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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권네트워크
수�신 각�언론사�경제부/사회부/국제부

발�신

기업인권네트워크(KTNC�Watch)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

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담당자:�국제민주연대�나현필�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목 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인권침해�해결�촉구�한국-인도네시아�공동행동�개최

일�자 � 2019년� 3월� 20일� (총� 20쪽)�※인도네시아�문제�한국기업�사례�포함

�

보�도�자�료

인도네시아�한국기업의�인권침해�해결촉구
한국-인도네시아�동시행동

-� 도망간�한국기업주는�즉각�노동자�앞에�서라!-

1.� 인도네시아� 의류봉제업체인� SKB의� 임금체불� 및� 야반도주� 사건은� 인도네시아

를� 비롯한� 해외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저질러온� 인권침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침해�문제에� 대응해온� 한국� 시민사

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과�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노동투쟁연대위원회(Labor� Struggle� Solidarity�

Committee)는� 공동행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3월� 20일� 오전11시에� 광화문� 광장

에서� 기업인권네트워크� 주최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3월�

20일� 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노동부,� 인도네시아� 한

인상공회의소�앞에서�약� 500명의�노동자들이�집회가�계속되었습니다.�

�

2.�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약� 20개�

한국기업에서� 임금체불과� 야반도주를� 포함한� 노동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중에는� 체불임금이�지급되고�종결된�사례도� 포함되어�있으나,� 문제는�반

복적으로� 한국� 업체들에서� 임금체불과� 보상금� 미지급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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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이� 20개� 사례� 중에� 14개� 사례를� 다시� 선별하여�

기자회견을�통해�발표하고�해결을�촉구하였습니다.

3.� 보도자료에는� 기업인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발언문,� 인도네시아�

진출� 문제� 한국기업� 사례,� 인도네시아� 현지� 성명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귀� 언론

사의�많은�관심과�취재�부탁드립니다.�

■� 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인권침해�해결�촉구�한국-인도네시아�공동행동

한국�기자회견.� “도망간�한국기업주는�즉각�노동자�앞에�서라!”

▶일시:� 2019년� 3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광화문�광장

▶�순서

1.� 기자회견�개최�배경

(사회자,� 국제민주연대�나현필�사무국장)

2.� 인도네시아�한국기업�문제에�한국정부가�개입해야�하는�이유

(정신영�변호사,� 공익법센터�어필)

3.� 인도네시아�한국기업�인권침해�사례�소개

(김동현�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법)

4.� 해외진출�한국기업에�대한�시민사회의�법적•제도적�대응

(김지림�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5.� 한국�정부의�해외진출�기업�인권침해�방지�대책�촉구

(류미경�국제국장,� 민주노총)

6.� 질의응답

7.� 기자회견문�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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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문제에 한국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몇 년 전, 우리 사회에 구조화, 고착화되어 있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짜사
장나와라운동본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
한 노조탄압을 비롯하여 이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려 중대사망산재나 위험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원청 사용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
니다. 사실 원청 사용주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용 구조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때, 오히려 원청 사용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사장이 불
완전한 ‘법’의 비호 아래 숨어버리는 일은 국경을 넘어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비 절감이나 국내에 없는 자원 확보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사업
장을 운영합니다. 이럴 경우 공동투자나 자회사, 혹은 별도의 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현지 법인이 설립이 되지만 해외 사업장 운영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한국인 
사업자 혹은 법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결과가 동일합니다. 

한국 기업은 전세계에 진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 국가(동남아시아 국
가연합, ASEAN)에 가장 많은 수의 기업들이 진출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3
월 29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부당해고 및 노조 탄압, 임금체불 후 
도주, 불법 파견, 장시간 근무 강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 현지 법인의 사장들이 적절하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정치적 불안정, 미비한 법,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투자자 우대 조치 등의 뒤에 현지 사장들이 감추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고, 때로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이 아예 현지를 떠나 사장
이 한국으로 물리적으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앞서 제기된 노동권 
침해의 문제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 ‘진짜 사장’은 (자본이 되었든 신체가 되었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의 노동자들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진짜 사장’이 나와야한다고 촉구를 하
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한국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 진



- 4 -

출을 활발히 하기 시작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외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나 미비한 법을 핑계로 대며 노동권 침해를 비롯하여 현지 주
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브랜드
인 나이키가 파키스탄의 아동노동으로 생산된 축구공을 사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때 나이키는 아동노동이 구매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관계가 없다고 부
정하였지만 아무도 그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도 보팔 지역에 위치한 미국 다국적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의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1984년 사고 당시에만 3700명이 죽고, 이후 35년간 1만 6천명이 넘
는 사망자와 최소 55만 800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인도 정부도 미국 
본사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법원은 당시 유니언 카바이드의 사
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으나, 사장은 인도로 신병이 인도되지 않아 결국 플
로리다 해변의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 사장들이 진출국의 부실한 법과 집행,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등에 힘입
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이, 이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당하는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제사회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
다, 투자자들의 나라, 진짜 사장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그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
가 자국 소재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인권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예방적 조치인 인권 
실천과 점검 의무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국내외의 사업장에서 이행하도
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몇 년간 유엔 인권 기구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체들에서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것에 대해 권고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NAP에도 해외진출기업에서 발생하는 현
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방지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
불 사태를 지적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과 인도네시
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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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구체적인 실
행방안이 결여되어있다 점과 예방책이 아닌 뒤늦은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사건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야 해서, 임금인상률이 높아서 등의 이유로 영세한 봉제업체가 야반도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한국 정부가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는커녕 처벌
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
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이 이행해야할 기본적인 의무이지 ‘고충사항’
이 아닙니다. 심지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임금은 여전히 낮으며, 정
규직 고용률도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외치는 ‘진짜 사장 나와라’의 요구에 응답해
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다수의 유엔 인권 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와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
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인권 침해 사례 
 

인도네시아 짂출 한국기업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자취를 감추는 것, 불앆정한 고용, 과도한 노동 시갂, 초과근

로수당 미지급,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얶어 및 신체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인도네시아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특히, SKB사례의 경우에, 노동자들은 김재철 사장이 인수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음(2013

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SKB가 미지급한 금액 총 약90억원) 

 

이외에도 다수의 현지 법 위반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됨[자료 출처: LIPS(인도네시아 노동인권단체), 기업인권네트워크(한국)] 

 

번호 회사명/지역 업종 납품 브랜드 위반 내용 한국사업주 피해 직원 수 관렦 사건 짂행 등  

1 PT Dada Indonesia.  

in Purwakarta West Java 
의류 Adidas  

GIII  

H&M 

1. 2018년 10월 31일, 한국인 소유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자취를 감춤 

2. 노동자들에게 최저에 못 미치는 임

금을 지급함 

 ±1,300명 분쟁 짂행 중 

2 PT Kahoindah Citragarmen 

2,   

in Bekasi, West Java 

의류 Nike  

Fantastics  

Magistic 

1. 2018년 10월 12일에 공장이 문을 

닫고 Cakung(KBN Cakung)의 공업지대

로 이젂함 

2. 노동법에 부합하지 않는 보상금을 

받도록 노동자들에게 강요함 

 ±3,000명 노동자의 젃반이 보

상금을 받아들였고, 

68명의 노동자들은 

KBN Cakung으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업

무가 할당되지 않음 

3 PT Dream Sentosa 

Indonesia,  

in Karawang, West Java 

신발 Nike  1. 2017년 12월부로 공장이 문을 닫음 

2. Central Java로 옮겨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 

 ±10,000명 68명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원을 통해 계

속 문제제기 중 

4 PT Hansoll Hyun  

in Subang, West Java 
의류 Walmart  

Aeropostale 
1. 2017년 3월에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음 

2. 퇴직금 미지급 

김OO(사업주) 

 

±1,700명 관렦 사건 짂행 중 



3. 최저임금 미달 

5 PT Hansae Utama,  

in KBN Cakung, Jakarta  
의류 H&M 1. 2018년 9월 공장이 문을 닫았고 노

동법에 부합하지 않는 퇴직금을 지급함 

 ±700명  

6 SS Print Bekasi 의류 나염 Adidas 1.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고, 고용주

들이 자취를 감춤 

2. 퇴직금 미지급 

고OO (사업주) ±500명 노동법원에서 노동

자들에게 퇴직금 및 

다른 보상금을 지급

하라고 명령함 

7 PT Doang An Kreasi 

Indonesia,  

Bekasi 

가발  Subang으로 이젂함  ±900명 베카시지역 공장폐

쇄과정에서 노동자

들이 해고되자 노동

자들이 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 

후, 대사관에서 회

사에 편지를 보내자 

회사는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노동

자들은 주장하고 있

음.  2017년까지 노

동법원과 인도네시

아 국가인권위원회

가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및 

권고했음에도 아직

까지 15명의 노동자

가 아직 1개월치 임

금을 받지 못함.  

8 PT SJ Mode, Subang 의류 Walmart 

국내벤더  

1.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2. 임금 미지급 

이OO(사업주) ±1,000명 현재 이OO의 형인 

이※※가 공장관리 

중으로 알려짐 



9 Shinwon Ebenezer 의류  2017년에 공장이 문을 닫음  32명 짂행 중인 사건 

10 PT Sentosa Utama 

Garmindo,  

Sukabumi 

의류(자

켓) 

Jichodo 1.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2. 공장이 문을 닫음 

남00(사업주) ±700명 짂행 중인 사건 

11 PT Mikwang Prima Indo,  

Tangerang Banten  
엠보싱,  

몰딩 프레

스 

재단, 

젂사지 분

류 

Adidas 1. 고용주가 2018년 12월부터 자취를 

감춤 

2. 2019년 2월에 공장이 문을 닫음 

3.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의 지불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노동자들에게 최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함 

김00(사업주) ±300명 짂행 중인 사건 

12 PT Il Jin Sun in Purwakarta 의류  1. 최저임금 미지급 

2. 2018년 7월부터 임금 미지급 

 ±1,400명 추가 정보 없음 

13 PT Selaras Kausa Busana  

in Bekasi 
의류 K-Mart  

A Glow  

Sonoma  

RPR  

Target  

March  

Anthony  

Justice  

Mudd  

Kohl’s  

Disney  

Tj May  

APT 9  

Hema  

Urbans  

Fila 

1.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의 지불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노동자들에게 최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함 

2. 2018년 10월에 공장이 문을 닫음 

3. 2018년 11월부터 사장이 자취를 감

춤 

김OO(사업주) 

김※※(실소유자) 

 

 짂행 중인 사건 

14 PT Kizone Tangerang,  

in Banten Province 
의류 Adidas 한국인 사업주가 자취를 감춤 김※※(사업주) 

 

 나이키, 아디다스, 

그린텍스 등, 바이

어, 벤더가 젂액지

불 

 



1. 대부분의 한국인 투자자 기반 의류공장들이 노동자들에게 자짂 퇴사를 권유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 공장을 Jakarta, Bogor, 

Tangerang, Bandung dan Karawang에서 Java섬 중부와 서부로 옮기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음. 

 

2. Majalengka, Sukabumi dan Boyolali와 같은 Java섬 중부의 새로운 산업 단지에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얶어 및 신

체적 폭력 등과 같은 노동인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파악하고 있음. 

 

3. SKB 원소유주인 김※※의 경우에 이미 탕그랑 지역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다 야반도주 하여,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보상금을 바이어와 

원청업체들이 젂액 지불하였음. 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의류업체 외에 자카르타와 발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Kizone 공장 야

반도주 하면서 유흥주점도 함께 접고 달아난 것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알려짐. 이후 친구인 김OO 사장에게 SKB 공장의 명의만 넘기고 

일정금액을 매달 받은 것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악되고 있음. 김※※는 SKB 공장 건물 및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즉, SKB건에 있어서도 핵심인물은 김※※로 SKB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함. 

 

4. 한국업체가 폐업 한 이후에, 다른 한국업체나 한국인이 기존 폐업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 기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기존 공장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자산을 매각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 쓰여지

지 않고, 기존 업체에 납품한 한국업체들이나 대출해준 한국은행들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앞서 자산 매각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노동자

들은 한국업체갂의 혹은 한국은행과 업체갂의 담합을 의심하고 있음. 

 

5. 현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한솔 현(Hansoll Hyun)”은 2016년말부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니 어느 날 공장을 

폐업하고 경영짂은 사라짐.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본사 역시도 2016년 12월에 폐쇄함.  1700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에 한국 

업체들과 한국은행갂의 담합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한솔 현”의 부도는 한국 협력업체 2곳의 물품 대금 지급 소송이 도화선이 되었고, 회사는 회사 공장과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 인도네시

아 법인에 대출을 받아 잠적하였음. 그리고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헐값에 한솔현의 공장 기계와 건물을 다른 한국 의류업체에 넘겼

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임.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2018년 10월에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지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한국업

체와 우리은행 사이의 담합이 있었는지 밝히라는 시위를 벌임. 기업주의 야반도주로 인해 인도네시아 짂출한 한국 금융기관까지도 인도네

시아 노동자들에게 원망을 받고 있음.  



 

 

사짂설명: 2018년 10월 5일에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반둥지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솔현 노동자들.  

 

6. SS print의 고OO 사장의 경우에 법원의 퇴직금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0월에 사라짐. 노동자들이 확보한 한국 내 본사와 

고00 사장의 자택에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가 2019년 1월경 방문하였으나, 본사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자택주소에도 고00 사장은 

원래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거주민의 답을 받음.  

 

7. 표 2번과 3번의 가호 인도네시아와 드림센토사 건의 경우에 나이키가 인도네시아 의류 및 악세서리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발생.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법적 대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몰래 도망쳐 오면, 그 나라로 다시 끌려가지 않
는 한 한국에서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 
인도네시아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여 노동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주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마저도 체불하
거나 미지급한 한국 기업인들의 경우에 모종의 이유로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형법은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한다’라고 하여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임. 즉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대한민국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대상, 대한민국 검사의 기소대상,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음.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사업주가 해외에서 ‘처음부터 임금체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혹
은 ‘처음부터 임금지불의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였던 경우에 사기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이 외에도 해외에서 사업주가 노동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형법상 
폭행죄 위반, 폭행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을 추행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위반, 그
리고 해외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해당국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렇듯,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으로 도주한 사업주들은 그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으로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 이외에도, 한국에서 검·
경에 의해 수사되고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업인권네트워크는 해
외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폭행, 성추행,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불법행위
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고소 혹은 고발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안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1. 한국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담당하고 
대응할 정부부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문제의 성격상, 특정 정부부처가 전담할 수 없는 사
안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및 지휘 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
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조직체계가 필요함. 정부는 2018년 8월에 발표한 제3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해외진출기업�현지노동자�인권침해�방지�및� 예방� 노력

•�국내외�관계기관과�주요�상황� 공유�및�협업체계�구축

•�해외진출기업�노무관리�현지�설명회�및� 진출�예정기업�국내�설명회�개최

•�진출국가별�노무관리�지원자료�발간�및� 제공

◯�정부� 기반� 구제의�실효성�제고

•� NCP관련� OECD� 동료평가를�통해�선진국들로부터�오랜�운영경험�벤치마킹

•� NCP운영�개선

-� 중립적이고�전문성�있는� 인사가�참여할�수� 있도록� NCP위원�구성의�다양화

-� 가이드라인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해외� 이의제기사건�우수�사례� 공유

-� 시민사회단체,� 사용자단체�등� 이해관계자�참여�확대

그러나 정부가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구축하겠다는 협업체계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
명 함. 명확하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지원한다
는 목표아래, 관련 정부부처들로 이뤄진 상시적인 체계에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2. 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개혁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한국정부는 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이하 NCP)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
수해왔음.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NCP에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
기하면 한국NCP는 이 진정을 심의하고, 필요시 조정 절차를 주선한 후에, 최종적으로 해당기
업이 OECD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결정문을 공표하게 됨. 그러나 한국NCP는 
2000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약 25건으로 추정되는 진정건에 대해서, 단 한건도 한국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결정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 현재 
한국NCP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고용노동
부 개발협력지원팀장/환경부 국제협력과장으로 이뤄진 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2018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NCP에 NCP위원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NCP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2019년 9월
로 예정된 한국NCP에 대한 동료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NCP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



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기본
적으로 한국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임. 

3.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노무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현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KOTRA가 현지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고, 노무관리 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노무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우만 보더라도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있
는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자료는 2008년도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음. KOTRA와 노동부를 포함하여 정부부처들이 
실시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교육에서, 실제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
하고 한국기업들이 현지 법률을 무시하는 관행의 위험성에 대해 반드시 교육할 필요가 있음

4. 문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리스트 작성과 공개 및 제재

한국에서도 임금체불 기업명단을 정부가 공개하고 있음.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
불하고 야반도주하는 기업인과 기업명단을 작성하여 정부가 공개할 필요가 있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야반도주 하는 기업인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원청과 해당 국가 정부 및 노동
자들이 문제기업과의 계약 및 투자유치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금전적 손해뿐만 아
니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아울러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과 모기업에 
대해서 수출신용보증 배제나 공공조달 입찰 제한과 같은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인권침
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5. 한국기업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 한국기업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적/비사법적(NCP) 구제절차를 이용할 때, 통번역 지
원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해외 공관의 대응 체계 구축

현재 아시아 지역에 고용노동관이 파견 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불과하며, 고용
노동관이 파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명확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국 정부는 해외공관장을 포함하여 해외공관원들에 대해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업무임을 명확
하게 지시하고, 기업 및 현지교민들에게 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설명해야 함. 현지 정부에도 
현지의 법률과 제도가 한국기업이 인권존중 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면, 한국정부
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한국기업이 현지의 법체계를 핑계로 인권침해 관행을 지속하지 않도



영국정부의�기업과� 인권� NAP중,� 해외� 공관� 및� 정부의� 현지� 시민사회와�정부에� 대한�

방침�중�발췌한�내용

-� 해외주재� 공관,� 주재국� 정부,� 영국� 기업인,� 노동조합과� NGO단체는� 물론,� 인권옹호자,� 학자

와� 변호사� 및� 기타� 지역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영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위험에� 대한� 정

보를�제공하는데�도움을�주도록�지시하였다.

-� 정부는�기업과�인권� 관련� 의제의�실행� 및� 모범관행(Good� Practice)의� 공유,� 그리고�모범관

행의�부재로� 인해� 기업들이�겪는� 어려움에� 관해서�기업과� 의회� 및� 시민사회간의� 대화를� 지지

한다.� 또한,� 현지의� 법률이�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아� 영국기업들이� 인권존중의� 책임을� 수행하

는데�문제가�생길� 때,� 외교사절단들로�하여금,� 영국정부의�우려를�현지� 당국에�제기하도록�지

시할�예정이다.�

-� 외교부의�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펀드’틀� 통해� 해외에서� 구제절차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 사업들은�인권보장체계를�발전시키려는� 국가에� 도움을�제공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려는� 노조� 및� 시민사회와� 기업과� 인권관련� 이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옹호

자� 보호를� 지원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고충처리장치들에� 대해서� 참여� 및� 수용하거나� 제공하

려는�기업을�지원하는�사업도�포함된다.

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특히, 현지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영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공관 및 정부의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도
입해야 한다. 

                                



< 기 자 회 견 문 >
    도망치고도 처벌받지 않는 한국기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태를 지적
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 협력할 것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한국정부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현안으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피력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
한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한국기업들은 국내에서의 반인권적인 노
무관리 관행을 해외에서도 답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SKB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셀 수 없는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고통이 있은 후에야 
겨우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게 되었지만 당장 SKB 사태 해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B 사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들에서 나타났던 임금체불과 야반
도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화장실을 비롯한 노
동환경에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다가 기업주가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체불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행태는 반복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
하였다.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인 현지 당국의 의지는 없었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이런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일부 악질적인 한국기업
주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을 남겨놓고 돈을 챙겨 사라지는 행태를 계속해왔다. 2019년 
3월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가 SKB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긴급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
도 이런 행태가 나타난 한국기업은 SKB를 포함한 4개 기업에 달한다. 
야반도주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공장폐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법이 정한 퇴직금 및 보상금
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중남미에서도 계
속되고 있으며, 노조탄압과 열악한 노동환경문제까지 포함하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문
제는 국내에서 보았던 문제들과 꼭 닮아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2011년에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
권 이행원칙”이고 OECD가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제도이다. 한
국은 OECD 회원국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가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 아니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회자되면서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너무나 당연하며, 오
히려 이런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한
국사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한다.
한국기업들은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 문제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국내외
에서 최소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단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
르면, SKB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은 9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한국기업인
은 인도네시아 법률은 무시하고 1개월 치 체불임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싼 임금만 
보고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뒤늦게 법에 규정된 보상금이 과도하다고 
현지 법률 탓을 하는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SKB를 포함한 야반도주 한국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은 물론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한
국기업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SKB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출국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현지 시민사회와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외진출 한국기업 전반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문제
를 정확히 파악하기보다,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다면 “어글리 코리
안”이란 비판은 계속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사장이 사라진 공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하는 고통이 계
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SKB 사태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야반도주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모든 수
단을 동원하여 해결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은 현지 법률에 따라 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 
하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은 국제 노동기준 및 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특히, 사업장 폐업 및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한 노동자들과 현지 당국에 사전에 알리
고 노동자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라

                                  2019년 3월 20일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

주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인도네시아 노동투쟁연대위원회 성명서>

_For Immediate release_

*Prosecute, imprison and revoke the permission of Korean entrepreneurs who 
disobey labor law in Indonesia*

Longlive labor struggle!

In the past year, more than 5 factories with investors from South Korea were closed. 
More than 6000 workers were victims of massive layoffs as a result of this closure. They 
are subject to termination without being given severance pay, and all the rights attached 
to them while working at the factory are considered to be nonexistent. Even though 
during work, laborers are forced to overtime continuously to work on goods with high 
targets only to increase the profits of entrepreneurs.

Korean companies in Indonesia mostly produce a variety of products such as apparel, 
footwear, electronic components, and printing in the supply chain for leading brands such 
as Nike, Adidas, GAP, JC Penney, H & M, Samsung and so on. . During their operation, 
they enjoyed the ease provided by the government for years: tax cuts and low-wage 
policies. Even though facilities have been provided, Korean investors still violate the law. 
Even the law is just straddled.

Apart from high targets, forced overtime, and late hours, Korean companies also employ 
outsourced workers and contracts. Gender-based violence is also something that is found 
everyday in these Korean companies. Forms of violence range from verbal violence such 
as shouting and insults, or that are sexually suggestive such as suit and dating requests; 
to physical violence such as being thrown with unfinished goods (can clothes be shoes), 
encouraged; or that is sexually suggestive such as squeezing the body parts of a female 
worker or being hugged or peered. The threat for women workers who refuse is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not contract again.

This massive layoff occurred because the company relocated to another place or fled 
abroad. Many reasons were made to justify their steps. Some cases we can call for 
understanding how the behavior violates the law carried out by investors from South 
Korea. Within a month, the company PT Selaras Kausa Busana (SKB) located in Bekasi, 
said it was closed in October 2018, after previously for five consecutive years paying 
workers' wages below the minimum wage provisions. The fate of thousands of PT SKB 
workers is uncertain.

Then PT Dada Indonesia. A Korean investment company located in Purwakarta closes 
quietly without notice. Management said the company was experiencing slow orders. 
While investigating the worker's friend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company PT Dada 
had opened a new factory under the name PT Laspo, located in Central Java. Now, 
more than 1300 PT Dada workers are no longer working. They are still fighting for their 
rights to be fulfilled.

Not long ago there was PT Sentosa Utama Garmindo. This Korean investment company 
located in Sukabumi owes workers wages for 3 consecutive months. Wages for workers 
are in arrears by the company. And soon there was a business polemic, the company 
owed various parties and the factory was sealed. While at the edge of this business 
polemic, labor rights are not counted at all. About 700 PT SGU workers are now on the 
verge of unemployment.

To see the systematic violation of law from Korean investors, we do not need to go far. 
Just come to the Archipelago Bonded Zone (KBN) Cakung. One of the oldest garment 
export-based regions in Indonesia has for years kept a brutal story of how Korean 
businessmen fled, relocated, wrested assets between banks and the government, while 
labor rights were never ignored. This takes place repeatedly every year. PT Myung Sung, 
PT Doko Busana, PT BTS Indonesia, are Korean companies that employ thousands of 
workers who are now closed. Laborers were laid off, the businessman fled, some 
relocated, leaving workers without paying severance pay.

The brutality of law violations committed by Korean businessmen has never been 
punished by the government.

In fact, Korean investors / entrepreneurs continue to be facilitated to seek profits in 
Indonesia. Those who have fled and abandoned laborers can easily come to Indonesia to 
open factories again, whenever they want.

For this reason, we from the Labor Struggle Solidarity Committee today held a 



demonstration at the Ministry of Manpower, the South Korean Embassy, and the South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fice to sue:

1. The governments of Indonesia and Korea must immediately take firm action against 
Korean businessmen who fled and did not pay severance pay.

2. The Indonesian government must closely monitor every Korean company in Indonesia 
that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labor law.

3. Fair, imprison and revoke the permission of Korean entrepreneurs who disobey labor 
law in Indonesia

Thus this press statement was made.

Long live labor struggle!

Jakarta, March 20, 2019

Contact: Kokom Komalawati (08128870192)

*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한국 기업들을 적발, 구속하고 사업허가를 철회하라. *

노동 투쟁이여 영원 하라!

작년에 한국출신의 투자자를 둔 5개 이상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그 결과, 6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해고의 피해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퇴직금도 없이 일을 그만둘 것을 강
요받고 있으며,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던 권리들이 이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심지어 일을 했었던 때도 노동자들은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시된 높은 할당량을 채우
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 근무를 해야만 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나이키, 아디다스, 갭, JC페니, H&M, 삼성 등의 시장선도브랜
드들의 공급업체로써 의류, 신발, 인쇄, 전자 부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년 동안 이러한 기업들에게 감세 및 저임금정책 등의 방법으로 운영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투자자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높은 할당량, 강제 초과 근무, 강제 야근 외에도, 한국 기업들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
한 한국 기업에서는 젠더폭력 또한 자행되고 있다. 폭력의 형태들은 고함을 치고 욕을 하거나 데이트 신
청, 복장과 관련한 외설적인 말 등의 언어적 폭력에서부터 옷이나 신발 등 작업 중인 제품을 던지거나, 
여성 노동자의 신체 부위를 꽉 쥐거나, 안거나, 몸을 빤히 응시하는 등의 신체적 폭력까지 다양하다. 여
기에 저항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낀다.

한국기업이 공장을 인도네시아 다른 지방이나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것으로 인하여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이전은 많은 이유들로 정당화된다. 몇몇 사례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법을 위반했음
에도 노동자들이 이해할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Bekasi에 위치했었던 PT Selaras 
Kausa Busana(SKB)라는 회사가 자기들은 2018년 10월에 문을 닫았는데,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줄
곧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왔다. PT SKB의 수 천 명의 근로자들의 운명은 
이제 알 길이 없게 되었다.

Purwakarta에 위치한 한국인 투자기업인 PT Dada Indonesia의 경우 아무런 통보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다. 경영진은 회사에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회사의 소유주가 
중부 자바에 PT Laspo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현재 1,300명이 넘는 
PT Dada의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 중이다.

Sukabumi에 위치한 한국인 투자 기업인 PT Sentosa Utama Garmindo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3개월 
치를 체불한 상태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사업적 위기를 맞이하였고, 공장은 폐쇄되었다. 이러한 
사업적 위기의 가장자리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약 700명의 PT SUG의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인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Cakung의 
Archipelago Bonded Zone(KBN)에는 이러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오래된 
의류 수출 기반 지역 중 하나인 이 곳은 한국 기업인들이 어떻게 도피하고, 회사를 이전하며, 은행과 정
부 사이에서 부정하게 자산을 부풀리면서도 노동권은 철저하게 무시당해왔던 잔인한 이야기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매년 되풀이된다. PT Myung Sung, PT Doko Busana, PT BTS 
Indonesia는 수 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었고, 지금은 문을 닫은 한국 회사들이다. 노동자들은 해고됐
고, 경영인들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도피하거나 몇몇은 회사를 이전했다.

한국인 기업가들이 법을 어겨가며 저지른 만행은 이제껏 한번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처벌받은 적
이 없다. 사실 한국인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피하고 노동자들을 버린 이들은 그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 다시 인도네시아에 
와서 쉽게 공장을 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Labor Struggle Solidarity Committee 출신의 우리들은, 최근 노동부, 대한민국 대사
관, 그리고 한국 상공 회의소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기 위한 시위를 가졌다.

1.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피한 한국인 기업가들에 대해 즉각 단호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한국 회사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야한다.

3.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따르지 않은 한국인 기업가들을 바로 구속하고 사업허가를 취소해라.

노동 투쟁이여 영원하라!

2019년 3월 20일, 자카르타

연락처: Kokom Komalawati (08128870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