜드 ‘원

더브라’는 ‘원더브라 X 골

프’ 라인을 선보였다. 높은 

신축성의 ‘360 바운스 컨트

롤 밴드’가 속옷이 말려 올

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고, 고

탄력 파워넷의 ‘바운스 컨트

롤 존과 ’바운스 컨트롤 커

버’가 가슴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바디&홈웨어 플랫폼 준앤줄

라이의 컬러집 ‘V넥 스트랍 

골지 프리컷 롱브라’는 데일

리 언더웨어 및 운동 시 탑으

로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아

이템이다. 프리미엄 나일론 

골지 프리컷 원단 사용으로 

내구성 및 신축성이 뛰어나

며 흡한 속건 기능으로 격렬

한 운동에도 쾌적함을 유지시

켜 준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야기’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

랑을 받은 배우이자 뮤지션

인 마야 호크(Maya Hawke)

와 벨기에의 프로 축구 선수 

로멜루 루카쿠(Romelu Lu-

kaku)가 참여해 더욱 화제다.

촬영은 그레이 소렌티(Gray 

Sorrenti)만의 심플하면서도 

인상적인 무드가 돋보이는 흑

백톤으로 눈길을 끈다. 캠페

인 컷 속 셀럽들은 캘빈클라

인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편안

한 착용감의 언더웨어 최신 

컬렉션 엠보스드 아이콘과 모

던코튼 제품을 착용했다. 마

야 호크와 로멜루가 착용한 

이번 캠페인 제품들은 모두 

캘빈클라인 공식몰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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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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은행이 인도네시아 협

동조합 및 중소기업부와 IFC와 함

께 2022년 10월 5~9일에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이슬람 패션 디자

이너들에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

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2년 10

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인

도네시아은행(Bank Indonesia, BI)

이 2019년부터 Indonesia Sharia 

Economic Festival(ISEF) [https://

isef.co.id/ ] 모디스트 패션 활동

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Indone-

sian Fashion Chamber(IFC)와 시

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인도

네시아를 세계 이슬람 율법 경제

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ISEF 패션 부문은 Indone-

sia International Modest Fashion 

Festival(IN2MOTIONFEST)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보인다. 또한, 인

도네시아은행(BI)은 인도네시아 협

동조합 및 중소기업부(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와도 협력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이슬람 패션 

산업의 최고 성과를 세계에 선보

이고 있다.

2022년 주제: ‘지역 제품, 세계

적인 룩’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모디스트 패션 

산업에서 독특한 디자인, 지역에서 

조달한 소재 및 유행하는 룩을 기

념하기 위해, IN2MOTIONFEST가 

160개 이상의 지역과 국제 디자이

조명, 카메라, 패션 - IN2MOTIONFEST, 일정 및 장소 발표

▲Indonesia International Modest Fashion Festival 2022 (IN2MOTIONFEST) will be held from 5-9 October 2022 at the Jakarta Con-
vention Centre, Jakarta, Indonesia.

너, 브랜드, 학교 및 바이어를 맞이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은행(BI)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haria Finance 부

문 이사 Ita Rulina는 “인도네시아

의 모디스트 패션 산업 부문은 빠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당행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특히 모디스트 패션 부문에서 인도

네시아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Global Islamic Economic Re-

port 2021[https://cdn.salaam-

gateway.com/reports/pdf/456

642acf95a783db590e5b104c

ae94046047101.pdf ]에 따르면, 

세계 이슬람 패션 제품 소비액은 

2019년에 미화 2천7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미화 3천

11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슬람 인구가 2억3천10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패

션의 중심지가 될 만한 좋은 입지

를 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부의 파트너십 및 시장 확장(Part-

nership and Market Expansion) 부

문 차장 Fixy는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

아는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

자 한다”라며, “인도네시아 디

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

고, IN2MOTIONFEST의 메아리가 

세계 곳곳으로 울려 퍼지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행사 방문객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에 선보이는 제품을 직접 볼 수 있

다. 이번 행사에서는 할랄 패션 분

야의 이슬람 율법 기업을 모은 플

랫폼인 ‘IKRA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유명 디

자이너와 더불어 프랑스, 말레이시

아 및 태국 디자이너들이 수작업

으로 만든 패션 제품도 선보일 예

정이다.

IFC 국가 회장 Ali Charisma는 

“IN2MOTIONFEST는 지속가능한 

패션과 할랄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원칙에 따라 지역 직물 같은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자 지역 자원을 최

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2MOTIONFEST에는 커뮤니티 모

임, 워크숍, 대회 및 큐레이션도 포

함된다. 메인 행사는 패션쇼, 토크

쇼, 비즈니스 매칭 및 디아스포라 

포럼으로 구성된다. IN2MOTION-

FEST는 인도네시아의 지역 제품

과 국제적인 룩을 도모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디스트 패션 행사

다.

ISEF 소개

ISEF는 이슬람 경제를 촉진하는 인도

네시아 최대의 연례행사로, 세계 이

슬람 율법 경제 포럼의 일환으로 개

최된다. ISEF는 인도네시아의 가치와 

조화를 유지하는 한편, 이슬람 율법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아이디어를 결합해 이슬람 경제

를 지원하는 데 적용할 이니셔티브로 

전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IN2MO-

TIONFEST의 인스타그램[https://

www.instagram.com/in2motionfest/ 

]과 유튜브[https://www.youtube.

com/channel/UCRlWwIvbaDclhc-

1KgSZS7A ], 그리고 ISEF의 인스

타그램[https://www.instagram.com/

isef.id/ ], 유튜브[https://www.you-

tube.com/c/ISEFIndonesia ], 페이스

북[https://web.facebook.com/Isef.id 

], 트위터[https://twitter.com/isefin-

donesi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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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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5일 

에이션패션(대표 박희찬)이 

올해 매출 4000억원을 목표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캐

주얼 브랜드 폴햄이 22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폴햄키즈

와 프로젝트엠도 각각 750

억원과 1050억원을 목표로 

성장세다. 세 브랜드는 올해 

1~9월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

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39%, 35% 성장했다. 

폴햄은 인천 스퀘어원점, 충

주 교현점 등 330.6㎡(100평) 

이상 크기의 대형 직영 매장

을 확장해 현재 20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지난 8

월 31일 오픈한 이마트 사상

에이션패션, 연 매출 4000억 달성 순항

▲에이션패션이 올해 매출 4000억원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점이 열흘 간 2억원 매출을 올

리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

고 있다. 

또, ‘에이지리스, 보더리

스’를 특징으로 남녀노소 부

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 폴햄이 올해 김태

리와 류준열을 모델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개 브랜드는 각자 브랜드 스

토리를 기반으로 한 상품을 

강화 중이다. 폴햄은 한국고

양이보호협회와 의류 폐원단

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쿨 방

석, 회복담요 등 유기묘와 길 

고양이를 위한 제작 지원 활

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부와 

함께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코숏 라인’으로 아트웍, 

그래픽 제품을 전개해 판매

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에는 유튜브를 통해 신인 래

퍼와 함께한 길고양이 영상과 

노래까지 만들어 고객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했다. 

또, FW 주력 아이템이던 ‘

알래스카 라인’을 스트리트 

캠핑 콘셉트 라인으로 확장해 

선보인다. 스트리트 캐주얼과 

아웃도어 감성을 담아 지난 8

월 와디즈 펀딩을 통해 선보

였다. 우비, 침낭, 트랙셋업 등 

폴햄·프로젝트엠·폴햄키즈, 9월 누적 매출 각각 30% 이상 성장
브랜드 스토리 강화하고 에이지리스 상품으로 확대 시장 선점

9가지 제품을 선판매했다. 알

래스카 라인은 기존보다 아이

템을 고급화하고 기능성을 더

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

고 있다.  

폴햄키즈는 ‘호두랑마루

랑’ 라인으로 유기견 입양 

가족 스토리를 담은 캠페인과 

유기동물을 위한 기부를 꾸준

히 진행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며 고정 고객층을 늘리

고 있다.

프로젝트엠은 지난 9월 곰 보

금자리 프로젝트 ‘문베어 컬

렉션’을 선보이며 웅담 채

취로 사육 및 고통받는 ‘반

달가슴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프로젝트엠은 

2020년 순살탱 캠페인을 시

작으로 꾸준히 유기동물에 대

한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

다. 지난 5월에는 ‘세모식 캠

페인’을 통해 멸종 위기 식

물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협

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폴햄은 내년에도 에이지리스

한 착한 브랜드로 행보를 이

어가고 여성 제품을 35% 이

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프

로젝트엠은 내년에 영한 스트

리트 무드의 ‘PRJCT’라인

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 프로

젝트W를 10% 비중까지 구성

해 여성 라인을 강화한다. 

폴햄 키즈는 컬러풀 스웻 세

업과 라운지 웨어의 전략적 

판매를 이어간다. 폴햄키즈

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위

한 편안하고 개성있는 스트리

트 무드의 ‘영스터 라인’과 

저학년생을 위한 ‘호두마루 

라인’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또, 여아 제품을 확장해 구성 

중이다. 

3개 브랜드는 유통망을 공격

적으로 확장시킨다. 폴햄은 

올해 매장을 현재 265개에서 

280개로, 폴햄 키즈는 173개

에서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엠은 현재 186개

에서 205개로 증가시킬 예정

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텍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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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봉제 12 2022년 10월 15일 

신성통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제품 생산에 나선다. 하

도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 하

는 방식 보다 직접 생산 하는 

것이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유

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된다.

신성통상은 지난해 11월 79

억원을 출자해 인도네시아

에 법인(PT. SHINSUNG 

GRAND INDONESIA)을 설

립했다. 이후 49억원을 추가 

출자, 총 126억원을 투자했

다. 이 공장은 완공 단계에 접

어들었으며 빠르면 내년 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간 신성통상은 인도네시아

에서 관리법인(SHINSUNG 

TONGSANG INDONESIA)

을 통해 현지 기업에 하도급 

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따라서 이번 신규 공장 

건립은 인도네시아의 인건비

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무관

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평균 최

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 2019년 

8.03%, 2020년 8.51%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2020년의 

경우 달러로 환산하면 월 298

달러로 주변국가 베트남(192

달러), 미얀마(126달러), 캄보

디아(190달러)보다 높았기 때

문에 비용 부담을 느꼈을 가

능성이 높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용 절감 및 생산관리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

아에도 생산공장을 건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성통상, 인니서 직접 ‘의류’ 생산한다

그는 “베트남과 미얀마, 니

카라과 등 기존 생산공장들이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신공장의 생산물

량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신성통상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

아에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효과적

일 것으로 관측 중이다. 올 하

반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OEM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단가 인상 및 원달러 환율 상

승으로 환차익을 누릴 가능성

이 높아서다.

시장 한 관계자는 “OEM 기

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

에 생산시설을 건립한다”며 

“생산시설 없이 외주만 맡기

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추가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 설립...비용 등 효율성 차원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

을 수밖에 없고, 하도급에 재

하도급 주는 형태다 보니 실

상 남는 게 많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에 이어 내

년에도 수주단가 상승, 고환

율 등으로 수출 사업을 영위

하는 OEM 업체들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신성통상 역시 인도네시

아 공장 건립을 통해 적잖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성통상은 매년 해외 

생산규모를 늘려 패션사업 부

문 가격경쟁력을 재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신성통상의 

해외법인의 생산 라인 수는 6

월말 기준 238개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미얀마

의 경우 117개로 21.9% 급증

했다.                PAXNE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