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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에서 시트, 기내 편의시설까지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향해

대한항공의 더 큰 고객사랑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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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는 인니 한인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낀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경험이

나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자유표현의 예술 그래피티. 그 앞에 늘어

선 들꽃의 자유로운 향연. 이들의 만남은 

항상 아름다움의 자유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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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일 자카르타 하얏트 호

텔에서는 한인회 간부, 평화통일정

책(이하 평통) 자문회의 인니지회 

위원들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UN사무

총장 출마 선언을 한 반기문 장관

은 중남미, 아프리카등 여러 나라

를 순방한 뒤 하산 위라유다 인니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인니를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문 중이

었다.

 오찬간담회에서 반기문 장관은 인

도네시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

시했다. 인사말에서 반기문 장관으 

개인적으로도 하산 위라유다 외부

부 장관과는 아세안 어느 나라 외

한인회/평통위원,
반기문 장관과 오찬간담회 가져

한인회 소식

무부 장관보다도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밝히

고 이러한 관계가 양국간 관계 증

진 및 한인사회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인니간 체결된 ‘전략적 동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 반기문 장관은 “정부는 동포사

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선 유학생

이나 일시 체류자들에 대해서 참정

권이 보장되도록 선거관리 위원회

와 협의하는 등 해외거주 동포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법

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국내

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 문제와 상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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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되고 법률적 평등성에 저촉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털어놓았다.

 UN사무총장 입후보와 관련해서

는“과거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

했으나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UN에서 우리의 활동이 활발하고 

경제적인 기여도가 세계 10위권

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

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인회 김재유 수석부회장

은 교민 사회를 대표해서“인니 내 

3만 여 교민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국위 신장 덕분에 매년 사업기반을 

잘 다져가고 있고 사업 확장과 신

규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 

한-인의 돈독한 유대와 협력관계

강화를 부탁했다. 특히 반기문 장

관이 차기 UN사무총장에 반드시 

피선되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룩해 주길 기원했다.

 참석한 한인회, 평통대표들은 인

도네시아의 경제상황과 노동환경

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노

동법 개정을 둘러싼 정.경.노동자

들의 반응 또한 인니에 점차 가열

되고 있는 한류와 교민사회의 애로

사항들을 반기문 장관에게 자세히 

전했다. 이에 반기문 장관은 한-인

니간‘전략적 동반관계’가 구축

되면 양국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외

교관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

원, 에너지, 방위산업등 분야는 물

론 양사교민 정책, 전략적투자 면

에서도 외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

게 되므로 양국관계가 더욱 낙관적

으로 바뀌어 갈거라고 전했다.

 한편, 반기문 장관은 전날인 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예

방, 부디요노 경제 조정장관과 면

담했다. 특히 하산 외무부장관과

는  양국간 관계 강화를 목표로 공

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하고 양국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

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반기문 장

관은‘한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

에 인도네시아와 원자력 협력협정

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서‘한국은 최대 핵발전국 중 하나

이며 이 분야의 선진국임’을 홍보

하기도 했다.



한인뉴스 5월호

11

한인회 소식

중부 자바주 투자설명회 개최

중부자바주지사의 인사말

 중부자바주가 적극적인 국내.외

국인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4월 5일 자카르타의 그랜 멜리

아 호텔에서는 중부자바 정부와 

투자조정청 중부자바 지부가 주

최한 '중부자바 투자설명회'가 개

최됐다

 인니기업인 외에도 한국기업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 등 200여 명

의 예비투자들이 참석하여 중부자

바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부자바는 법

적, 제도적으로 월등히 개선된 서

비스로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

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업종별, 

지역별로 시행기업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각 분야에 투자할 투자

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다.

 H. Mardiyanto 중부자바주지

사는 환영사에서 중부자바주는 

2006년을 한단계 더 도약하는 투

자 유치의 중요원년으로 잡았으며 

특히 중부자바주 정부는 투자자들

의 편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부자바주는 2001년 

6600만 달러에서 2005년도에는 

5억 5000만 달러가 넘는 투자유

치를 실현했다면서 이러한 증가세

야 말로 지금이 중부자바주에 투

자를 해야하는 적기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 관계자는 중부자바주가 가지

고 있는 이점들-지리적 요충지, 

저생계비.저임금, 유용한 기반시

설, 풍부하고 잠재력있는 많은 산

업 보유, 원스톱시스템(OSS)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한 투자 허

가절차의 간소화, RIA적용, 투자

시 빠른 문제해결 처리를 위한 측

별전문팀 구성, 이 외의 각종의 인

센티브 정책들-을 나열하면서 중

부자바주는 투자자들을 맞이할 준

비를 거의 끝내논 상태라고 전했

다.

 설명회 중 특히 중부자바주에 투

자해 단기간 인니의 최대식품기업

으로 성장한 가루다푸드의 성공사

례에 대한 분석자리도 마련되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설명회 후 간단한 점심시간을 가

진 후 중부자바주의 각 업종별, 지

역별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예비투

자자들과의 직접적인 상담시간을 

가졌다. 

 중부자바주는 올 6월 인프라시

설투자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

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분야에 대

한 투자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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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니한국부인회 자문/운영위

원 회의가 4월 3일 자카르타의 

포시즌 호텔에서 있었다.

 이날은 국민의례에 이은 회장님 

인사, 새로 신임된 김태현 서기의 

소개, 2005-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한국부인

회는 '1) 운전기사, 가정부 등 현

지인 고용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써주기 운동 전개' , '2) 

5월 8일 부인회 정기 총회 및 효

도 잔치의 스폰서 및 초대권 예매

에 관한 협조 요청'을 주요 안건

으로 다루었다. 이날 한국부인회

는 1)안건에 관해 정기총회에서 

상기 의제에 관한 의미을 설명하

고 경력증명서와 추천서를 교민

잡지에 정기적으로 싣고 교민대

상 영업소에도 비치에 두기로 결

정했다. 또한 2)의 안건에 대해선 

‘한국부인회 정기총회 및 효도 

잔치 한마당’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포스터 부착, TV 광

고 등의 홍보와 행사초대권을 발

부를 하기로 했다. 또한 라 뮤즈 

합창단의 공연, 앙쿨롱 합주, 해

금 연주, 고전무용과 어린이 합장

단 공연, 노인대학 프로그램, 부인

회 패션쇼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

그램으로 이날 만큼은 온 가족이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인니한국부인회 자문/운영위원 회의 가져

좌로부터,

회계 이민희, 회장 채영애, 

서기 김태현, 총무 이경선, 

총무 유은영, 총무 위경순

4월 11일 부인회사무실에선 자문/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의 진행 상황들에 대해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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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월

19일 Pantai 

Indah Kapuk 

Golf&Country 

Club에서 인도네

시아 외환은행의 

“고객 초청 사은

행사”가 120여

명의 많은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금번행사는 그동안 외환은행을 거래

해온 한인사회에 보답하는 자리로 만

들어졌으며 1부 골프대회, 2부초청가

수 및 발리댄스 축하공연, 3부 기념식, 

4부 시상식 및 lucky draw 순으로 진

행되었다.

 1부 골프 대회는 외환은행 본사에서 

방문한 로버트 팰런 의장의 기념시타 

이후 SHOT GUN방식으로 전홀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는 30팀

으로 나누어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서 각자의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신페리오 방식”을 

적용하여 핸디를 정함으로 더욱 정확

한 대회가 되었으며 Longest 홀 2개, 

Nearest홀 2개 뿐 아니라 모든홀에 홀

인온상을 내걸어 더욱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었다.

 2부 공연무대에서는 인도네시아 초청

가수와 발리댄스 그룹을 초대하여 참

석한 고객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3부 기념식은 은행명 변경에 따른 경

과 보고와 함께 주요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민형식 인도네시아 외환은

행 은행장은 환영사에서 지분인수에 

따른 새로운 행명아래 전임직원이 합

심하여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은행장은 또 “선진

금융시스템에 걸맞는 편한은행, 신뢰

할수 있는 은행이 되겠다”며 한인 고

객의 격려를 당부했다.

 4부 시상식 및 Lucky Draw에서

는 PT.MEKAR SAMMI JAYA의 현

정규 고객이 총 70타 2UNDER로 

WINNER를 차지했으며 PT. AURORA 

WORLD INDONESIA의 홍기호 고

객이 MEDALIST로 선정되었다. 아

울러 시상식중 간간히 실시한 Lucky 

Draw행사에는 외환은행 기업모임인 

장미회외 30여 기업에서 협찬한 상품

으로 푸짐하고 다양한 행운권 추첨행

사가 되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고객 초청 사은 행사” 성황리에 열려

1. 김동환 고객, 민형식 은행장,
   로버트 팰런 의장, 홍순용 고객

2. 고객을 맞이하는 민형식 은행장

3. 고객대표로 축사를 하는 박헌식 고객

4. 발리댄스

5. 골프대회 시타하는 로버트 팰런의장

6. WINNER상을 수상한 현정규 고객

7. 여성고객조
   (MEE KIM 고객, 채영애 고객, 김길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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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단 출신 인니 모임인 ROTC 인니동우회

원들이 골프채를 들고 모였다.

 지난 4월 10일 스나얀 골프장에서 ROTC 인

니동우회의 골프모임인 ROTCian 골프대회가 

열렸다. ROTC 중앙회 부회장 박승환 동문을 

포함,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

황리에 개최된 이번 골프모임은 15기 현상범 

동문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우승의 영광을 차

지했다.

 박인진 ROTC 인니동우회장은  "교민사회의 

화합과 알찬 교민사회 건설을 위해 ROTC 동

우회가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에 회

원 각자가 솔선수범하는 봉사정신으로 모범적

인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혀 골프모임의 의

미를 더욱 높였다.

 ROTC인들은 회원들간의 유대와 친목을 돈

독히 하기 위해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골프

모임을 개최한다.

*ROTC 출신이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문은 동우회 사

무국장(나광수, HP 0816-187-4021)에게 연락 바람.   

제 30회 ROTCian 골프모임 개최

이날의 고객사은행사는 좋은 날씨와 

더불어 은행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인 참석자의 참여로 시종 즐겁고 재미

있게 이어졌으며 아울러 참가자의 골

프백과 가방을 은행측에서 직접 개인

별 차량에 실어드리는 등 운영상의 좋

은 서비스등으로 인하여 더욱 좋은 인

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귀가시 정성을 

다해 만든 소형 골프 가방과 골프볼, 자

석티, 장갑등을 참석자 전원에게 은행

측 직원이 직접 나눠주어 귀가하는 참

석자의 마음을 더욱 흐믓하게 만들어 

주었다.

골프대회 수상자 명단

회 사 명 성 명

WINNER PT. MEKAR SAMMI JAYA 현정규

MEDALIST PT. AURORA WORLD 
INDONESIA 홍기호

1ST RUNNER PT. DONGYANG 
ELECTRONICS INDONESIA 윤만권

2ND RUNNER PT. HANKUK COLOR 
INDUSTRI 복철수

3RD RUNNER PT. CHUNJI INTERNATIONAL 문효건

LONGEST DRIVER(6HOLE) PT. CHON POONG INDONESIA 최한집

NEAREST DRIVE TO THE 
LINE(11 HOLE)

PT. SEOUL METAL 
INDONESIA 김성우

NEAREST TO THE PIN(7) PT. MOON MYOUNG 
INDONESIA 김종희

NEAREST TO THE PIN(15) PT. LG INSURANCE INDONESIA 조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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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인니 한인음악협회에서 주최하는 

제 6회 청소년음악회 오디션이 4월22일 JIKS 

중등음악실에서 열렸다.

 
 총 23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고 그 

중 10명이 오디션을 통과하였다.

 매년 참가자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실감하였으며 특히 피아노 부분은 우열을 가

리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오디션을 통과한 10명의 학생들은 5월27일 

토요일 저녁 6시30분에 괴테하우스에서 연주

회를 갖는다.

제 6 회 청소년음악회
오디션 열려

 10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추어정신에 용기와 끈기만

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미화씨.  

 그녀의 두 번째 그림 전시회가 4월 22일, 23일 자카르

타 한인연합교회 홀에서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한 농가

를 풍경으로 담은 ‘램방의 농가(반둥)’ 시리즈를 포함

해 전시된 총 36작품들은 지금은 지난날의 추억처럼 우

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포근하고 아늑한 자연의 정서를 

한 껏 보여주고 있다. 주어진 환경 탓에 어려서부터 그림

을 그리는 것을 막연히 동경하기만 했다는 이미화씨는 인

도네시아에 살기 시작하면서 바뀌어진 환경 탓에 그림 그

리기가 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더구나 이젠 그림을 그린

다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나 취미생활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의미-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발견

하게 된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램방의 농가(반둥)
자카르타와는 다른 온도와 색깔, 냄새, 정서를 지니
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니 현지인들과의 정
서적인 교류. 그들의 들판에서 자라는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정’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았다.

관계
작가가 지나온 힘들었던 시기의 고통과 좌절, 용기
와 희망을 표현했다. 작가는 이 작품을 가장 소중
히 여긴다

이미화씨 두번째 유화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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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청(踏靑)
봄에 새순이 파릇파릇 올라온다는 답청(음력 

3월 3일). 조선시대 때는 아녀자들의 바깥나들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날이기도 했다. 4월 

11일 월화차 회원들도 예쁜 들꽃 꺾어 맛깔스

럽게 치장한 화전(花煎)으로 아녀자들만의 바깥

잔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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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장, 
인니경제주간지 KONTAN과 인터뷰

 외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행동에 나섰다. 얼마 전 투자정책패

키지를 내놓았으며, 10여 년간 흐지부지 되고 있던 투자법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의회에 

요청하였다. 4월 중에 국회에 상정하려 했던 노동법 개정안은 비록 노조측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였지만, 노사정 삼자 논의를 통해 

현재의 노동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모든 

조치는 인니 정부가 진정으로 외자유치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주간지 KONTAN은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과 사업 및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제 7의 투자국인 한국 기업인을 대표하여 재 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인 송창근 사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송 수석 부회장은 재 인

니 한국기업인들의 현황과 투자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현재 외국

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를 다시 주목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적

기인 지금 노동자들은 데모를 멈추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콘탄: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인니에서 비

즈니스를 하고 있나?

송: 5천만 한국인 중 8백만이 해외에 거주

하고 있다. 인니에는 3만 5천여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니 최대의 외국인 커

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콘탄: 인니의 한인 투자자들에 대해 간단

히 설명해 달라.

송: 약 1050여 한국업체가 있고 투자총액

은 125억 US달러에 달하며 현재 대인니 

제7의 투자국이다. 최근에 많은 한국인이 

인니에 투자를 하고 싶어한다. 2000년도

에 한국인들은 중국, 베트남에 투자를 원

했으나 지금 다시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

리고 있다. 그곳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이

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아직 투자환경

이 미흡한 상태이고 태국은 엔터테인먼

트 산업이 너무 강하다. 태국은 여행관련

투자가 더 많다.

콘탄: 한국인 기업주들은 인니노동자들에

게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인가?

송: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니는 기본적으

로 한국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인

니와 베트남을 비교해 보면, 인니노동자

들은 착하지만 근면성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다. 너무 착하다. 그래서 너무 빨리 만

족해 버린다. 예를 들어 인니가정부는 월

급을 받으면 바로 시골집으로 돈을 보낸

다. 하지만 베트남 가정부는 먼저 월급을 

모으고 충분히 모이면 중고컴퓨터를 구입

한다. 배우기 위해서다. 또한 베트남과 한

국의 서민들은 휴일에 나들이를 가서 돈

을 쓰기보다는 우선 저축을 한다. 아플 때

에도 차이점이 있다. 한국인은 아프더라도 

가능한 한 일을 계속하려 하지만 인니인

은 아프다는 이유로 쉽게 결근을 한다.

콘탄: 그럼 인니인은 일하는 태도를 바

꿔야 하나?

송: 그렇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보

다는 개개인의 태도에 달려있다. 인니인

은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확신하건데 원한다면 바꿀 수 있다. 

금식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 

왜인가? 큰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종교생활태도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중요

시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원칙을 덜 중요

시 한다.

콘탄: 인니인의 업무 능력은 어떤가?

송: 기술이 상당히 좋고 충분하다. 인니인

의 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다만 

의지가 조금 약하다.

콘탄: 그렇다면 인니의 어떤 면이 이곳에

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가?

송: 세법, 투자법, 노동법에 관해 10년 동

안 지속적으로 인니 정부와 대화해왔다. 

세무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

다. 예전에 세금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에

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였다. 세무절

차의 투명성이 없었다. 현재는 Large Tax 

Office와 Middle Tax Office가 있어 대규모 

투자자들과 큰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된

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바로 고등교육

을 마친 인재들을 LTO와 MTO에 채용했으

며 이들은 세무 시스템을 만드는데 상당

히 뛰어나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투자자

들은 이전 보다 훨씬 지금의 세무처리 절

차에 만족해하고 있다. 빠르고 투명해졌

기 때문이다. 예전엔 세무서에 모든 자료

를 가지고 가서 세무신고를 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웹사이트 상에서 가능하다. 

매우 훌륭하다.  

콘탄: 투자법안에 만족하는 것이 있나?

송: 현재의 투자법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다. 투자조정청(BKPM)장과 만났을 

때 투자를 위한 빠른 절차를 요구했다. 지

금 투자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많이 간

단하고 신속해 졌다. 예전엔 6달에서 10달

이 걸렸다. 이미 투자를 원한 투자자가 허

가절차 때문에 이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는 것을 생각해 보라. 현재는 투자허가를 

받기 위해 2주가 걸린다.

다시 주목 받는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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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탄: 현재의 노동자 시위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나?

송: 전체적인 노동자 시위는 예전에 비하

면 많이 줄었다. 현재의 시위는 노동법 개

정이라는 특정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예

전엔 하루에 60여건의 시위가 일어난 적

도 있었다. 그땐 대학생, 노동자, 할 것 없

이 모두 시위를 했다. 간단히 말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인도네시아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SBY 정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콘탄: 한국인들에게 인니보다 베트남이 

투자하기에 더 좋나?

송: 베트남과 비교한다면 인도네시아는 

확실히 아직도 부족하다. 일례로 베트남

에서 Tax Holiday는 5년까지 유효하다. 즉 

5년 동안 Corporate Income Tax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6~10년간 Income Tax의 

50%만 낸다. 그 기간이 지난후에야 비로

서 전액을 낸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차

량을 구입하면 특소세를 면제해 준다.

콘탄: Tax Holiday 기간이 종료될 때 투

자자들이 더 좋은 투자지역으로 옮겨가

지 않겠는가?

송: 만약 5천명에서 1만명의 노동자를 고

용한 기업을 예로 든다면 Tax Holiday에서

만 이익을 찾는 투자자는 없다. 기본적으

로 투자는 투자기간이 필요하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투자자는 없다고 본다. 만약 

투자자가 베트남으로 옮긴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

라도 비용이 든다.

콘탄: 하지만 인니에서 다른 국가로 옮겨

간 한인기업들이 있지 않은가?

송: 맞다. 32개 한국기업들이 인니에서 미

얀마로 옮겨갔다. 왜냐하면 인니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

었다. 노동자들은 연일 데모를 했고, 해고 

비용도 매우 높았다. 인니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베트남,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도 있다. 더구나 

현재는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면, 5분 후면 

전세계에 그 소식이 전해지는 세상이다.

콘탄: 본인도 여전히 인니에서 사업하기

를 원하는가? 

송: 전에 베트남이나 중국에 대한 투자

를 고려했었다. 그곳의 노동자들은 부지

런하다. 다만 아직 공산국이기 때문에 인

니를 선택했다. 중국은 상당히 영리에 밝

다. 예전에 중국은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섰고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예전에 중국은 실업해

소를 위해 노동집약적인 투자를 많이 유

치했다. 따라서 신발, 완구, 섬유 또는 봉

제 공장이 많이 들어섰다. 그곳에 방문했

을 때 군수가 직접 나와 사업을 위한 최

선의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 상당히 만

족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많이 달

라졌다. 중국은 지금 첨단산업의 투자유

치를 원한다. 더 이상 신발만 가지고 오

지 말라며 이젠 기간산업, 고속도로가 필

요하다고 말한다.

콘탄: 한국의 대인니투자는 노동집약 쪽

인가 아니면 첨단기술 쪽인가?

송: 봉제, 신발, 섬유와 완구의 투자가 많

기 때문에 노동집약 쪽이며 예전엔 85%정

도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65% 정도이다.

콘탄: 한국의 대인니 자동차 분야의 투자

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송: 현대자동차가 큰 인니 시장을 주시

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판매만 하고 있

고 생산은 아직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네시아에서 7월부터 버스를 조립 생산할 

예정이고, 조립만 하기 때문에 투자금은 

크지 않다.

콘탄: 한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영

역이 있는가?

송: IT와 전자이다. 이외에도 신발공장이

다. 한국신발공장이 인니에서 폐업하거나 

이전한 적이 있었다. 유럽의 반덤핑 문제 

때문에 다시 인니로 눈을 돌려 규모를 확

장 하거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봉제 기업도 늘고 있다. 현재 약 200여 봉

제 기업이 있다. 또한 고속도로 산업, 펄

프와 제지 산업 및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다.

콘탄: 한국기업의 임금이 다른 외국기업

보다 적다는 것이 맞나?

송: 한국기업주들은 인니의 최저임금규정

을 따르며 보통 그 이상이다.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를 해봐야 한다. 인니노동

자, 베트남노동자, 중국노동자에 대해 월

급, 잔업수당, 기본근무시간 등을 비교해 

본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 인니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높다. 인니의 생산력이 낮다

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임금이 인도네시

아보다 더 높지만 잔업수당이 낮다. 중국

에서 비수기에 주문량이 적을 경우 2000명

의 노동자를 집에서 쉬게 할 수 있으며 월

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부르면 된다.

콘탄: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관한 견해는?

송: 현 노동법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아핀도(APINDO 인니 경총)와 정부, 노조

는 상생하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

동자들은 파업에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중

국투자를 위한 선행조건들이 강화되고 있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니로 다시 밀려

오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또한 

신발 등 중국, 베트남의 제품들이 유럽에

서 반덤핑세를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인니를 향하고 있다. 인니에

겐 아주 좋은 기회이다. 다만 노동자 문제

와 관련해선 대화가 있어야 한다. 함께 힘

을 모아 인니를 건설해야 한다. 프랑스처

럼 시위가 커지면 인니는 정말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한국에겐 북한도 하나의 대

안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콘탄: 상정 투자법안에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업

을 국유화 하지 않는다는 보장, 그리고 자

금과 자산을 쉽게 외국으로의 이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나온다. 흥미로운가?

송: 한국인투자자들에게 이상의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비

교하여 인니의 조건이 어떤지 잘 알고 있

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것들은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

콘탄: 보통 한국기업주들은 인니노동자들

에게 거칠게 대하고, 임금은 매우 적게 주

며, 일을 많이 시킨다고 생각들 한다. 어

떻게 생각하나?

송: 많은 인니인들이 한국인은 사납고 쉽

게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한

국기업주들이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큰 

기업들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뿐 아니

라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히 친절하다. 예

전엔 한국인 기업주가 인니노동자들을 구

타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다. 한

국인은 기본적으로 약간 거칠지만 구타하

는 사람들은 주로 생산직의 하급관리직

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이러한 행위는 많

이 사라졌다.

자료제공: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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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진 인도네시아 대사 방문
이선진 인도네시아 대사는 수라바야 해군사관학교로부

터 초빙 강연차 수라바야를 방문해 동부자바 교민들과 

3월 22일 오후 7시부터 황조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

졌다.

인사말을 시작으로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이 대사는 

“급속적으로 다변환되는 인도네시아에서 고군분투하

는 교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러한 상황이 어려운 시

국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노력과 민첩함으로 경제활

동을 재개해주길” 당부했다. 

동부자바 한인록 발간
동부자바주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2006년 동부자바 

한인록을 발간했다.

동부자바 한인록은 한인회 종합정보지로서 교민 약

700명과 150여개의 사업체가 수록됐다. 포켓형 규격

으로 제판해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하며 동부자바주에 

거주한 주요기관 및 분야별 병원, 호텔, 식당, 여행사 지

도 등이 총 망라되어 동부자바주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다.

PT.SEWON IND 공장준공 기념식
PT.SEWON IND(대표 강우선)는 3월10일 오후4시

부터 동부자바주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회원 및 많은 

VIP들을 모시고 공장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PT.SEWON IND는 가구공장을 기반으로 한 무늬목 및 

팬시 미장합판을 생산 해외, 로컬로 판매하는 견실한 업

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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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원 故 오염준 발인 영결식
동부자바주 한인회원 故 오염준(PT.SINAR JAYA 대표

이사) 발인 영결식이 3월10일 오후2시부터 ADI JASA에

서 진행됐다.

故 오염준 한인회원의 가족들과 동부자바주 한인회장을 

비롯한 많은 한인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참석해 애

도의 뜻을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한편 故 오염준 회원의 

가족은 동부자바 한인회에 감사의 뜻과 함께 2백만 루피

아를 좋은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했다. 

2006년도 태권도 경연대회
 2006년 3월 30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태권도 선수

권 대회를 Imperial Ballroom Pakuwon Indah에서 개최

됐다.

 아침 7시부터 개막된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인도네시아 

전국 27개팀이 참여했다. 이날 VIP 인사로는 한국 국기

원 박부철 자문위원과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위원장(태권

도연맹)이 참석해 동부자바 한인회와 담화를 나눈 뒤 행

사를 개최했다.

 한편 식전행사로 토요학교 선생님으로 구성된 한국 고유 

민속놀이 농악을 공연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다. 또한 행사

를 위해 버스를 지원해 준 CJ.INDONESIA에 많은 감사

를 드립니다.

경남도청 도서 기증
경남도청(도지사 김태호)은 동부자바 토요한글학교를 위

한 도서(교과서 및 전과 문제집)를 기증했다.

한편 수라바야까지 전달을 해 준 (주)흥아해운(수라바야 

지점장 김동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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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올해 자

카르타 학국국제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

으로 모두 5명을 선정하고 장학금 

미화 7,95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은 지난 

3월21일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욕

을 복돋우고 학생들이 더욱 학업

에 정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해 주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

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만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2006년도 우리은행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

고, 장학금을 지급 했다.

  장학금은 5학년 2명, 8학년1명, 

10학년 1명, 11학년 1명 등 5명

 지난 3월 30일 자카르타에 태

풍 시사회를 위해 방문한 영화배

우 장동건씨가 힐튼호텔에서 가

진 교민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좋은 일에 써달라며 JIKS에 미화 

일만불을 기부했습니다. 

 교민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에 감

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2006년도 JIKS에 장학금 지원
 

대상자 5명, 지급 US$7,950

이 선정됐다. 장학생에게는 1년 

또는 1학기의 수업료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장학금은 

지난 2003년부터 박인철 당시 은

행장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현 

임철진 은행장에 이르기 까지 경

제여건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교

포자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

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미래

의 지역사회 를 이끌 인재로 키운

다는 취지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

원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35명 이상이며 장학금액은 미화 

51,390 달러 에 이른다.

장동건,
JIKS에 1만불 장학금 전달

학교 가는길 

김민석 (4학년 4반)

꼭두새벽 눈 비비며

오는 졸음 쫓아내고

달려달려 학교까지

한달음에 달리지만

졸린 눈을 비비대며

걸어가는 내 발자국

어디론가 향하는지

발걸음은 사뿐사뿐

어느 샌가 다 달았네

우리교실 내 책상에

친구들도 모두모여

방긋 웃고 인사 하네

이 기부금을 학교시설을 확충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입니

다. 영화배우 장동건씨 에게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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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소식

스카우트 선서식
 지난 4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본교 강당에서 

2006학년도 스카우트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구대

원 4명, 신입 대원 20명으로 구성된 총 대원 24명

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 날의 선서식을 통해 스카

우트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

습니다.

선서식이 끝나고 대원들끼리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월 29일, 올해 초등과정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임원들의 수련회가 있었다.

임원수련회를 마치며...
h2h2~ 나는 지선이 ~~!!!! 

정은이는 마음이 좋아~!!!얼굴도 좋아~!!

승현이는 성격이 좋아~~!!! 공부 잘해 ~~^^

가원이는 공부 너무너무 잘해~!

인영이는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

하영이는 남자들 한테 인기 좋아 그리고 운동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해~~^^! 

JIKS홈페이지에서 발췌

 칭찬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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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T 기술은 자타가 공언하 듯  세계 최고이며 인니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한몸

에 받고 있다 . 하지만 방심은 금물.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지화 전략없이는 

최첨단의 컨텐츠라도 맥을 못추는 법. 이에 인니 IT 현황에 대한 진단과 인니진출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 황환규 재인니 IT협회장을 만났다. 또한 이 자리에 심재훈 재인

니 IT협회 사무국장이 동석했다.

황 환규
재인도네시아 IT 협회장

인터뷰 이사람!

재 인도네시아 한인 IT 협회에 대

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 IT 협회는 

2000년 10월 한국의 정보 통신

부 차관 일행이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에 방문 하여 IT 업종에 종사

하는 업체 및 교민들을 만나 의견

을 교환 하던 중, 그 자리에 있었

던 약 15개 IT 관련 업체관계자

들이 협회를 결성하여 민경희 초

대 회장을 추대하여 활동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에 현재의 회장단

(2대 회장 : 황환규)에 의하여 IT 

협회가 재 결성되어 지금에 이르

렀습니다. 한국의 약 100 여 개

의 IT 업체가 인도네시아에 진출

해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와 통신

환경의 미비함 속에서도 미래의 

잠재력 있는 시장을 개척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하

고 있습니다.

IT 사업의 세계적인 흐름과 세계 

경제환경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

서 한국이 자랑하는 IT 산업의 위

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또한 인

도네시아에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 

입니까?

 세계 인터넷 허브국가를 꿈꾸는 

한국의 IT수준은 세계 최고 입니

다. 한국을 인터넷 국가라고 인식

할 만큼 우리나라의 IT 위상은 높

습니다. 한국의 IT를 배우려고 해

외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몰

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위상은 언제나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부러

움의 시선을 받는 만큼 국제사회

에서의 책무는 커지게 마련 입니

다.

 IT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에게 

IT선진국으로서 구호의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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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구호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지구촌을 사는 동시대 사람으로

서 정보화의 그늘에서 함께 벗어

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 머

지 않은 미래 우리가 개척 해야 

할 시장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

아는 세계에서 4위에 해당하는 

약 2억 5,000만 명의 인구와 넓

은 영토를 가진 남아시아의 섬나

라로서, 풍부한 산림, 광물,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원 대국 입

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인도

네시아의 현재 IT 산업은 미약 하

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전자,통신,컴퓨터 

산업 등에 관련 하여 해외 자본 

투자 및 정부의 적극 지원이 활발

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의 정보통

신 부문 발전을 위해 1999년 통신

법을 개정하고 통신시장을 개방하

는 등 통신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 인도네시아의 

IT 산업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

십시오.

 인도네시아 IT 산업 현황에 대

해 구두로 짤막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IT 현황 파악을 하는데 오

해의 소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표와 도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

다.(24쪽 참조)

인도네시아 IT 시장에 있어서 그 

동안의 독점적 환경을 경쟁체재로 

전환하려 애쓰는 인도네시아 정부

의 투자촉진정책에 맞춰 현재 인

니에 진출해 있는 한국 IT 기업들

의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IT 시장의 큰 몫을 차지 하고 있

는 기간 통신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쟁체제로 전환 하여 투

자를 촉진 하여는 인도네시아 정

부의 노력은 많은 한국 IT 기업

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도움이 되

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간 통신사

업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몇몇 메

이져 통신 업체들에 의해 움직여 

알았으나 정부의 투자 촉진정책

과 IT 산업의 발달로 우리의 주

요 사업인 CDMA 통신망 건설과 

관련 사업인 단말기 사업, 모바일 

컨텐츠 사업등의 부수적인 사업

을 비롯해 ISP, 보안솔루션, 통신

장비, 컴퓨터 등과 함께 기타 컨

텐츠, 게임 산업, 멀티미디어 등

의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많은 업

체들이 진출 하였고 지금도 인도

네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많

은 업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점권에 대

한 조기 철폐를 위해 통신개혁정

책 마스터플랜을 추진한다고 들었

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

영기업인 PT. TELKOM과 PT. INDO-

SAT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

는데 현장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 통신요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듯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니의 통신요율

은 세계에서도 몇 번째로 꼽힐 만

큼 비쌉니다. 과거 텔콤이 국내전

화를 독점했고 인도삿이 국제전

화를 독점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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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요율을 경

감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독점 시

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

습니다. 독점권이 사라진 지금 양

사는 경쟁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통신요율의 인하 

등은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

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니 정보

통신부에서는 양 사 외에 또 다

른 통신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사 

체제에서 삼 사 체제로 바뀐다면 

각 통신업체들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

이고 지금은 작은 효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향후에는 선진국 수준

의 통신요율 구조를 갖추게 되면

서 인니의 경제에 가시적인 성과

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어 집니다.

2004년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각

서 체결 이후 한국업체의 인니 진

출이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

니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는 어

떻게 되어가고 있고 현지의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

습니까?

 인니의 전자정부구축 사업은 한

국의 국책사업으로서 많은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인니한국대

사관과 재인니 IT협의회 또한 전

자정부를 인니에 수출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최소한 몇 개의 전자

정부구축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유비

쿼터스시티 프로젝트’를 현재 

수라바야시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인니의 IT 

인프라 조건으로 보면 유비쿼터

스시티 프로젝트는 시기상조로 

보일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수

라바야시에 시범적으로 구축했을 

때 다른 도시들에게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

상입니다.

 이 외에도 ‘바땀 전자정부 프로

젝트’와 ‘인도네시아 ITC 트

레이닝센터 프로젝트’의 추진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곧 결과를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니 전자정부구축 프로젝트는 

그 규모나 투자측면에서 방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지의 IT 

한국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니의 IT 산업은 인프라가 취약

하며 또한 한-인니간의 IT 기술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IT를 인도네시아

의 IT 산업에 접목, 발전시키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철저한 현지

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

고 생각합니다. 역점을 두고 준비

해야 되는 사업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니의 취약한 IT 인프라 상황과 

인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이 

한국의 IT 기술을 인니 시장에 곧

바로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은 금물입니다. 이에 현지화 전략

은 필수이고 이 필요충분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

한 투자베이스의 현지화 시스템

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는 지속적인 자금 동원력이 필요

합니다. 가끔 인니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최첨단의 아이템을 가

지고 와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거

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상용화

를 위해선 한국 IT 초창기의 단순

한 아이템을 가지고 인니의 IT 인

프라 상황에 맞춰 지속적이고 꾸

준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인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단

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

해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보

통신부 산하의 에이전시와 재인

니 한인 IT협의회의 공조로 단체

를 구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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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니의 온라인 게임소프트 90%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

이 있습니까?

 2006년 1월 현재 8 개의 현지 

게임서비스 회사에서 13개의 한

국 온라인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

거나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이는 

전체 게임 서비스 종류의 90%이

상이 한국게임으로서 지금 인니 

게임 시장은 한국 게임서비스의 

각축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서비스

또는 준비중인 한국 게임으로는 

건바운드, 라그나로크, 라그하임, 

거상, 오투잼, 탄트라, RYL온라

인, 서바이벌 프로젝트 겟엠프드,  

팡야, 란 온라인, 씰온라인, 데콘 

온라인 등이 있다. )

 이는 한마디로 한국 게임의 우수

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한국 게임

이 인니 유저에게도 많은 즐거움

과 공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판

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명 게임(카트라이더,리니지,뮤

등과 최근 개발된 거작 포함)이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인니의 인프라 환경상 서비스가 

불가한 한국 게임이 많기 때문입

니다. 향후 인니 인프라 발전에 

따라 더 우수하고 많은 한국 게임

이인니에 진출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향후 인니 게임 시

장은 한국 게임의 중요한 시장으

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은 서비스 되는 게임들 중

에서 실제로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게임은 1-2개에 불과한 상

황입니다. 이는 인니 게임 시장

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이고 

때문입니다. 향후 발전 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볼때, 한국측 게

임사 입장에서는 초기의 많은 로

열티를 욕심내지 말고 진출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 서비스 지원

을 통해서 한국게임의 우수성 및 

발전성을 인니 유저에게 인정 받

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인니측 서

비스 회사는 인니의 문화에 맞는 

게임 도입과 현지화를 성공시켜

야 만이 계속적인 한국 게임의 중

요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니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

고 도입한 게임이 당장 큰 수익

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하여 서비

스를 중단, 인니 유저들에게 많

은 실망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인뉴스를 빌어 한인사회에 전하

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한인 

기업들과 교포들이 있으며, 인도

네시아 내 한인의 수가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에 더불어 한인회와 한인뉴스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며, 

교포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

는 커뮤니티의 장이 되었으면 하

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한국 IT 기업들

이 인도네시아 진출 과정에서 겪

었던 애로사항 및 좋은 아이디어

를 협회에 알려 주시면 한국 I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감

사 합니다.

지금은 잠수함에서도 휴대전화가 

터진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

니다.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보

이고 있는 IT 산업의 역동성에 부

응하기 위해 한발 앞서 생각하며 

뛰고 있는 인도네시아 IT 산업 종

사자들의 수고와 열정이 가까운 

장래에 좋은 결과로서 열매 맺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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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1.인도네시아 IT 현황

컴퓨터 보급률 / 인터넷 이용률(단위: 천) 

1)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 서비스 이용율
e-mail: 80%, 뉴스: 70%, 포탈: 55%, 사업: 45%, 검
색: 20%, 쇼핑: 5%
인터넷 이용 장소

사무실: 45%, PC방: 42%, 집: 10%, 학교: 3% 

2) 유무선 전화 보급

* 무선 전화 연평균 가입자 증가율 70% (42백만)
* 93% 이상  GSM 방식 무선서비스 사용
* 무선전화 가입자 85% 선불 제 이용고객
* GPRS** 를 이용한 컨텐츠 서비스 인기  
* 2003년 기점으로 CDMA 상용 서비스 시작
  (Telkom Flexi, Mobile 8)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GSM 환경하에
서 기존 9.6Kbps를 115Kbps 데이터통신이 가능토록 구
현하는 기술, 2.5G 라 불리우기도 함.

 2. IT 부문별 주요 사업자

A. Telecommunication (Voice)
1) TELKOM

 인니 기간통신사업자
 *2001년 12월 VOIP를 이용한 국제전화 서비스 오픈, 
“Telkom Hemat”

2) INDOSAT
 인도네시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사업부

3) 국제 캐리어
 인니 통신법개정에 따라 통신관련 사업제한 완화됨
 통신부 사업허가조건에 맞추어 사업권 득한 경우 사
업 진행 가능

* VoIP 현재 5개 라이센스 발급 및 사업중

B. Wireless communication (Mobile)
Telkomsel

 인니 최대 가입자 보유 GSM operator
 광대역 GPRS, 로밍서비스 를 비롯 인니 최고의 서비스 지향
 Indosat Selulla(Indosat multimedia mobile + Satelindo)
 2003년 10월 Indosat selulla 로 합병
 젊은층이 주요 타겟/ 저렴한 통화료

Excelcommindo (ProXL)
 도시 생활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최근 2005년 1월 TMNet(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에 인

수합병

Telkom Flexi
 PT.Telkom 에서 2003년 12월 런칭한 fixed wireless 

CDMA Service
 저가정책

Mobile 8
 고품질 CDMA 서비스 지향
 KTF (한국) 의 컨설팅으로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 시행

Star one(Indosat selular)
 신생 CDMA 주자로서 통화 품질과 낮은 요금으로 가입자 확보 경쟁

Ratelindo(ESIA)
 Fixed wireless 기반의 도심형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 할인정

책으로 가입자 증가 추세

C. 인프라스트락쳐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인니 ISP사업자 기업고객에 초점

* 최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281개사 중 134개사 영업중

* 담합 통한 고가정책 (10개 이하 ISP 가 시장 80% 점유)

텔콤
 01년 6월 Ericsson, Alcatel, Lucent와 제휴 ADSL서비스 오픈
 16개 중/소 ISP를 파트너로 선정, ASP모델로 진행
 한국 네오위즈‘원클릭’과 유사한 서비스 직접운영, 개인유저 

다수확보

인도삿
 인니 최고 ISP
 기업 고객(정부기관/대기업)에 주력
 다수의 중/소규모 ISP에 국제회선 제공

CBN
 인니 최대 민영 ISP(01년 6월 개인가입자 6만 주장)
 전 인니최대재벌 살림그룹 소유로 알려짐

2) IDC / 기타
* 11개 IDC 운영 중, IDC인도네시아, 텔콤, 인도삿 과점
* 2000년 저속 인터넷카페, 2001년 이후 고속 인터넷
카페 증가세
* IDC 인도네시아
 최초 IDC(00년 9월), 인니 인터넷 트래픽 75% 처리
 국제회선 판매치 않으며, 중립적위치를 고수
 IIX(인니 인터넷 기간망), APJII(인니ISP연합) 및 중/
소 ISP 20사 입주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 PC방에서 일반 인터넷 
사용(e-mail,  포탈서비스)은 불가하면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만 가능한 게임방으로 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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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여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 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오월은 지금 가고 있다. 

- 피천득의 ‘오월’ 중에서 -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지요.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티없는 아이들에게 베푸는 건 어떨까요? 늘 고마운 것에 대해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는 멋진 5월이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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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의 예방과 치료

건강 상식(1)

  한의학에서 중풍은‘바람을 맞

았다’는 뜻으로 태풍 후의 잔해

처럼 풍기(외부적, 내부적 발병 

요인)가 갑자기 인체의 상부 또

는 기표에 침범하여 사람을 잘 상

하게 한다고 했으며, 현대 의학의 

뇌졸중과 그 증상이 유사한 것으

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년

층은 물론, 30~40대에서의 발병

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과로

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

록 한다.

  성인 10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

게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다. 증상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실

시한 결과 무려 12.5%가 동맥 경

화성 병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중풍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보면 4명 

중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전

체 사망자 중 60%가 혈관질환으

로 사망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해마

다 이러한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

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 정도로 길다.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상

하면 피가 응고된 혈전이 생긴다. 

지름 1cm가 넘는 혈관이 막혀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혈

관이 점차 막혀서 조직이 썩어가

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아

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혈관

이 많이 막혀도 바늘구멍같이 작

은 틈만 있으면 아무런 증상을 나

타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혈관질환은 비만과 당뇨, 고혈압

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고

혈압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고혈압, 당뇨는 같은 원인

으로 생기고 마지막에 뇌졸중이

나 심장병으로 사망한다.

  혈관질환은 발병한 지 한 시간 

내에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

것은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흡연, 복부비만 등 피가 탁해서 혈

관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위험

인자가 서로 결합하면 상승작용

을 일으켜 혈관의 파괴 속도에 엄

청난 가속도가 붙는다. 

  흡연과 고혈압은 4.5배, 흡연과 

고지혈증은 6배, 고혈압과 고지혈

증은 9배,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

나면 혈관질환의 위험성은 무려 

16배가 증가한다. 

  뇌졸중은 정상인에게는 잘 오지 

않고 원인 요소를 가진 사람에게

만 온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 심

장병이 있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혈관 손상이 많으므로 일

상생활에서 뇌졸중의 증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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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의 예방과 치료

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젊은 뇌졸중 환자

가 10% 정도 있다. 젊은 뇌졸중 

환자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 후유

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만 하다

가 생을 마감한다. 후유증이 적게 

남은 사람도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40% 정도라고 하

니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중풍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로는 

고혈압·당뇨·심장병·고지혈

증 등의 성인병,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만, 짜고 매운 식단, 

음주 및 흡연, 운동부족, 약물남용

(진통제, 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을 들 수 있다.

  몸의 한쪽 팔, 다리, 얼굴 근육이 

저린다 / 가끔 가슴이 아프고 숨

이 찬다 /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귀

에서 소리가 난다 / 발음이 평소와 

달리 잘 안 된다 / 어지러우며 물

건이 둘로 보이고 구역질이 난다 

/ 안면 신경마비나 얼굴이 씰룩거

리고 눈 경련이 일어난다 / 이유 

없는 두통이 계속되고 의심, 신경

질이 생긴다 / 손에서 물건을 자

주 놓친다 / 가슴이 답답하고 두

근거린다 / 의식이 멍해지고 하품

이 자주 난다 / 머리가 무겁고 뒷

목이 뻣뻣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

으면 지체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한다.

  한방 중풍 치료는 침과 뜸 등 오

랫동안 축적되어 온 안전하고 효

과적인 치료법을 통하여 증상이

나 병이 나타난 개별 조직뿐만 아

니라 기본적인 체질, 다른 장부와

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병의 원

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종합적

인 치료이며, 환자의 징후를 분석

하여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 증상

들을 개선하는 예방의학적 치료

라는데 그 장점이 있다.

  침, 한약, 뜸치료,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중풍을 유발시킨 체내 유

해 환경요소를 개선시켜 중풍 치

료는 물론, 재발 방지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사상의학을 통한 체질

적 불균형 상태를 보정하여 환자

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중풍의 진

행을 억제한다. 특히, 추나요법을 

통한 두개골 교정으로 빠른 치유 

효과는 물론 중풍 후유증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또 He-Ne 레이저

(특수 레이저 혈관침)를 사용하

여 혈관 내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써 동맥경화와 중풍을 동시에 예

방하고 치료하고 있다.

  중풍은 일단 발병되면 중증 질

환이 되므로 예방과 조기에 발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풍

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수칙들

을 소개한다. 

 술, 담배는 금한다.

 짜고 매운 자극성 음식이나 고

지방 음식은 삼간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평소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한다.

 노인이나 고혈압성 질환자의 경

우 날씨가 추운 곳에서는 기온 차

가 심하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한국의 11월~3월

은 중풍 요주의 기간)

  

  생활습관병은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심장협회는 

혈관 질환을 소리 없는 전염병이

라고 규정하고 매일 700명의 환

자가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

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이 생겼을 때 3시간 안

에 병원에 도착하면 생명을 구하

고 후유증을 적게 만든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신속한 치료는 심각한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예방

이다.

기사제공:

김승호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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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인도네시아에서의 海外獨立運動史 개요

2005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후원하고 ‘국가 보훈처’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주관하는 海外獨

立運動史 史蹟調査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강원대학

교 사학과 권오신 교수가 팀장이 되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 연구소 연구원인 김도형 박사, 국민대 황선익 연구원 

일행 3명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먼저 일주일간 일정으

로 필리핀에 들러 1920년대 후반 島山 安昌浩 선생과 夢陽 

呂運亨 선생의 해외독립운동 발자취(조선일보 2006년 2월 

3일자 A6면에 게재)를 조사하고 자카르타에 들어왔다. 

필자를 비롯하여 자카르타, 족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몇몇 교

민들이 조사활동에 협조하였는바, 상기 조사팀이 제공한 인

도네시아에서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우선 한국 교민사회에 이를 소개함으로서 향후 ‘韓人社

會’가 스스로의 역사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연재물을 기고하고자 한다. 

韓國獨立運動 史蹟地 및 관련 사항 

1. 자카르타(당시 지명 Batavia)지역 

1)딴중 쁘리옥(Tanjung Priok)항 

-일본군 소속 한국인 군속 포로감시원 1,400명이 부산항을 

글:  김 문 환

 지난 2년 여 동안 <한인뉴스>에 연재한 '오! 인도네시

아'로 교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문환씨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글

로 다시 <한인뉴스> 독자 곁으로 돌아왔다.

 김문환씨는 인니 한인사회 스스로가 한인사회의 역

사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연재를 준비했다. 

 현재 인니 최대 외국커뮤니티인 한인사회에서 우리

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르지만 솔선수범하여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김문

환씨께 감사를 드린다.

 약 1년 여에 걸쳐 연재 될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

서'가 우리의 뿌리를 하나 하나 밝혀나가 교민사회를 

더욱 풍성히 하는 잔잔한 파문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김문환

저자 약력

1949년  강원 출생

1973년  한국외대 졸

1975년  한국외환은행 입행

1977년  제2회 무역사(상공부 시행)

1977년  한국남방개발 주식회사(인도네시아)입사

2001년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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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 지 26일 만인 1942년 9월 14일 Tanjung 

Priok 항에 도착하였으며 일본군 장교와 하사관의 

지휘를 받으며 자바지역 각지에 산재해 있는 7만명

의 연합군 포로들을 관리하게 된다. 

2)글로독(Glodok)형무소 

-지금의 꼬따(Kota)지역 글로독(Glodok) 전

자상가 지역에 글로독 형무소가 소재하였는데

(주;1973년도에 폐쇄) 일본 패망 후 한국인 군

속들이 연합군에 의해 포로학대죄로 체포되어 

화란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장소임. 

일본군 소속 한국인 군속 출신4명의 처형자 명

단은 다음과 같음. 

    성명/일본명        당시나이   형명   사형집행일자  본적지 

박성근(朴性根)/木村性根   26세    총살형  1947.1.5   전북 군산 

최창선(崔彰善)/大山隆昌   32세    총살형  1947.9.5   함경남도 

박준식(朴俊植)/松岡茂正   31세    총살형  1947.9.5   경기 개성 

변종윤(卞鍾尹)/栢村欽信   29세    총살형  1947.9.5   충북 청주 

3)찌삐낭(Cipinang)형무소 

-자바주둔 한국인 군속들 중 일부가 1944년 12월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61명이 포로학대죄

라는 죄명으로 B, C급 전범으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은 후 자카르타 근교 찌삐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들 61명은 독립전쟁이 종료됨과 동시에 

화란이 철수한 직후인 1949년 12월 25일 Tanjung 

Priok항을 출발하여 1950년 1월 17일 도꾜에 도착

한 후 스가모(巢鴨) 형무소에 재 수감되었다. 

4)허 영(許 泳)의 묘지 

-당시 영화 감독이던 허영의 일본명은 히나츠 에

이타로(日夏英太郞)로 자바주둔군인 제 16군 

사령부 선전반의 일원으로 차출되어 “Calling 

Australia”라는 선전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1952년 자카르타에서 사망하였으며 지금의 자카

르타 도심지인 뻐땀부란(Petamburan) 공동묘지

에 ‘HUYUNG’이라는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묻

혀 있다.       

*필자 주: 그의 자카르타 묘지 비문상에는 

‘1908년 만주 출생’으로 되어있으나 일본

에서 출간된 그의 傳記에는 ‘강원도 강릉 출

신’으로 되어있는 허영은 일단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30세가 되던 

1938년에 늦깍이로 동경에 있는 와세다 대학

을 나와 교또를 근거지로 삼아 일본 국내에서 

중견 시나리오 작가로 이름을 남긴다. 1941년 

11월 조국으로 잠시 들어와 스스로 감독한 어

용 영화 ‘그대(君)와 나(僕)’라는 內鮮一體

를 계몽한 영화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

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 육군 선전반원으로 차

위: 포로 감시원으로 근무했던 박성근 외 3명의 한국인 군속

들이 사형당한 자카르타 글로독 형무소. 이 형무소는 1973년에 

폐쇄되어 지금은 글로독 전자상가가 들어서 있다

아래: 일본 패망 후 한국 출신 군속 61명이 포로학대죄를 이

유로 B,C급 전범으로 분류되어 집단 수용된 자카르타 근교 찌

삐낭(Cipinang) 형무소의 현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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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1942년 자카르타에 사령부를 두고 있던 

일본군 제 16군에 배속되어 보도부장의 직책에

까지 오르게 된다. 종전 후 친일행각에 대한 속

죄의 뜻으로 귀국을 거부하고 족자카르타에 은

신하며 여명기 인도네시아 연극, 영화계의 선

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연극 지도와 영화 제

작 활동에 모든 힘을 쏟는다. 1950년도에 자

카르타로 활동무대를 옮겨 감독한 “하늘과 땅 

사이(Antara Bumi dan Langit)”를 시작으로 

1951년까지 4편의 인도네시아 영화를 제작 감

독하다가 1952년 9월 9일 43세의 나이에 자카

르타에서 요절하였다. 

5)일본육군 제 16군 사령부 

-제16군 사령관 이마무라 히도시(今村 均) 중장은 

자바점령을 마치자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사령

부를 설치하며 군정통치에 들어간다.

*필자 주: 현 대통령 궁 부근 육군본부가 들어선 

건물(현 주소; Jalan Medan Merdeka Utara 

No.2)을 제 16군 사령부로 시용하고 그 주변

으로 사령관 관저, 참모관저, 헌병대를 배치하

였다. 

6)바타비아 일본인 묘지 

-高麗獨立靑年黨 암바라와 義擧의 주역 3인인 손

양섭(孫亮燮), 노병한(盧秉漢), 민영학(閔泳學)의 

유골이 바타비아 일본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는 

기록은 있는데 당시의 바타비아 일본인 전용 묘지가 

현재의 어느 지역인지 미확인되고 있음. 

2. 중부 자바 서마랑(Semarang) 지역 

1)高麗獨立靑年黨 결성 

-서마랑에서 남쪽으로 50~60키로 떨어진 수모워

노(Sumowono)면 고원지대에 인도네시아 보병들

에 대한 훈련 임무를 맡고 있던 한국인 군속들이 

1944년 12월 ‘高麗獨立靑年黨’을 결성하였다. 

총령(總領)에는 이억관(李億觀 이명 李活, Li Uok 

Kwan, 일본명 公山豊三/Koyomo Toyozo)이 추대

되었고 그는 화교 여인과 혼인하여 1946년까지 자

카르타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고려독립청년당의 전모가 드러나 주요 당

원들이 체포되어 제 16군 군사법정에서 유죄가 선

고되어 총령 李活 10년을 비롯하여 金賢宰 8년 6개

월, 林獻僅 8년, 李相汶7년, 曹奎洪 7년, 文鶴先7년, 

白門骐7년, 朴昶遠7년, 吳殷錫7년, 池周成7년, 申

暻喆 7년, 朴承郁 3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

다.

2)암바라와(Ambarawa) 義擧 

-서마랑 인근지역에는 연합군 포로 3만 명을 수용

하던 일본인 포로수용소 6개소가 분산되어 운영되

고 있었는데 그 중 제 2분견소인 암바라와 분견소

에서 1945년 1월 4일 오후 4시 상기 고려독립청년

당원이며 20대 초반의 한국인 출신 포로감시원들

인 손양섭(孫亮燮), 노병한(盧秉漢), 민영학(閔泳

學) 등 3명은 암바라와 분견소 위병실에 보관되어 

있던 비상용 실탄과 기관총을 탈취하여 승용차에 싣

고 노병한은 운전대를 잡고 민병학은 차 위에서 후

방을 경계하는 한편 출중한 사격 실력의 소유자인 

손양섭은 전방을 조준하면서 포로수용소 관리 사무

실, 장교 관사, 형무소 건물, 우체국 등 일본군이 기

영화 예술가 허 영(許 泳)이 잠들

고 있는 자카르타 중심지 뻐땀부란

(Petamburan)공동 묘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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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던 장소를 찾아 다니며 닥치는대로 발포하여 순

식간에 암바라와 시내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1월 6일까지 3일간 계속된 시가전에서 일본인 군

속, 군인 12명을 사살하였으며 1월 4일 민영학은 

하복부와 좌대퇴부 총상을 입고 치명상이 되자 동

료인 손양섭, 노병한을 조속히 도주하도록 먼저 떠

나 보내고 스스로 수수밭으로 들어가 자신의 소총 

방아쇠를 구두끈에 묶어 자신의 가슴에 대고 격발, 

자결하였다. 

-1월 6일 손양섭, 노병한은 위생창고 안으로 들어

가 서로 방아쇠를 당기고 장열하게 자결함으로서 

3일간에 걸친 암바라와 의거에 종지부를 찍게 되

었다.  

3. 서부 자바 반둥(Bandung) 지역 

1)고려독립청년당 반둥 지구당 

-서부자바 반둥 인근 지역에는 4개소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와 병원이 있었으며 제 1 분견소(지

금의 수까미스낀 형무소)에는 고려독립청년당 반

둥지구당원들인 김만수(金萬壽), 조남훈(趙南薰) 

등이 일본군에 대한 간접 반항운동의 차원에서 화

란 포로들에 대한 음식 공급과 연락 활동을 감행하

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화란인 백작 칸나백

(Kannabeg)에 의해 증언되었음. 

(필자 주; 상기 김만수씨에 대한 활약상은 한인

뉴스 2004년 9월호 ‘오! 인도네시아/화란의 은

인’편에서 다룬 적이 있음.) 

2)반둥 출신 화교 정지춘(鄭 芝春,Zheng Zhi 

Chun)의 자택/Bandung Basar Baroeweg 15 

-안승갑과 협조하여 한인들의 항일운동을 지원한 

사람임. 

(필자 주;주소지 표기가 불명확함)

3)재자바 조선인민회(在자바 朝鮮人民會) 반둥 支

部 

-그 활동상이 재자바 조선인민회 반둥지회에서 발

간한 ‘活報’에 게재되어 있었으나 귀국 시 압수당

하여 국내에는 반입되지 않았고 단지 반둥 거주 화

교에게 여러 권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4)‘대한독립기념비(大韓獨立記念碑)’가 묻혀있

는 ‘악첩여관(岳貼旅館)’ 자리 

-조국 해방을 기념하여 1946년 1월 조선인민회에

서 한문으로 ‘大韓獨立記念碑(높이 약 75cm, 넓

이 약 30cm)’ 를 건립하여 반둥대학(?) 광장에 세

웠으나 대화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위:

조선인민회에서 반둥대학 교정에 세웠다가 이전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大韓獨立 記念碑’

아래:

중부자바 서마랑(Semarang)시 인근 수모워너

(Sumowono) 지역 일본군 교육대 장소에서 ‘고려

독립청년당’이 결성되었다. 사진은 高麗獨立靑年黨 

運動史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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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그것을 관리하기 어렵고 한국인 군속들도 모두 귀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둥 시내에 소재하던 ‘악첩여

관’에 묻고 왔다. 이 악첩여관은 당시 화교가 경영

하던 여관으로 당시의 정확한 지점을 찾아 기념비를 

찾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음. 

5)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한 金在鍊, 梁七星 

등 9명에 대한 자료 

-인도네시아 이름 꼬마루딘(Komarudin)을 가진 

양칠성씨는 포로 수용소 감시원 출신으로 대 화란 

독립전쟁 시 일본군 상관들인 아오키(靑木), 하세

가와(長谷川)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군에 참여

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던 중 1948년 11월 가룻

(Garut)부근 와나라자(Wanaraja)지역에서 화란

군의 포로로 잡혀 1949년 8월 10일 사형에 처해졌

으며 그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반둥 근처 가룻

(Garut)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필자 주; 전북 완주군 출신의 양칠성은 고국에 

부인과 자식을 두고 포로수용소 감시원을 지원하

여 부산 서면 일본군속 임시교육대에서 2개월간

의 단기 군사교육을 마치고 1942년 9월 14일 다

른 한국인 동료 1,400명과 같이 자카르타의 외항 

딴중 쁘리옥 땅을 밟았다. 그 후 3,000명의 연합

군 포로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말루꾸(Maluku) 

지역 암본(Ambon) 비행장 건설현장에 30명의 

동료들과 같이 감시요원으로 투입되었다가 나중

에 서부자바 지역 찌마히(Cimahi) 연합군 포로 

수용소로 재배치를 받는다. 서부자바 지역에서 근

무도중 고국의 부인이 자식들을 버려두고 가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크게 낙망하며 방

황하던 중 현지처를 두어 세 명의 자손이 출생하

였으나 둘은 죽고 아들 하나만 남게 되었다. 종

전이 되어 귀국을 기다리던 양칠성은 감시원 시

절 포로들을 학대한 전력이 마음에 걸려 귀국을 

망설이던 중 현지처의 회유와 포로수용소 일본

인 상관들인 아오키(靑木) 上士와 하세가와(長

谷川) 中士의 설득에 의해 이들을 따라나서 당

시 서부자바 지역에서 영국군, 화란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던 인도네시아 정부군에 용병

으로 참전한다. 당시 서부자바 지역의 독립전쟁

은 나수띠온(Nasution) 대령이 지휘하는 실리왕

이 사단(Divisi Siliwangi)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1979년 나수띠온 장군이 직접 집필한 당시의 戰

史(Sekitar Perang Kemerdekaan Indonesia, 

총 11권)를 살펴보면 실리왕이 사단 예하에는 

총 6개의 여단(Brigade)이 편성되어 있었고 각

각의 여단에는 4개의 대대(Batalyon)가 소속되

어 있었다. 한편 1980년 일본에서 발간된 <赤道

下의 朝鮮人 叛亂/內海愛子, 村井吉敬 공저>에 등

장하는 양칠성의 부대장 ‘코사시 중좌”라는 이

름과 작전지역을 유추하면 참전 초기 양칠성의 

소속은 당시 수까부미(Sukabumi) 지역에서 정

규전을 펼친 제 4여단 예하 제 7대대장 꼬사시

(Kosasih) 부대로 귀착되어 진다. 그러나 렌빌

(Renville)협정에 의해 1948년 2월 1일 꼬사시 

대위의 제 7대대도 사단본부를 따라 중부자바로 

이동할 때 양칠성을 포함한 용병들은 그대로 남

아 아오키가 지휘하는 게릴라 민병대를 따라 갈룽

궁(Galunggung)산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하

던 중 1948년 11월 화란군에 체포되어 이듬 해

인 1949년 8월 처형된다. 한편 화란군의 제2차 

공세로 실리왕이 사단이 다시 서부자바로 복귀하

게 되자 꼬사시(Raden Achmad Kosasih)는 소

령으로 진급되어 종전이 되는 1949년 말까지 독

립전쟁에 매진하게 된다. 꼬사시는 일본점령 시에 

조직된 조국수호대(PETA) 소대장(Shodancho) 

출신으로 독립전쟁 종료 후 서부자바 지역사령관

(Pangdam Siliwangi)을 거쳐 3성 장군으로 예

편하였고 주 화란 대사(1980~1983)를 역임하

였다. 양칠성이 외국인 독립 유공자로 추서되어 

가롯 국립묘지에 재 안장된 시점이 1975년 11월

이면 꼬사시 장군이 국방대학원장(Gubernur 

Lemhanas;1970~1974)을 거쳐 국영제철사인 

끄라까따우 스틸사(PT.Krakatau Steel) 감사회 

의장(1975)이라는 閑職에 있던 시기여서 공직생

활의 은퇴를 앞두고 死線을 넘나들던 옛 독립전쟁 

시절 자기 수하에 들어와 용감하게 목숨을 바친 

일본인(한국인) 용병들에 대한 報恩의 뜻을 헌납

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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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以上은 史蹟 調査팀이 제공한 조사 목록표에 근거

한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인 관련 기록들을 첨삭 정

리해본 것이다. 상기 조사팀은 현지답사 기간이 제

한된 탓에 몇 가지 사항들을 미제(未濟)로 남기고 

떠났는바 이 작업이야말로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는 우리 스스로의 과제라고 판단되기에 이곳 한

인사회가 그 숙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

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우선 筆者라도 먼

저 솔선수범하여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 보

는 旅程 길에 나서보고자 한다. 새로 발굴되거나 또

는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된 사료들은 정리되는대로 

‘한인 뉴스’지에 기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 1부

에서는 상기 ‘연구소’가 제공한 인도네시아에서

의 해외독립운동사에 대한 개요를 첨삭하여 소개하

였으며 제 2부는 무려 1,400명이나 되는 한국인들

이 동시에 자바 땅을 밟는 계기가 되었던 일본의 자

바점령 과정과 한국인들의 애환을 같이 느껴보며 제 

3부에서는 포로감시원들과 포로관리 남방총군 총책

임자였던 홍사익 장군의 末路가 우리의 가슴에 파장

을 남기게 하고 제 4부는 몇몇 자카르타 원로 교민

의 증언 및 그 유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유

홍배의 인도네시아 상류사회 진입 과정과 친북성향

의 행적으로 편향되게 된 배경을 당시의 사회, 정치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추적해 본다. 제5, 6부에서

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포로 감시원으로 징용

되어 고향의 처자식을 뒤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보

낸 7년여 세월의 마지막 章에서 인도네시아 독립전

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결국은 異國 땅에서 

화란군에 의해 집행되는 총살형이라는 마지막 장면

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양칠성(梁七星)의 기구한 운

명의 照明燈을 다시 밝혀볼 예정이다. 제7, 8 부에

서는 일제 강점 말기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文藝

峰(越北)과 최고의 남자가수였던 南仁樹까지 동원

하여 친일 작품활동을 하다가 일본육군 선전반원으

로 자바에 파견되었으나 일본 패망 직전에 재자바

조선인민회를 창설하여 친일과거를 속죄하면서 조

국 한국은 물론 실질적인 고향이며 일본인 처와 어

린 아들 딸이 남겨져 있는 교또(京都)로의 귀향까지 

모두 거부하고 인도네시아를 제 3의 조국으로 삼아 

여명기 인도네시아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연극, 

영화 예술가 허 영(許 泳)의 생애와 인도네시아에서

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본다. 그 뒤를 이어 손양섭/노

병한/민영학의 암바라와 의거, 이억관/김만수/조남

훈의 고려독립청년당, 반둥 악첩여관에 묻힌 대한독

립기념비 행방 등에 관하여도 계속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호에는 <제 2부 日本의 자바점령과 韓國人들>편

이 이어집니다.

참조 문헌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동남아 지

역 편; 국가보훈처 및 독립기념관 공동 펴냄, 

2005년

-Sekitar Perang Kemerdekaan Indonesia/

Perang Gerilya Semesta I; A.H. Nasution 저,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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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이 이혼 소송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인도네시

아이다” 이 말은 인도

네시아의  노동법의 대

가 H. P. Rajagugguk 

교수가 종종 쓰는 말이

다. 법정에서 이혼 판결

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근로자 해고 

허가를 받아내는데 소

요되는 시간이 더 걸리

는 노사분쟁 해결 절차법을 비판하는 인도네시아 노

동법 박사 제1호인 노학자의 의견이다. 고용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맺어지고, 맺어진 고

용계약은 양자 간에 법이 되어 양자를 구속시키는 것

이 만국 공통의 법의 원칙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려

면 해고 통보만하면 해고가 발효하는 해고 통보제도

를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으

나, 직원을 해고하려면 국가로부터 반드시 해고 허가

를 받아야 하는 해고허가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손가

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극소수의 나라가 있다. 그 중

에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이다. 종전에는 직원을 해

고시키는 적법한 절차는 노사직접협의 - 지방 노동

사무소 - 지방노사분쟁해결위원회(P4D) - 중앙노

사분쟁해결위원회(P4P) - 고등행정법원 - 대법원

의 순서로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노사 

간에 감정 대립이 뒤따랐다. 그러나 2003년 법률 제

13호로 노동법이 발효되고 이어서 2004년 법률 제

2호로 산업관계(노사관계) 분쟁해결법이 발효되면

서 고용관계 종결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특히 

고용관계 종결 분쟁 해결에 법정 시한을 두어 그 처

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해고 허가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을 뿐이며, 고용관계 종결이 법정

시한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나, 법정 사항을 준

수하지 않는 경우(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사항 미비

로 그 효과가 법 제정의 취지대로 나올지는 미지수이

다. 한국인의 법 정서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인도네

시아의 고용관계 종결에 관하여 설명한다.

       

1.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는 고용관계 종결 주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

계 종결 및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이상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사

직)시 분쟁   발생은 드물며,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

결 역시 법의 강제성 때문에 노사 양자가 다 불가피

하게 받아 드린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결 분쟁은 사

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해고) 시 발생하는 분쟁

이 대부분이다.

2.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가. 무기한부 고용계약 상의 사직 

 자료 제공 :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고용관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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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의 간단한 형태는 아무

런 조건을 달지않은 무조건 사직과 조건을 달고 사

직서를 제출한 조건부 사직이 있다. 조건부 사직은 

사직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직이 발효한다. 무기한부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한 경

우에 사용자의 의무는:

(1). 시행하지 않은 년가 배상

(2). 최초 채용지까지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귀향비

(3). 회사를 직접적으로 대표하지 않는 직책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

약서에 약정된 송별금이다. 이러한 경우의 사

직은 산업관계(노사관계)분쟁해결 기구의 고

용관계 종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노동

법 제156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 근속금 지불 

의무 여부에 관하여 논난이 많으나, 작은 말썽을 일

으키면 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해고되면 해고금과 장

기 근속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직하게 사직서를 내

면 해고금 이나 장기 근속금을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법의 조항이 불공평하며 불합리하며 근로

자의 불성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으며, 상

술한 노동법 제 162조 2항의 송별금 규정을 참고하

여, 많은 회사들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에게 장기 근속금 혹은 송별금 명

목으로 노동법 제156조 3항에 준하여 지불하고 있

는 상황이다.

* 노동법 제156조 3항 장기 근속금 계산 기준

  - 3년 이상 6년 미만 근무 : 2개월분 급여액

  - 6년 이상 9년 미만 근무 : 3개월분 급여액

  - 9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 : 4개월분 급여액

  - 12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 : 5개월분 급여액

  - 15년 이상 18년 미만 근무 : 6개월분 급여액

  - 18년 이상 21년 미만 근무 : 7개월분 급여액

  - 21년 이상 24개월 미만 근무 : 8개월분 급여액

  - 24년 이상 근무 : 10개월분 급여액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 혹은 고용계약 위반 이유 

고용관계 종결 허가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1). 사용자가 다음에 열거된 행위 중 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근로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

계 종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근로자를 구타하거나, 거친 방법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한 경우

(나). 근로자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다). 급여를 3개월 이상 정해진 일자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고용계약서와 다른 일을 하도록 명령한 경우 

(바). 고용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지 않은 일로 근로자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정조를 위험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경우

(2). 상술된 이유로 고용관계 종결이 허가되는 경우

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법 제156조 2항에 규

정된 해고금의 2배, 장기 근속금 및 년가 배상, 귀향

비 와 해고금과 장기 근속금의 15%에 해당되는 의

료비 및 주택비를 지불해야 한다.

(3).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허가 사유로 신청한 상

술한 사용자의 행위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의

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

자를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해고허가 없이 해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금 및 

장기 근속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사용자의 지불

의무가 없어진다). 

다. 장기 와병 사유 고용관계종결 신청 

근로자가 와병 혹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유급 법정 시한인 12개월이 지나면, 근

로자는 고용관계종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법 제156조 2항 법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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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의 2배, 3항 법정 장기 근속금의 2배 및 4항의 

제 배상을 받는다.

           

라. 기한부 고용계약 상의 사직           

기한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

직서를 제출한 경에는 근로자는 고용 계약 잔존 기간

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 사항과 현실적인 처리에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해고금, 장기근속금 

혹은 송별금의 개념이 없다.

  

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 사망, 정년퇴직 혹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

구의 판결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등이 이에 해당된

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과 정년

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

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으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

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고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4.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결 시에는 유

가족에게 제156조 2항에서 규정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서 규정한 장기 근속금 1배 와 4항 에서 규정

한 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5.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가.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

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

게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 규

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 와 4항에 규정된 제 배상금

을 지불해야 한다.

나.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

고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자

는 제156조 2항의 해고금 과 3항의 장기 근속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나 4항의 제 배상금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정년퇴직금의 액수가,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

속금의 1배 와 4항에 규정된 제 배상금을 합친 총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지불해야 한다.

6.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구법에는 해고허가(Ijin Pemutusan Hubungan 

Kerja)라는 용어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

시 해고허가를 받아 해고하도록 단호하게 표현했으

나, 신법에서는 해고허가 대신에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결정문(Penetapan)을 받아 해고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신법에서 구법보다 더 부

드러운 용어를 사용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해고

허가 제도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가. 해고 절차 준수 원칙

 노.사.정.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는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

구에 고용관계 종결/해고 허가를 신청하여, 산업관

계 분쟁해결 기구의 결정문이 떨어지는 경우에 해

고가 가능하다.

나. 해고 금지 사유

다음의 사유로 인한 해고를 금한다.

(1). 와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12개월 미만

      계속 결근한 사유

(2). 법규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 수행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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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상의 의무인 예배를 드린 사유

(4). 근로자 혼인 사유

(5).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혹은 수유를 한 사유

(6). 근로자가 회사 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 혹은 

      혼인연을 가진 사유, 그러나,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 근로 계약서에 약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노조 설립, 노조에 가입, 노조 간부 보직, 사용

자와 합의하에 혹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

체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중 혹

은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을 한 사유

(8). 사용자의 형사범죄 행위를 고발한 사유

(9). 사상, 종교, 정치성향, 부족, 피부색, 출신, 

       성별, 신체조건 혹은 혼인신분의 상이 사유

(10).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완치시기가 불명한 영구 불구 혹은 질병 사유     

         

다. 허가없이 해고가 가능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허가없

이 해고가 가능하다.

(1). 견습 기간중인 근로자  

(2). 사용자의 압력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 종료 시 

(3).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 계약서 혹은 관계

       법규에 의해 정년 년령에 도달한 근로자

(4). 근로자 사망 시   

   

라. 고용관계종결 원인무효

상술한 “6. 가”항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결한 경우에는 원인 무효로 간주되며, 산업관계 분

쟁해결 기구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노사 모두 평소

대로 의무 사항을 수행해야한다.  

마. 임시 정직 조치

해고 수속을 밟는 동안 사용자는 평소의 급여를 지

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임기 정직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1). 다음에 열거한 행위중 한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에 대하여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사기, 절도 혹은 회사의 물건 혹은 금전을

        횡령한 경우

(나). 허위 보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 회사 내에서 취하게 하는 술을 마시거나,

        술 취하거나, 마약을 사용한 경우

(라). 회사 내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도박을 한 경우

(마). 회사 내에서 동료 혹은 사용자를 공격, 구타,

        협박 혹은 위협한 경우

(바). 동료 혹은 사용자가 법규를 위반하도록 

        종용한 경우

(사). 과실 혹은 고의로 회사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아). 과실 혹은 고의로 근무 장소에서 동료 혹은

        사용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경우

(자). 회사의 비밀을 유출한 경우

        (국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

(차). 회사 내에서 징역 최고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1)”항에서 상술한 잘못은 다음과 같은 증

거가 있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나). 해당 근로자의 자백

(다). 회사 내 해당부서의 보고서 및 이를 입증하는

        증인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3). 상술한 이유로 해고당하는 근로자에게 해고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미실행 년가 등은 배상해야 

한다. 해고되는 근로자의 직책이 회사의 이익을 직접 

대리하는 위치가 아니면 미실행 년가 등 배상 이외에 

고용 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 계약서에 송별금을 

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면 약정대로 지불해야 한

다. 약정된 사항이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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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 전쟁은 세 여신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신들의 질

투 때문에 트로이 성이 불바다가 되고, 그 하수인인 

인간들은 그 어줍잖은 신들의 대리 전쟁을 치르느라 

꼬박 십 년을 싸웠다는 것이다. 곧, 아테나나 헤라가 

날갯짓을 하면 그리스 군이 이기고, 아프로디테가 손

을 들어 주면 트로이군이 이기는 싸움을 십 년이나 

줄기차게, 끈질기게 벌인 것이다. 명분도 없는 살육

전을 십 년씩이나. 그러니 인간은 신, 

특히 여신의 질투를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신들이 심심하니까 오래 전에 

짜놓은 각본, 오래 전에 봉지

를 뜯은 땅콩이라는 냄새를 떨

칠 수 없다. 그런지 아닌지 우선 

이야기의 겉 껍데기부터 걸터듬어 

보자.

 ‘은빛 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요정 테티스가 펠레우스 왕과 결혼을 한다. 

이 잔치 마당에는 인간도 그만큼 훌륭해서인지 신들

과 함께 초대를 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한창 분위기

가 무르익을 무렵,(!)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고 흥겨

워 할 무렵 불청객이 하나 나타난다. 바로 불화의 신

인 에리스. 하기야 누가 결혼식에 불화를 불러들이고 

싶어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 여신은 성질 더럽고 제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이니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어쭈, 이제는 인간들까지 신인 나를 따돌

려?” 머리를 굴리다 복수의 방법을 하나 떠올린다. 

하기야 복수는 에리스의 전공이니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겠다.

 에리스는 잔치상을 향해 사과 하나를 던진다. 그

리고는 아무 말없이, 그러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서 사라진다. “네까짓 것들이 당하지 않고 별 수 있

어?” 그렇게 종알거리지도 않고.

 에리스가 사라지자 긴장하던 신과 인간들은 안심하

면서도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 뭐, 한참 

동안 깽판을 치다가 분이 풀리면 갈 줄 알

았는데, 이건 어째 너무 싱겁다. 하기

야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가

는 밤길도 나름대로는 멋도 있고, 낭

만도 있다고 느끼는 법이다. 또한 고

개만 돌아가면 절벽으로 수직 낙하

를 하는 길이 호랑이 아가리처럼 버티

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를 때까지

는 밤하늘의 별도 더 한층 아름답게 빛

나고, 애인의 달콤한 말도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꿈같은 법이다. 마찬가지로, 함정을 만나

기 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고, 드디어 무언

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지기까지 하는 법이다. 이 

때가 꼭 그랬다.

 수 많은 여신과 인간들이 안심하며 그 사과를 보

았다. 아주 빨간, 절로 군침이 도는 사과. 그런데 그 

사과에 어떤 글씨가 써 있었다는 게 문제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 말로는 

‘칼리스테’ 라고 한다던가. 그러자 모든 여신은 그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제 2 편  사과 한 알이면 신도, 인간도 - - - - - -  에리스

JIKS 교사 이상기

독자기고



한인뉴스 5월호

11

사과가 자신

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

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느라 한동안은 머리 속이 복잡

해진다. 이럴 때는 신이란 것들도 전혀 자신없는 수

학 문제를 풀려고 끌려 나온 초등학생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주변 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설 수는 없는 

법.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끝나고, 그래서 보다 확실

한 명분을 갖고 있는 신들이 사과의 소유권을 주장

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헤라는 그 사과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래, 한 마디 해서 보다 확실히 해 두

고 싶어한다. 얼른 찜 해 놓고 침까지 발라 두자는 속

셈. “내가 최고신의 아내이니 무엇이나 최고의 것은 

이 헤라의 것이겠지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자

리에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제우스 신과 

버금가는 신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나, 이 헤라가 아

니겠어요? 그러니 저 사과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해

도 누구 나서는 신은 없겠지요?” 

 그러나, 헤라의 이런 생각은 단지 자신의 생

각일 뿐이라는 것, 내 마누라 말법으로 하

면 ‘당신 멋대로’인 ‘광수 생

각’임을 금방 깨닫게 된

다. 미소를 짓는 그녀

에게 감히 말을 걸

고 넘어지는 여신

이 있었으니. 그것

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그 중 한 여

신이 도도한 미소를 지으

며 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견

줄 수 없는 것인 만큼 이 사과는 당연히 제 것이겠지

요.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에

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있는 아름다

움이 진짜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그 

정도는 충분히 알 만한 신들이 아닌가요? 혹시, 우리

보다 훨씬 못난 인간이나 소, 돼지 같은 짐승이면 몰

라도.” 별로 지혜로운 말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혜

의 여신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사과의 주인공은 

당연히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밖에 없을 듯하다. 괜

히 한 마디 했다가는 인간이나 짐승으로 취급받기 십

상 아닌가!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그렇게 쉽게 중간

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주

장은 그리 지혜롭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겠다. 아름다

움과 지혜를 동일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이 누구

보다 잘났다고 나서는 일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일일

까? 신이라면 누구나 남과 비교될 수 없

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

에. 그렇지만 아무리 대머리

라도 머리카락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것

과 마찬가지로 

머리 끄덕이

는 일이 버

릇이 된 수

수깡 허수아

비도 있게 마

련. 머리 없는 

몇몇 신이 끄덕이며 

아테나 여신의 말을 인

정하려 하자 기다리고 있던 여신 

하나가 요염한 포즈로 나선다.

 “참 이상하군요. 아름다운 여신을 꼽으라는데 

무슨 다른 이유나 핑계가 그리 많아요? 그 사과

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사과에 이미 써 있지 않

아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구요. 그

러니 미의 여신 말고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

일 수 있겠어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뻔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주

인공이 되어야 맞지요? 만약, ‘가장 지혜로운 

여신에게’ 라고 써 있거나, ‘가장 권력이 강

복수, 스스로에세 씌우는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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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높은 여신에게’라고 써 있다면 저는 당연히 

저 아테나 여신이나 헤라 여신께 그 영광을 돌리겠어

요. 그러나, 이건 바로 아름다운 여신을 말하는 것이

지 지혜나 권력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사과는 바로 저 말고는 주인이 없을 거예요.” 미의 

여신, 사랑과 애욕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여신이 지금

까지 자신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펼친 사건이 바

로 이것이었다고 한다. 그밖에는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 나타나면 인간이건, 신이건 누구나 눈이 멀고 

머리가 비게 마련이어서 논리니 뭐니가 끼어 들 여

지도 없을 테니까.  

 주장하지 않거나 가지고 싶지 않으면 임자도 없다. 

길가의 돌멩이를 보라. 주장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많아도 쉽게 

주인을 정할 수 없다. 에리스의 사과가 바로 이런 경

우다. 어쩔 것인가?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도 전

체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면. 이렇게 하여 사과 한 알

은 점차 애물단지, 불화의 사과임이 분명해지기 시작

한다. 세 여신은 수 많은 시간을 똑 같은 말로 지치지

도 않고 허비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그래서 이미 이

들은 신이 아니라 시정의 아낙네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은 세 여신들이 제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아낙네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라. 

그들에게도 귀는 없고 영원히 썩지 않는 입만 있다.

 다른 신들은 어느 하나의 신을 꼽아 내놓고 편을 들 

수 없자 슬그머니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어느 한 여

신의 환심을 사는 것은 좋지만 그랬다가는 다른 두 

여신과는 아예 씻지도 못할 원수가 될 것이 뻔하니

까. 제우스도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제우스는 아내인 헤라 여신의 원수가 

되었다. “저게 많은 신들 앞에서 아내인 나를 무시

해? 아니, 아예 망신을 줘? 흥, 이제 당신이 어디서든 

딴 짓을 하기만 해 봐라. 독수리를 타고 멀리 도망치

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만큼 망신을 톡톡히 줄 테니

까. 아니면 구름 속에 들어가 아예 기어 나오지도 못

하게 하거나.”  이건 뭐 안팎 곱사등이가 돼도 좋으

니 망신만 주면 된다는 것인가? 하여튼 제우스도 그 

좋아하는 씨뿌리기도 점점 어렵게 되었다. 뿐만이 아

니다. 나머지 두 여신도 나름대로는 섭섭하다. 이렇

게 간단한 것을 신들의 우두머리라는 작대기가 왜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이냐? 

 아무도 끼어 들지 않자 세 여신은 인간세계로 눈을 

돌린다. 인간이라면 눈치 보느라 언제까지 주물럭만 

처먹고 있지는 않겠지. 내려 갑시다. 세 여신은 지상

으로 내려온다. 이미 심판은 점찍어 두었으니 시간 

끌며 초조해 할 필요도 없다. 그래, 좋다. 가서 물어 

보자. 보나마나 저 사과의 주인은 틀림없이 나일 테

니. 여신들은 동상동몽인지 동상이몽인지, 하여간 미

얀마의 몽짜 돌림으로 희망이라는 생각의 실 타래를 

풀며 지상으로 내려온다.

 여신들의 사과는 어느새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손

에 건너가 있었다. 파리스는 어안이 벙벙하고 두 눈

이 빙빙 돌만큼 황홀하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 속이

란 말이냐? 이것이 다 무엇이냐? 그리고 왜 창피하게

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저렇게 남의 혼을 빼

놓는 것이냐? 

 파리스는 혈기가 방장하고 잘생긴 젊은 사내다. 비

록 지금은 양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야 세상 견문

을 넓히려고 사서 하는 고생이고, 조금만 지나면 바

로 트로이의 왕이 될 사람 아니냐. 자존심, 자만심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피가 더 뜨겁다. 그게 문제다. 이

거, 참 큰 일이다.

 먼저 헤라가 나섰다. 천상 최고신인 제우스의 아내

답게 휘황찬란한 보석이며 의상이 눈부시다. “만약 

그 사과를 나에게 준다면 당신에게 지상 최고의 권력

과 영화를 틀림없이 너에게 주겠다.” 그렇구나. 세

상 누구나가 꿈꾸는 부귀와 영화, 권력이라는 것이 

사과 한 알 던져 주기만 하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구나. 더 볼 게 없겠군. 이 사과는 저 여신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과를 막 던져 주려는 순간, 여신 

하나가 황금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거울같은 방패를 

들고 나선다. 아, 저게 바로 아이기스 방패인가? 페르

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일 때 그에게 빌려 주었다는 방

패. 참, 나중 세상에서는 공격과 수비, 침투와 방어가 

완벽한 배를 이지스 함이라고 할 거라는 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구? 과연, 대단해. 명불허전이라

던가? 저 방패 이름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알겠어.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지? 

 “만약 당신이 저 사과를 나에게 준다면 나는 당신

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세상의 

모든 이치, 살고 죽는 모든 이치, 만나고 헤어지는 모

독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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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이유와 가치를 당신보다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배부른 돼지로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지.” 그래? 그것 참 좋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는다면 그건 신이나 다름이 없겠구나. 그러니 

부귀, 영화보다는 지혜가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

겠다. 어라?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이 사과를 누구

에게 주어야 하지? 

 그렇게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여신 하나가 숨막

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만약 그 사

과를 나에게 던져 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나만큼이

나 아름다운 여인을 짝으로 골라 주겠어요. 그리고 

그 사과는 원래 내 것이에요. 생각해 봐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 있지요? 그러니 미의 

여신인 내가 바로 그 사과의 주인공이지요. 뻔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요구해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형식은 형식이니 절차를 밟는 수밖에

요. 그러니, 나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

로 나, 미의 여신인 아프로데테를 닮은 여인을 선

택하겠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그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파리스는 아무 것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여인, 바로 저 미의 여신을 닮은, 미의 여신과 

똑 같은 여인을 짝으로 맺어 준다지 않는가? 더구

나, 이 사과는 바로 저 여신의 것이라지 

않아? 그러니 이 사과는 바로 저 여

신의 거야. 파리스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던졌

다. 두 여신은 앙심을 품었고 아프

로디테만은, ‘자, 어때?’, 득의

의 미소를 지으며 떠나갔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이미 메넬

라오스의 아내가 되어 있는 헬레

네를 꾀어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

로 가서 그의 짝이 되게 만든다. 그

러자, 헤라와 아테네 여신은 트로

이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그리

스인에게 분노의 감정을 불러 일

으키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서 인간들이 그것이 자신의 분노인 

양 전쟁을 준비하고 십 년 간을 치열

하게 싸우도록 만든다. 사람들은 그 싸

움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이긴 것이라

고 생각한다. 자신이 던진 창이 생각보다 멀리 나가서 

적을 쓰러뜨려도 용사인 인간은 거기에 신의 힘이 가

해진 것을 모른다. 다만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들은 그

저 습관대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창을 던지고, 활을 쏘

다가 죽어간 것 뿐이다. 

 참, 재미없다. 지금도 우리는 하찮은, 많은 일에 분노

하고 시비를 걸고 욕지거리를 한다. 여인 때문에 집안

을 파멸로 끌어 가기도 하고, 권력 때문에 목숨을 재촉

하기도 한다. 서로의 머리를 겨루고 누가 더 지혜로운

지, 만약 거기서 지면 모든 자존심을 짓밟힌 양 앞뒤 

가리지 않고 극렬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남의 꼭두각시가 

되어, 보이지 않는 자들의 도구가 되어, 열심히 분노

하고, 열광하고, 돌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

게 분노하다가, 체념하거나, 굴종하다가, 끝내는 저들

의 각본대로 자진하여 저들에게 아첨하며, 비굴한 목

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닌가, 그렇지 않은

가?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당신은 자신있게 그렇지 않

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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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니 한인축구회

“숨이 목까지 차 오고 사지가 부

들 부들 떨릴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오는 쾌감. 각자의 개인

기 이외에 11명이 하나가 되어 조

직적으로 골을 만들어 내는 혼연

일체의 유대감. 이것이야 말로 축

구를 하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인니한인축구협회 총무직을 맡

고 있는 박희도씨의 말이다. 이보

다 더 멋진 축구에 대한 예찬이 있

을까? 

 지난 4월 14일에 자카르타 블록

M에 위치한 인니경찰대학교에서 

치러진 한인축구회와 인도네시아 

한 회교당 축구팀간의 경기에서 

이 말이 허가 아님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오후 4시 시작한 이 경기

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기는 6-

0 한인축구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전 후반 90분을 공 하나에 

집중하며 골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박영순 감독과 선수들간의 호흡

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다. “야 왼

쪽으로 찔러” “그래 앞으로 패

스” “살살 드리블 해!” 등 약간 

거친 듯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엔 6점차 라는 큰 승리의 원

동력이 됐음은 틀림이 없다. 보는 

사람도 즐겁고 뛰는 선수도 즐거

웠다. 상대팀은 경기의 결과에 대

해 뾰루뚱하게 낙심했을 법도 한

대 오히려 한국팀이 골을 넣을 때 

연신 환호해 준다. 그들은 어느새 

한국팀의 팬이 되어버렸다. 그곳

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으며 축

구라는 매력에 빠져있는 축구인이

라는 유대감만이 남아있었다. 이

렇듯 간단한 규칙과 원초적인 움

직임 속에 모두를 빨아들이는 매

력을 축구는 지니고 있었다.

 1996년 임연식 초대 회장의 적

극적인 노력으로 창립된 한인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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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에 앞서 박영순 감독

이 작전지도를 하고있다.

2. 심판진들

3.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

4. 상대팀 선수들, 지고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항상 즐

거웠다.

회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큰 호응 

속에 항해를 해오고 있다. 지금은 

안선근 교수가 제 7대 회장을 역

임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면 찌비농의 한 축구전용 잔디

구장에서 어김없이 축구모임을 갖

는다. 한때 회원이 250여명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인

축구회는 3년 전 까지만 해도 자

카르타 내의 미니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 대회에 정기

적으로 참가하여 외국 축구팀과의 

경기를 통해 실력을 키워왔고 또

한 한국의 축구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도 톡톡히 했다. 

 한인축구회는 2002년 한일 월드

컵의 붐을 타고 자카르타의 곳곳

에 신생팀들을 태동하게 한 산모

역할도 했다. 현재 축구협회를 비

롯해 ‘아라라오(가칭 축사모)’, 

‘땅그랑 축구회’, 그리고 각 교

회에 기반을 둔 팀들을 포함하면 

자카르타와 주변지역에만 7~8여 

개의 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한국팀들간의 친목경기를 

치를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많아졌

고 매년 광복절 날이면 한곳에 모

여 실력을 겨루고 교민사회의 화

합을 돈독히 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인들 사이에 축구가 부쩍 활성화

가 되고 있는 것은 교민수의 증가

가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2002년 

월드컵 4강과 6회 연속 월드컵 

진출로 인한 축구붐의 열기와 더

불어 축구를 사랑하는 ‘아라리

오’와 같은 축구동호회의 열정

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안선근 회장은 전했다.

에피소드 하나-한국인의 자존심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경기에 참

가하다보면 외국 팀 특히 유럽축

구팀은 체력이나 기술면에서 한국

팀에 앞서기 때문에 한국팀을 기

본적으로 폄하한다고 한다. 한때

는 경기 중 상대 유럽팀의 연이은 

고의적인 반칙에 경기장에서 양

팀간의 때아닌 격투가 벌어졌다

고 한다. 그 뒤 한국팀은 무서운팀

(?)이라는 이름이 따라 붙었고 이 

때문에 한인축구회는 인터내셔널 

경기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불참

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 중 특히 

타국과의 경기에선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한인축구회는 개인

재인니한인축구회 초대회장을 역임

한 임연식씨. 현재 까지 한인축구회

를 맡아 지도하고 있는 한인축구회의 

산증인이다.

재인니 한인축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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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분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긍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것이다.

2006년 한인축구회는

 운동화와 운동복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것이 축구이다. 축구는 선

수들 뿐만 아니라 각 팀마다 응원

을 나오 교민가족들도 쉽게 흡수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룩해낸 4강 신화에 

버금가는 교민사회의 화합의 분

위기는 축구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인축구회는 

2006년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한

국대표팀의 승전보를 바라는 마음

으로 각 지역 한인 축구팀들과 함

께하는 월드컵 전야제 성격의 친

선경기와 토고전 만큼은 독일과 

인니의 시차에 문제가 있긴 하지

만 거리응원전을 계획하고 있다. 

축구를 하고 싶다면

 말끔하게 깍여진 푸른 잔디밭과 

폼나는 유니폼, 또한 정정당당한 

경기운영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심판진들. 한국에선 꿈꾸기 조차 

힘들다. 축구라는 것이 맨땅에 헤

딩만 해도 즐겁다 하지만 만약 잘 

갖추어진 시설을 지닌 경기장에서

의 축구는 생각만 해도 즐겁다. 인

니에서는 이 모든게 가능하다.  회

원가입 하나면 이 모든 것을 일거

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보너스 하

나 더, 만약 인니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신참이라면 매주 있는 경기

를 통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축구인들간의 교류 뿐만 아

니라 인니의 여러 부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계

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 축구

를 통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점들이기도 하다. 한

인축구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안선

근 회장은 말한다. 또한 각 지역별, 

기관별로 꾸려진 축구동호회들이 

각기 다를수가 없다고 한다. 만약 

교민들 중 축구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인축구회가 아니더라도 아라

리오, 땅그랑 축구회 또는 각 교회

등에 둥지를 튼 축구모임에 각자

의 여건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어

좌. 경기 전 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

우. 경기가 끝나면 한잔의 술로 회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느 소속에서 축구를 하든, 굵은 땀

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내고 경기를 끝내고 자라탕

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것이 축구를 하는 기

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냐는 것이 

모든 축구인들의 공론이었다.

문의처

재인니 한인축구회

박희도 총무 0818-720-105

아라리오

허회찬 감독 0812-811-7575

고광희 총무 0815-991-0016

연합교회: 고광휘

열린교회: 김감용

주님의교회: 신창우

중앙교회: 신교섭

교민교회: 사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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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 6일 정말로 축구

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오로

지 축구만을 하자는 취지로 가칭 

‘축사모’라는 이름으로 몇 명이 

모였습니다. 축구를 잘하던 못하

던 공을 찰 수 있다는 기쁨으로 모

여  땀을 흘리고, 또한 현지인 축구

팀 및 한인 축구동호회와의 경기

에서도 승부에 집착보단 상대팀과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기쁨과 열

정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입니

다. 어느덧 이 모임이 이제는 ‘아

라리오’라는 축구팀으로 성숙하

여 교민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축구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라리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을 하늘의 군대

를 통해 전 세계에 펼쳐질 것이라

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름만 들어

도 누구나 한국의 축구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라리

오’는 나이, 소속, 축구 실력보다 

축구에 대한 열정을 더욱 중요하

게 생각합니다. 현재 28명의 회원

이 있는‘아라리오’는 매주 일요

일 오후 2시 또는 4시에 주로 현지

인 축구팀과 경기를 통해 축구사

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라리

오는 2005년 2월 처음 경기를 시

작으로 지금까지 총 56 게임을 치

렀으며, 21승 7무 28패를 기록하

고 있습니다. 주로 JSSC팀, 스나

얀 올스타팀, UNAS팀등 현지 축

구팀과 경기를 하며, 승패를 떠나 

페어플레이와 운동을 즐긴다는 마

음으로 공을 차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연말에는 모든 회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고 

지금까지 치러온 경기를 비디오

로 관전하면서 축구에 대한 사랑

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께 고마움

을 전달 하였습니다. 아라리오의 

아라리오(Arario)’축구팀을 소개합니다

모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

영 단장을 비롯하여, 허회찬 감독

과 이용덕 주장을 중심으로 ‘아

라리오’를 더욱 가족적인 분위기

로 만들 생각이어서 앞으로 ‘아

라리오’가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라리오’는 향후 여러 

외국팀과의 경기를 통해 아마추어 

국제대회에도 참여할 계획을 갖

고 있습니다. 또한 모임의 본래 취

지에 따라 모든 회원이 가족적으

로 지낼 수 있는, 축구를 못하더라

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축구

팀’으로 거듭 날 계획입니다. 앞

으로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

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한민국 파이팅....!!!!!! 

아라리오 축구팀 문의

아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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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대규모 시위에 전면 재검토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개정 노동법안의 

국회 제출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노사정과 학자들

을 포함한 포럼을 개최하여 개정안을 재검토 할 것

임을 밝혔다. 노동법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조합

의 시위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립한 투자환경개선 정책 패키지에는 개정 

노동법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이달 중으로 정하고 있

으나 경제계는 대폭적인 연기는 투자환경 개선에 역

행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재검토 대상은 특히 해고수당(퇴

직금), 보험, 노동자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자사회보

장(잠소스텍)의 역할이다.

 개정안에는 해고수당을, 근속 6년 이상일 경우 본봉

의 7개월 분, 6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로금

은 근속 25년 이상 노동자에게 6개월 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법의 해고수당 규정은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분, 8년 이상은 9개월 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로금은 근속 3년 이상 시 2개월 분, 24년 이상은 

10개월 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해

고수당은 최대 5개월 분, 공로금제 폐지 등을 제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복지노련(KSBSI)의 렉속 위원장은 개

정안이 ‘너무 기업측에 유리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부자와주 경영자협회는 시위파업

으로 주 내 4천여 공장의 90%가 조업을 일시 중단

하면서 700억 루피아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제기

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은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조기에 실시할 필

요는 없다”면서 향후 수주간 집중적으로 협의 후 제

출해도 늦지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자환경 개

선정책 패키지에는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이달 중으

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검토 결정으로 제출시기도 상

당기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협회의 하사누

딘씨는 “향후 협의는 정부의 개정안에 근거하지 않

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가장 중용한 것은 노사가 

공동으로 개정안을 책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자협회(API)의 에르노피안 사무

국장은 “개정안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대해 경쟁

력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는 생산성과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노동자를 지나치게 보호하여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

는 자기계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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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도네시아에선

러브콜 받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작년 유엔 정

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바로 곁에서 식사

하고, 이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앞다퉈 만난 사람

은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외교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

유로, 외신은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석유·가스 등의 천

연자원 외에도 그의 리더십과 민주화 조치 등을 꼽는다.

 리더십과 관련, 유도요노는 2004년 말 지진해일(쓰나

미)과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또 29년간 계속된 아체주

(州)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의 투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

키고 부정·부패한 정·재계 거물급 인사를 구속시키는 

등 국내외 거센 파도를 모두 이겨냈다.

 영국의 가디언은 4월 5일 유도요노 대통령에게는 “무

능한 전임자와는 다르다”“함께 거래할 만한 인물”이

란 평가가 따른다고 보도했다.

 “평화 중재자, 신뢰 구축자, 문제 해결사, 조정자가 되

고 싶다”고 했던 유도요노 대통령은 '인권탄압국 미얀

마에 민주화 요구 '‘이슬람 형제’인 팔레스타인에 대

한 인도적 지원, 국내의 보수 이슬람 세력과의 관계 개선,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세계 중재 등 역

동적인 외교활동을 벌였다.

 이런 노력에 미국이 반응해, 인도네시아 군에 의한 동

(東)티모르 민간인 학살을 이유로 7년간 인도네시아에 

적용해 오던 무기 금수조치를 작년 11월 풀었다. 그러나 

동티모르 민간인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 호주와 

외교분쟁으로 비화된 파푸아 독립문제, 여전히 근절되

지 않은 부정부패,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은 여전히 인도

네시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한국, 인도네시아 근로자 도입 재개

송출비리로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되어온 인도네시아 근로

자의 한국송출이 이달 중순부터 재개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4월 4일 오후 엘만 수파르노 인도네

시아 인력이주부장관과 ‘한-인도네시아 인력 송출과정

의 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한 부속합의서’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인력도입 지체 및 송출비리 등으로 지난 해 

6월 분터 인력송출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그동안 노동부는 

인도네시아측에 송출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이와 관려한 실무협상을 계속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합의서 체결에 이르게 되

었다.

부속합의서는 인력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하

여 취업절차 및 공식 수수료 등을 신문 등에 널리 알릴 것, 

근로계약 체결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연락과 동시에 그 명단

을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할 것, EPS(고용허가시스템) 전산

시스템 상에 근로계약 체결부터 입국 준비상황에 대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 그리고 인력 송출과정을 모

니터링,평가,조정하는 실무작업반을 양국 정부의 관련 공

무원으로 구성,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고용을 희

망하는 사용주는 4월 중순경부터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

터를 통해 원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알선 받을 수 있

게 됐다.

한-인니 의회간 협정서 교환하는 김의장과 아궁의장

 4월 5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와

의 의회간 협력의정서 체결에서 인도네시아 아궁 락

소노 국회의장(왼쪽)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협정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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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하지 순례 등 종교부패 고리 못끊어

 인도네시아 종교부가 지난 2003년 무슬림들의 연례 

최대 행사인 하지 순례 때 거액을 횡령한 증거가 포착

된 뒤에도 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인

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4월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하지 행사때 인도

네시아 종교부 장관의 동생인 사이드 알위 파흐미가 

순례 행사 관련 계약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4억 루피

아의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를 순례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5억7천500만달

러에 이른다. 

 당시 파흐미의 음성이 녹화된 테이프에는 그가 “장

관의 집에서 일하는 이들의 라마단 보너스를 주기 위

해”라고 말하는 부분도 들어 있었다. 

 이 사실을 처음 폭로한 이맘 부디하르조 당시 인도네

시아 관광청 국장은 “이 테이프는 확실한 물증”이라

면서 “과거에도 하지 순례 관련 부패에 대해서는 많

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은 2002년 수실

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였다. 

 이후 그의 혐의가 입증됐고 지난 2월 그는 5년 징역

형과 함께 횡령금 20억 루피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헨다르만 수판지 검사

를 반부패특별검사로 임명했고 이후 하지 순례 프로그

램과 종교부가 연관돼 있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수판지 특별검사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은 각

각 15명의 검사와 경찰조사관들 뿐이라며 “가용 자

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3년 발족한 부패척결위원회도 비슷한 상

황에 직면해 있다. 

 75명의 조사관이 일하고 있지만 지난해 21건의 부

패 사건을 조사해 5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트리뷴은 홍콩의 경우 독립적인 반부패위원회가 발족

한 1974년 첫 해 200건을 조사하는 등 홍콩의 부패 척

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플레이보이’ 판매? 인도네시아 논란!

 성인잡지 ‘플레이보이’가 인도네시아를 뒤흔들고 

있다. 강경 이슬람파들은 ‘플레이보이’지의 회수를 

위해서라면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도 이슬람노선의 하나인 무함마이야의 여성지도자

인 마야는 플레이보이지에 대해 매우 영리하게 대중 속

으로 파고든 도색잡지라며 폄하했다. 이에 반해 일반인

들의 ‘플레이보이’지의 대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지에서 유통 중인 ‘플레이보이’지

는 성적 수위가 있는 기사와 인터뷰가 실려져 있으나 전

신누드 사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 학생시위대 “외채도입 반대” 

 인도네시아 학생이 13일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총재

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호텔 밖에서 월포위츠 총재의 모습을 담은 플래카드

를 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이날 자국의 외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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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쓰나미 피해지, 한국 조림기술로 복원 

 2004년 12월 남아시아 지진해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산림복원을 위해 한국의 조림

기술이 나선다. 

 한국 정부는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지 복구지원 차원에

서 지난 3월27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KOICA(한국국제

협력단) 현지 사무소장, 인도네시아 산림부 복구청장, 

아체복구기관인 BRR 부의장 등 양국 대표가 아체지역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

은 실시협의록(Record of Discussion)에 서명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에 착수한다고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밝혔다. 

 이번에 양국대표가 서명한 실시협의록은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아체지역 망그로브 숲 조림, 정보센터 건립, 교육훈련, 워

크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산림청을 통해 사업을 총괄

할 산림전문가로 산림청 김상균 국장을 오는 5월 현지에 

파견하고 사업비 180만불(1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인니 쓰나미 복

한국 해양부, 인니 쓰나미 피해지역에 어선 4척 지원 

 2004년 12월 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쓰나미로 피

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지원될 중고어선 

4척이 13일 낮 부산 남항에서 출항식을 갖고 현지로 

떠났다. 이번 어선지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무상지원되는 어선 4척은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확보한 39~89t 규모의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어선들이며 잔존가치는 약 13억원에 이

른다. 해양부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

에 따라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중고어선을 수리했고 

최근 항해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선들이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도착하면 현지 해

역에 맞는 어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발리섬 일본뇌염 감염률 높다

 발리 섬의 일본뇌염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

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제백신연구소(IVI)는 7일 영국의 인터넷 의학저널 

BMC 메디신(www.biomedcentral.com/bmcmed/)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리 거주 10세 미만 아동의 일본

뇌염 감염률이 연간 10만명당 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IVI 연구진과 발리의 우다야나 대학 등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관련 기관들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 일본뇌염 유사 증세로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은 

239명의 발리 지역 아동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239명

의 어린이 중 86명이 일본뇌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

났고 4명의 의심환자가 확인됐으며 이 90명의 환자 중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0세 미만의 소아였다. 

확인된 환자 중 9명이 사망했으며 31명이 심각한 신경 

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IVI는 “발리에서 일본뇌염으로 인한 인명 손실을 줄

이기 위해서는 질병감시체제를 개선하고 백신접종 사

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열대림과 해외조림에 

대한 산림정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조림기술을 해외에 전

파하는 기회를 얻게 되며, 현지 피해주민들에게는 실질

적인 피해복구 지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우리 조림기술로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는 망그로브 

숲은 염분이 있는 해안가 또는 강 어귀 등에서 자라는 수

목 또는 관목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목재로서의 이용가치

뿐만 아니라 수생 생물들의 서식지 보호와 조수 피해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림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쓰나미 복구지원 사업에 대해 산림청 

류광수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러한 산림분야의 무상원

조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사인 피해임지 복원과 해

안 생태계 보호를 꾀함으로써 목재 수입국가인 우리나라

의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노력과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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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니 잠수함 성능개량사업 성공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한국 방위산업 역사

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대우조선해양(사장 남상태)은 거제도 옥포조선소에

서 회사 관계자와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1300톤급 잠수함 짜크라함 인도식을 가졌다

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3년 인도네시아 

209급 잠수함의 성능개량사업 입찰에 대우인터내셔널

과 공동으로 참여해 약 6000만불에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잠수함을 지난 2004년 5월에 인수

받아 레이다와 음파 탐지기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탑

이지스코리아, 인도네시아 IAe와 제휴 

 대 테러 보안시스템 업체인 이지스코리아(대표 주명

규)는 대테러 기술과 관련, 인도네시아 국영 군수 업체

인 IAe와 기술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이지스코리아는 폭발물감지시스템·군경 

훈련장비 등 대테러보안시스템을 현지 및 주변 국가에 

수출하고, 인도네시아 IAe는 기술 협력을 통해 군수 산

업이 아닌 민간 산업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자기장 센서를 기반으로 한 도로교통자동

화시스템 등 국방·교통·항공 등 산업 분야에도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지스코리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IAe와 협력, 인

도네시아 군경을 포함한 정부 기관 및 민간 분야에 대테

러 장비를 수출하고 말레이시아·보르네오 등 주변 국

가에 대한 공동 마케팅도 펼친다”며 “향후 현지에 생

산 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쓰나미 구호자금 부정부패로 샌다 

 지난 2004년 말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지역에 제공

된 막대한 액수의 국제 구호자금이 부정부패로 인해 제

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

넷판이 보도했다. 

 영국에서 유례없는 액수를 모금했던 ´세이브 더 칠드

런´의 경우 20만 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학교

와 주택 등 건물 7백여 동을 짓기 위해 40만 4천 파운드 

상당의 계약을 했지만, 계약했던 건설업자들 대부분이 

부실 공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시 숙소 건설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

산해 인도네시아 재건청으로부터 630만 파운드를 지급

받거나, 어린이 급식센터에서 지원받은 4만 파운드를 

횡령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단체는 국내외에서 걷힌 쓰나미 

구호자금 가운데 30~40%가 이런 부정부패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장비를 정비하는 등 성능개량 작업을 펼쳐왔다. 

 이번에 인도된 짜크라함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한

국 해군에 인도한 209급 잠수함과 유사한 수중배수톤수 

1390톤, 길이 59.5m, 폭 6.2m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잠수함을 건조한 독일의 하

데베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해 잠수함 관련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관련 설비와 경험, 기술력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푸아 여인 ‘양심선언’에 호주―인니 관계 휘청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주민 42명의 망명 허용을 계기로 

호주와 인니 관계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아빠

를 따라 망명간 4살 여아의 모친이 인니 당국의 강요로 

아이를 돌려달라고 거짓 주장하게 됐다고 폭로, 양국관

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아빠와 함께 호주로 탈출한 아니케 왕가이(4) 양의 모

친인 시티 판데라 왕가이(40) 씨는 지난 주 별거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며 아이를 

되찾게 해달라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호

소하고 나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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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가구 전시회 열려

 인도네시아 가구의 모든것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는 4월 1일부터 9일 까

지‘자카르타 가구 전시회’가 개최됐다.

 매년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이 가구 전시회는 인도

네시아 소재의 가구산업자들이 연합으로 인도네시

아 가구의 동향을 알리는 홍보뿐만 아니라 전시회 

기간 동안 20~60%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프로모

션도 갖는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상품

을 찾는 알뜰족이 고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고 행사관계자는 말한다.

 이번 가구 전시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문화의 단편

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가구라기 보다는 예술에 가까워 보이는 가왕안 

꾸두스(Gawangan Kudus)’(사진 좌측 상단)는 

20여명의 노동자가 석달에 걸쳐 만들었다고 한다.  

주로 집 내부의 출입문을 장식하는 데 쓰인다고 하

는데 노력을 들인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안틱, 클래식, 전통적인 가구 등 고풍의 가구

에서 부터 현대적인 감각의 심플하고 모던한 가구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종류의 가구들을 선보였고 

특히 현대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기능성을 강조

하고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 기발한 상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파푸아의 분리독립 운동가들과 그 가족 등 43명은 지

난 1월 인니 군의 대량학살과 탄압을 주장하며 호주에 

망명을 신청했으며 호주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보호비자를 발급하자 인니 정부는 대사를 소환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호주를 압박하면서 이 여인의 주장을 

호재로 이용해 왔다.

 하산 위라유다 인니 외무장관은 양국이 유엔 아동보호

협약 조인국으로서 여아가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할 책

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자녀를 양육할 천부의 권리를 

가진 쪽은 엄마”라며 아이 송환을 위한 법적 소송도 불

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왕가이 씨는 파푸아뉴기니로 피신한 가

운데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도네시아군 정보장교 1명과 

가족 2명이 자신을 강요해 아이를 그녀의 허락없이 데

려갔으며 돌려보내야 한다고 거짓 주장하게 됐다고 폭

로하고 “나를 데려가서는 그들이 작성한 성명서 전문

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인니서 설사병으로 32명 사망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州)에서 최근 설사병으로 32명

이 사망했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파푸아 주 보건 관리는 관 내 자야위자야군(郡)에 설사

병이 번져 32명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치료를 제

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안타라

는 전했다. 

 티고르 실라반 파푸아 주 보건국장은 자야위자야군에

서 설사병이 창궐해 200명이 죽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설사병으로 숨진 주민은 32명”이라고 확

인했다. 

 그는 설사병과 같은 질병은 치료하기 쉬운데도 이처럼 

다수의 사상자가 난 것은 현지 보건관리들이 제때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 관리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더라면 환자들

이 손쉽게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사망자가 

그처럼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파푸아 주 의회의 한 의원이 자야위자야군에 설사

병이 돌아 주민 200명 가량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

해 실라반 국장은 “이 보고는 공식적인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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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리포그룹,

영종도 복합레저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GS·SK·포스코건설·우림건설 참여

 세계 2위의 화상 그룹인 인도네시아계의 리포 그룹이 

영종도 복합레저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외국자본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

으로 GS건설은 24일 리포 컨소시엄이 개발하는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 복합레저단지 사업의 시공을 맡는다

고 밝혔다. 

 인천 운북지구는 83만여평의 공간에 첨단 위락, 숙박, 

문화, 여가시설이 건립되고 고급주택단지 외국인학교 

등이 세워지는 국제적 관광도시로 개발된다. 

 리포 컨소시엄은 GS건설 외에 전략적 투자자로 나선 

투자파트너인 KOAM사와 SK건설, 포스코건설, 우림건

설 등 국내 건설사와 우리은행, 외환은행, 미래에셋증권, 

LIG손해보험 등 국내 금융사로 구성됐다. 

 리포 그룹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3500만평 이상의 

신도시 및 개발 사업의 전력을 갖춘 국제적 개발 사업자

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100여개의 자

회사를 거느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상 그룹이다. 

 리포 그룹을 비롯한 GS건설은 영종도 운북지구를 중화

풍의 비즈니스와 관광이 공존하는 “글로벌 차이나 시

티”로 개발할 예정이다. 단지 이름은 `신향(新香)`으로 

명명하며 홍콩과 같은 국제 업무 및 휴양레저도시를 선

보일 계획이다. 

 올해 말부터 토지조성공사에 들어가며, 2008년까지 기

반시설 및 레저단지 조성을 끝낸 뒤 아파트, 학교 등의 

시설을 지어 2012년 말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SK㈜, 인도네시아에 윤활유 생산기지 건립 

 SK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 두마이에 고급 윤활기유 생

산기지를 건립한다. 

 SK㈜는 고급윤활유 시장의 지속적 수요 증가에 따라 세

번째 윤활기유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SK㈜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T. Pertamina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K㈜ 신헌철 사

장과 아리 소마르노 PT. Pertamina 사장은 지난 23일 워

커힐 호텔에서 합작법인 설립조인식을 가졌다. 

 이 법인의 자본금은 1억7500만 달러 규모며 설립 예정

지는 자카르타다. SK㈜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해외 시

장의 마케팅 및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두마이에 건설예정인 윤활기유공장은 

2008년 상반기부터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목표 

생산량은 하루 7250 배럴로 이는 국내 1,2차 기유공장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이다. 국내 정유업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장 설립을 하는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SK㈜는 이번 협정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원유생

산량, 지리적으로 해외 공략에 유리하다는 점, 인도네시

아가 유럽지역과 맺고 있는 면세 조약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 밝혔다. 

 SK㈜ 신헌철 사장은 “SK㈜는 특허공정을 보유한 독자

적 기술력과 ‘YUBASE’라는 글로벌 브랜드 개발로 그

룹3 기유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켜왔다”며 “성공적인 

공장 설립과 합작 법인으로 아태지역의 명실상부한 에너

지 대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SK(주) 신헌철 사장과 아리 소마르노 PT. Pertamina 사장

이 MOU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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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Merapi 화산 주민대피

 폭발위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Merapi 화산 근처 거주 수

백주민들은 관리들의 대피경고에 따라 집을 버리고 대피

했는 데 사진은 4월 24일 분화구에서 연기를 품고있는 

Merapi 화산. Merapi  화산은 최근 활동도가 높아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다.

인도네시아, LNG의 국내공급 주력 방침 

 최근 인니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여 LNG의 국내공급

을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대폭 삭감키로 결정하였다.  인

니는 세계 1위 LNG 수출국이며, 한국의 최대 공급국(年 

530만톤)으로  인니의 LNG 수출은 년간 약 2,500만톤

(생산량의 50%)으로 일본·한국·대만·중 국 등 동아

시아 국가가 주요 수출대상 국가이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한 수출계약 만료시 기존 정책을 변경하여 LNG 

수출을 대폭 감소하고 국내공급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특히 국제 고유가를 감안, 국내 비료공장·발

전소 운영에서의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LNG 또는 

석탄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니 국영기

업인 PT. Pertamina는  인니 국내 비료공장에 대한 LNG 

공급 우선방침 천명(2005년 12월)하는 한편,「유도요

노」대통령은 상기 조치가 “수출 완전중단”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면 서 LNG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印尼

에 진출, 관련산업에 투자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수입업자 인니로 유인 감금·살해 40대 구속 

 부산경찰청 외사수사 1대는 4월 19일 한국내 수입업자

들을 인도네시아로 유인한 뒤 감금, 고문으로 1억5천여

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강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김모(41)씨와 인도네

시아인 J씨를 인터폴과의 협조를 통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 2002년 6월 인터넷을 통해 고철 수입업

자 고 박모(당시44세)씨와 조모(46)씨에게 접근해 인도

네시아에서 확보한 다량의 알루미늄과 동,구리 등을 헐값

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인도네시아로 유인한 뒤 곧바로 납

치해 외곽지역 아파트에 감금했다.

 피해자들은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으로 모두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범인들은 범행을 숨기려 인질 가운데 박 

씨를 살해했다. 

 범인들은 또 다른 인질 조 씨도 마저 살해하려다 조 씨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는 바람에 범행이 탄로

났다. 

 범인들을 피해자들을 감금한 열흘 동안 피해자들에게 돈

을 요구하면서 심한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가운데 강 씨 등 ２명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혀 ３

년과 ６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지난 １４일 복역을 마친 

강 씨가 강제출국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우리 경찰에 

다시 검거됐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３년 ６개월을 복역한 강 씨는 국내

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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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외국인근로자는 3D직종

을 중심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

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와 연수 취업제도를 내

용으로 하는 외국인력 정책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수차례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

본 정책 구조가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고

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분적인 개선에만 그쳐 불

법체류자의 양성 등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바 있다.

 정부는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자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일하면서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문

화적으로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한 새로운 외국인고용

허가제도를 시행 현재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정

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매년 10만 여명의 근로 인

력이 입국 하여 국내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 우리 산업계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으로 자리하

게 됐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야하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상 적응은 선

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한국인사

용자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동

시에 동료로서 한국인 근로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일과 후나 휴일에는 직장을 벗어나서 한국 사회의 일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때 그들이 마주하는 사람들

은 일반한국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생활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

통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유입 초기 한국 

사회의 적응, 일터에서 의사소통, 근로 환경에서 안전 

등에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

를 최소화 하기위해, 취업 전 한국어를 습득하게 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토록 하기위하여 2005년 8월부

터 취업자대상자에 대하여는 취업 자격요건으로 한국

어능력 시험을 치러 일정수준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자를 취업 시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 시험

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 

국내취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통과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주재사무소

우  만  선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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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EPS-KLT)안내

1. 관련규정

고용허가제하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

률』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모두 동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구직자명부 등록자격이 주어짐  

2. 시험기관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KLPT)

- 노동부가 시험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이며 송출국가와의 협조와 지원 아래 한국어능

력시험을 단독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탁

3. 시험시행

구직자명부 등록인원수, 한국사업주의 구인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험일정이 정해지며 

통상 시험일 1개월 전에 시험구성, 신청자격, 시험장소, 제출서류, 응시료, 준비물, 합

격자발표일 등을 송출국가의 일간지 및 인력이주부 홈페이지에공고

 시험구성 

읽기와 듣기 2개영역

(각 25문항씩 50문항, 90분)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기준으로 선정

 신청자격

① 만17세이상 39세이하 신체 건강한 남여 

②범죄경력이 없는 자 

③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여권용사진(2매)

③여권(사본) 

④건강 검진서(추후 제출가능)

 응시수수료

30$(USD)

4. 시험기관 준수사항

시험기관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자체 또는 현지학원 관계자 등과 사전모의고사 실시, 

유사 문제지 배포·판매금지, 일체의 시험위탁, 위임 행위금지

- 다만, 외국인의 한국어학습을 위한 교재보급(판매)은 허용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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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박물관

보고르 식물원
 - KEBUN RAYA -

JIKS 사회과 교사,

문화탐방반 운영 사공경

인니 문화 탐방인니 문화 탐방

1. 왕의 나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멩가리스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 도시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산다. 언젠가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나 서늘한 기후의 고산지대 숲 

속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느긋함의 평화를 누린다

는 희망으로 도시의 삭막함과 비정함을 견딘다. 마음

이 참으로 편해지는 순간에 느끼는 행복은 재물과 명

예로부터 오는 자족감과는 분명히 다르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명의 틈바구니에서 부대끼지만 사람

들의 가슴 속에는 종종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리고 나

무와 풀이 자라고 새들이 날아다닌다. 경쟁 속에 몸을 

의탁하고 있어도 마음마저 그렇지는 않은 것인가. 

  두 번째 산책로는 정문 부근 Raffles 여사의 기념비

에서 시작하는데 주로 연못이 많이 나오며 약 75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산책로에는 판다누스과 식물, 빅

토리아 연못, 수중 정원, 목련 속(屬) 식물이 있는 분

수 연못, 오일팜(Oil Palm, Kelapa sawit)을 포함한 

92속의 야자나무,  보타니우스 카페를 볼 수 있다. 

    

 이 산책로에서 왕의 나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멩가리스(Mengaris, pohon kempas, koo,passia 

excelsa)를 보게 된다(사진 1). 엄청난 크기의 뿌리

가 밖으로 나와 40m 높이에 달하는 긴 줄기를 받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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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웅대해 보이고 때로는 숭고해 보이기까

지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된다. 왕의 나무 왼쪽 편

에 식물원을 굴착할 때 발견된 조각상들이 있다. 이 

600년 이상 된 힌두시대의 유물을 보며 정지된 시간

을 만난다.

   J.J. Samith 박사에게 바친 기념 벤치는 아늑해 보인

다. Smith 박사는 식물표본실의 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에서 난초학 연구의 창시

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강하고 질긴 끈, 매트,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유카식물도 있다.  

  판다누스(Pandan, Pandanus boninensis) 나무는 

아름다운 뿌리조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들이 지상

의 나무줄기에서 기둥뿌리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몇몇은 공기뿌리를 가지고 있다(사진 2). 파인

애플 모양의 열매가 달리고 잎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

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모자, 식탁보, 장바구니, 침대보

나 음식자루를 엮는데 사용된다. Ibu Tiri(계모)라는 

나무는 그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다. 잎사귀를 만지면 

무척 가렵다. 친자식이 아닌 자식이 울 때 이 잎사귀

를 입에 대어, 가려움증 때문에 울지 못하게 했다는데

서 유래했다. 

  

 대통령궁 뒤에 있는 연못은 위에서 바라다보면 가

위 모양이므로 그 이름이 Kolam Gunting 이다. 연

못 깊이는 약 1-2m이며 연못 사이를 걸어가다 보

면 종종 얼굴이 여우와 비슷한 큰 박쥐(Kalong buah, 

pteropus vampyrus)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3). 그들은 과일만 먹는다. 이 박쥐의 숫

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 먹이를 

찾기 힘들어서 이다. 지역 주민들은 과일에 해를 끼치

고, 서식지에 배설물, 오줌 등으로 숙주 나무는 잎을 

잃고 가지가 부러져서 결국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박

쥐를 싫어한다. 

 연못 주변에 더블 코코넛 나무 건너편에 두 나무가 

엉켜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4). 곧게 자라있는 나

무는 야생식용작물(tanaman melinho liar)인데 타잔 

나무로도 유명한 Elephant creep가 이 나무를 휘감

고 있다. 이 Elephant creeper는 세계에서 가장 큰 넝

쿨식물 중의 하나인데 1m의 길이에 달하는 꼬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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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다.

  식물원 연못의 수중식물을 보면, 더위에 지친 발걸

음에 다시 활기가 쏟는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빨강, 노

랑, 분홍, 흰색, 초록, 보라색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어느새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 연못에서 자

라는 수생식물은 크게 4가지 종류도 나뉘는데, 아예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몸통도 물 속에 있음)과 물에 

떠 있는 식물, 물에 뿌리를 두는 식물, 물 가장자리 혹

은 젖은 곳에 사는 식물로 구분된다. 

  Jeruju는 반 정도가 물속에 잠겨 있고, 길이는 2m 가

량 된다. 줄기가 꼿꼿하며 잎사귀는 단단하고 날카롭

다. 보라색이나 흰색 꽃이 물가에 핀다. 가축 사료로도 

이용하는데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적합하다.

  Jeruju, daruju는 2m가량 자라며 줄기는 단단하고 

물기가 많다. 줄기의 중앙 부분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다. 가장자리 부분은 두껍고, 잎사귀는 날카롭다. 꽃은 

흰색인데 꽃의 가장자리는 푸른색이다. 상처에 바르

는 약이나 암의 치료제로 쓰인다.

  Paku laut, paku larat, krakas는 곧게 자라는 게 특

징이다. 최대 4m까지 자라며 잎 부분은 1-1.5m 정

도이다. 잎의 길이는 20-40cm, 폭은 2-6cm로 난초 

잎을 닮았다. 어린잎은 붉은 색을 띈다. 해안지역이나 

습한 지역, 열대지역이 주요 서식지로 넓게 트인 곳에 

쉽게 자생한다. 어린잎은 야채로 먹을 수 있다. 즙을 

상처에 바른다.

  Bakopa는 물위에 떠서 자라는데 하나의 섬과 같은 

모양을 이룬다. 둥근 갈색 줄기에 꽃과 잎사귀가 달

려 있다. 키는 24-60cm로 수면부터 꼭대기까지 잎

이 자란다. 잎은 1-2cm 정도로 폭은 0.5-1cm가량 

된다.

  Jippi Jappa는 중앙아메리카나 멕시코가 원산지인 

다년생 식물로 야자와 매우 비슷하지만 야자과는 아

니다. 최대 2m까지 자라며, 연두색 잎사귀는 연하고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생김새가 태극

선 부채 살을 빼닮았다. 꽃줄기는 잎줄기보다 더 짧다. 

꽃은 붉은 빛을 띄는 노란색으로 관상용이다.

  Rumput kertas, Rumput mesir, Papyur는 다년생 

식물로 파피루스라고 알려져 있다. 2.5m 정도로 얇고 

길게 자란다. 줄기는 꼿꼿하고 단단하며 삼각형 모양

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수형은 우산모양이다. 식용의 

야생 벼인 Oryza sativa와 아프리카의 습지 원산인 파

피루스(umbella grass, rumput papirus)가 있다. 고

대 이집트에서는 이 식물 줄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속

을 가늘게 찢은 뒤, 엮어 말려서 다시 매끄럽게 하여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다. 원래 파피루스 종이

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먼저 만들어 이집트에 전래되

었다. 현재의 제지법이 유럽에 전파되기 전에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하여 많이 재배하였다. 하나의 줄기에

서 약 10-20 송이의 꽃이 핀다. 연못이나 탁 트인 장

소에서 자라고 인도네시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말레

이시아 등지에서 서식한다. 관상용으로, 가공하여 종

이를 얻을 수 있다.

  Lotus India, Lotus China는 다년생 덤불 식물로 줄

기는 많이 긴 편은 아닌 0.5-1.5m 정도이며, 굉장히 

단단하다. 어린아이가 앉을 수도 있다. 꽃은 가장자리

가 약간 말려 들어가 있는데 붉은 색을 띠고, 피었을 

때 꽃의 중앙 부분은 그 색상이 엷다. 꽃이 피면 크기

가 약 15-25cm 정도 된다. 아시아 내륙에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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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열대지역으로 퍼졌다. 관상용으로 사용되나 식

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굽거나 삶아서 먹

는데 단맛이 난다고 한다. 씨는 죽에 넣고 먹는데 이 

죽은 혈변을 보는 환자에게 좋다고 한다.

  Teratai는 뿌리는 수면 아래에 두고 꽃과 잎이 물 밖

으로 나와 있어서 바라보면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부드러운 잎은 둥글고, 물 밖으로 나온 

부분은 암녹색이고 물 아래는 갈색이다. 중앙 부분의 

줄기는 약 20-30cm정도이고 꽃빛깔은 붉다. 하수구

나, 연못에서 자라며 열대의 모든 지역에서 서식한다. 

다년생 식물로 씨는 뿌리에서 얻는다.

  Bunga tetepok은 관상용의 다년생 식물로 줄기는 

약 4cm 정도이다. 잎이 다섯 개로 작은 솜털이 촘촘

히 나있다. 잎의 모양은 연꽃처럼 둥글고 큰데 물위에 

떠 있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열대 아프리카, 아시

아, 호주, 폴리네시아 등지에 서식한다.

  Nipah, palem rumbai, buyuk은 야자과로 무리를 지

어서 자란다. 중앙 줄기가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데 줄

기 주변에 잔 이파리가 돋는다. 수고는 약 3m까지 자

라고 잎은 50-75cm 정도 된다. 꽃은 약 1-2cm 정

도로 작은데 열매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럽다. 잎사

귀는 지붕을 덮거나 담배를 싸는 종이로 사용된다. 스

리랑카에서 호주에 이르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년

생 식물이다.

  Rumput kerucut은 길이가 약 1.4m로 가지와 줄기

가 뿌리에 잘 박혀 있다. 가지 끝은 여러 갈래로 나뉘

어 지는데 작은 노란색과 자주색의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남부 유럽에서 일본, 남부 아시아, 호주에 이르

는 지역에 서식하지만 열대 아프리카에는 거의 없다. 

가지가 돗자리, 가방, 쌀가마니, 벨트 등을 만드는 재

료로 쓰이는 다년생 식물이다.

  

 브라질의 아마존 원산인 큰 가시연꽃(Victoria 

amazonica(Nymph.))의 각각의 잎은 1.5m까지 자

랄 수 있고 아기의 체중(5킬로그램)을 버틸 수 있다

(사진 7). 이 식물은 매년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이 핀 

지 2일이나 3일 후면 분홍색으로 변한다. 이 꽃은 심

야에 피고 그 다음날 오후에 진다. 그래서 밤의 여왕

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아름다운 장식용 짙은 

분홍색의 꽃은 타이거 로터스(Nymphaea lotus var. 

rubra)이다. 연못의 연꽃들을 보면 심연의 푸른 빛에 

풍덩 뛰어들고 싶다. 침몰하고 싶다.

모네의 ‘수련’을 보면서 침몰하고 있었다고 말한 

어느 화가처럼.  

 

 언덕위에 있는 까페에 들어가기 전 짧은 다리가 하

나 있는데, 그 입구에 녹색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다. 

이것이 샴푸나무이다. 신맛이 나며, 먹을 수 있고, 머

리에 문질러 샴푸 대용으로 사용한다.  빅토리아 연못 

부근에 다리를 건넌 지점에서 눈에 띄는 붉은 색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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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문화 탐방

122회 한인회문화탐방
    4월 24 ~ 25일, 반둥문화탐방

123회 한인회문화탐방
   6월 3일, 뿐짝 차밭 및 차 공장 탐방 외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정수정 08174906012

꽃을 볼 수 있는데, 나무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bunga 

ratu(amherstia nobilis)이다.

Cafe De daunan)부근에 Sinamon (계피) 나무가 

있다. 열매의 향이 껍질의 향이 더 강하지만,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비비면 그 향이 짙게나고, 잎을 말려

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무 줄기의 껍질이 우리가 

말하는 계피이다. 카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

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데, 후식으로 나오는 Pisang 

goreng(12,500~20,000루피아)의 맛이 일품이다. 

판야나무(kapok tree)는 9월부터 11월까지 많은 수

의 열매가 달린다. 열매가 다 익으면 솜털에 싸인 종자

가 나오는데, 이 솜털은 생긴 섬유 이름를 까뽁이라고 

하는데 물에 젖지 않으며 보온성이 있고 부력이 커서, 

구명대, 전기 절연체나 방음 장치의 주요 재료로 쓰이

고 베게에 넣기도 한다. 종자에서 기름도 나오는데 열

대 지방의 중요한 유지 자원으로 비누를 만드는 데 쓰

이고, 남은 찌꺼기는 비료와 사료로 사용한다.

  

  식물원에 아름다운 가로수 꽃길- Astrid avenue가 

있다(사진 6). 벨기에 Astrid 공주가Leopard 왕자와 

결혼한 뒤 1928년에 신혼여행으로 이 식물원을 방문

한 공주부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검은색과 붉

고 노란색의 꽃들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벨기에 국기

의 색깔을 뜻한다. 

 물소리도 들리는데 Puncak 산에서 Ciliwung 강

으로 흐르는 강물은 보고르 식물원을 거쳐 Sunda 

Kelapa까지 흐르게 된다. 홍수가 나면, 유속이 약 시

속 80km 정도로, 흐르는 물길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

지럼증이 날 정도다. 이 강의 양쪽 편에 있는 큰 돌 제

방은 강에 의해서 식물원이 침식되는 것을 막는 중요

한 시설이다. 

  식물원을 산책하다가보면 가끔씩 큰 도마뱀의 일종

인 monitor lizard를 만날 수도 있어서 스릴이 있다. 

여기저기 마음 놓고 산책하다보면 식물원의 내력 따

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함께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게 아닌가. 인연이 닿아서 동행

하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설사 그리 되지 못해도 

또 어떤가. 등에 딱 맞는 자그마한 냅색에 생수병 하나 

넣고, 삶은 계란이나 김밥 따위의, 쉬면서 가볍게 주전

부리할 먹거리 조금만 장만해 가지고 떠나자.  

  

  이렇게 보고르 식물원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가볼 수 있는 곳이다. 자카르타에서 거리도 그다지 멀

지 않을뿐더러 도로사정 또한 양호한 편이다. 보는 풍

경 또한 장관이다. 쉬는 날을 잡아 식물원을 다녀오면 

몸에 담아 온 그 청정한 기운이 일주일을 너끈히 간다. 

자연의 신비를 호흡하고 건강한 숨소리를 들으며 식

물원을 산책하다가 보면 세상의 온갖 명리가 다 부질

없어 보인다. 이유를 딱히 집어낼 수 없는 묘한 느긋

함이 스멀스멀 몸속에서 피어나고, 동행이라도 있어 

그와 말없이 산책로의 연못 사이를 걷다가 어느 순간 

눈길이라도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식물성의 푸른 물이 잔뜩 들어 있는 

그 눈빛에 감동하게 되리라.

참고문헌

-Tanaman Air Kebun Raya Bogor

-Four Guided Walks Bogor Botanic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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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레포츠 즐기기

 한국에 있을 동안 수상스키를 즐

길 만큼 물과 친했다는 오장환씨

(34). 소프트웨어 업체인 OSYS 

System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그

는 거의 모든 레포츠를 좋아하는 

레포츠마니아이다. 매주 토요일

이면 끌라빠 가딩의 선레이크 호

텔 앞에 있는 순뜨르 호수에서 몇

몇의 웨이크보드 마니아들과 웨

이크 보드를 즐긴다. 아직 정식모

임은 없지만 토요일이면 거의 어

김없이 한 모임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임의 리더이기도 하다. 지

난 4월 1일 순뜨르 호수(Danau 

Sunter)에서 그를 만났다. 오후 

1시 10분. 예정된 약속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서 웨이크보드

를 즐기는 장소인 순뜨르 호수를 

돌아보았다. 호수 주변을 따라 카

페들이 줄지어 서있고 낚시 삼매

경에 빠져있는 많은 현지인들의 

모습들이 보인다. 호수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족히 1 킬로 미

터는 넘어 보이고 그 폭도 200여 

미터로 보트가 나아가기에는 아

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호수의 

중앙에 묘기를 부리기 위한 점프

대도 갖추어져 있다. 단지 흠이라

면 호수의 수질 상태가 그리 깨끗

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다. 하지만 수질 상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미 몇 사람들이 웨이

크보드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텁텁한 공기와 몸을 찐득 찐득

하게 만드는 자카르타 기후 특성

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태

양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을 피하

고, 낮 시간이라면 야외보다는 실

내를 더 선호한다. 자카르타의 한 

복판에서 조깅을 하면 운동이 되

기는 커녕 폐병을 유발시킬 수 있

다는 말들이 팽배해진 이곳에서 

수상스포츠인 웨이크보드 이러

한 염려들을 말끔히 씻어줄 수 있

는 레포츠일 것이다. 자카르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물위

에서 즐기는 레포츠이기에 때문

에 공해로 인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또한 물속으로 빠졌을 때의 

시원함은 모든 스트레스를 말끔

히 씻어준다.

 오후 2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자

유로운 복장과 가슴 높이의 보드

를 들고 한 두 명씩 모여들기 시

작했다. 이날은 오장환씨 외에 박

웨이크보드
멋진 폼으로 날아라 ~ ~

자카르타 
레포츠 즐기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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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보드

지원씨, 김미순씨 등 두 명의 마

니아들이 더 동행하였다. 준비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약간

의 준비운동과 함께 보트에 올랐

다. 이날 따라 바람이 좀 새게 불

었다. 웨이크보드는 바람의 세기

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이리저리 왔다 같다 하며 많

은 동작을 선보여야 하는 웨이크

보드의 특성상 물위를 달리거나 

파도 위를 점프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말한다.

웨이크보드란

 웨이크보드는 눈 위에서 타는 스

노우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

면 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스

노우보드는 단지 이미 만들어진 

지형 위를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면, 웨이크보드는 보트가 물위를 

가로 질러 갈 때 그 뒤에 일시적

으로 일어나는 V자 모양의 파도

(웨이크:Wake) 위를 지나간다

는 것이다. 보드를 타고 파도 위

를 지나가면서 점프와 회전 등 갖

가지 동작과 묘기를 부릴 수 있다

는 점 또한 차이점이라면 차이점

이다. 스노우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트릭을 구사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마니아 층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동행한 김

미순씨도 한국에선 스노우보드

를 즐겼고 그 덕택에 한 두 달 만

에 웨이크보드의 기본적인 것은 

기술은 거의 다 배울 수 있었다

고 한다.

웨이크보드에 필요한 장비는

 이제 막 웨이크보드를 시작한 초

보자라면 굳이 값비싼 장비부터 

갖추지 않아도 된다. 수영복이나 

젖어도 되는 반바지, 티셔츠 정도

만 있으면 된다. 보드, 바인딩, 구

명조끼, 방향타, 로프, 슈트 등은 

순뜨르 호수에서 무료로 대여를 

받으면 된다. 다만 대여되는 보

드 등 장비들은 일반 대중을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프로의 길

에 접어 들고 싶다면 일단 웨이

크보드에 능숙해지면 자신의 취

향에 맞게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레포츠 관련 용품들이 

그렇듯 가격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타나?

 모든 운동이 그렇듯 웨이크보드 

역시 단기간에 실력이 늘 수 없

다. 하지만 오장환씨는 “경험으

로 보아 한국사람은 하루면 스탠

딩까지 배운다”고 한다. 처음부

터 선수처럼 멋지게 물살을 가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먼저 지상에

서 자세를 배우고, 물에 뜨는 과정

을 거쳐 자세를 교정받으며 턴을 

배우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모든 

수상스포츠가 그렇듯 물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한다. 스노우보드

를 탔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짧은 시간에 웨이크보드를 배울 

수 있다. 보트가 지나가면서 생기

는 물결에 몸을 맡겨 점프, 회전 

등 다양한 기술 중심의 스포츠이

기 때문에 스노우보드 보다는 약

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몇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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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레포츠 즐기기

물에 빠져 보다 보면 금세 스탠

딩 자세로 물살 위를 질주하는 자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의 힘

을 빼고 긴장을 풀며 물에 뜨는 

법을 배우고 지그재그로 턴을 하

기 위해 힐사이드(보드의 발뒤꿈

치 쪽 방향)나 토사이드(보드의 

발가락 쪽 방향) 중 한쪽 방향으

로 진행하는 ‘슬라롬’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서 웨이크 밖으

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뛰

어오르는 ‘베이직 에어’도 점

차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몇 달

만 열심히 웨이크보드를 탄다면 

나만의 기술 하나쯤은 만들 수 있

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전문 강사

의 강습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긴다

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즐거움

이 있을 때 기량은 배가 되고 스

트레스가 물로 말끔히 씻겨 나가

게 될 테니…

멋진 폼을 위하여

 좋은 폼은 보기가 좋고 또 행하

는 사람과 보는 사람과 마음을 즐

겁게 한다. 어떠한 스포츠가 다 

그렇듯 웨이크보드도 좋은 폼에

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마디로 

폼생폼사. 스탠딩하는 모습, 로프

를 잡을 때의 팔의 각도, 질주할 

때 몸과 수면의 각도, 얼굴표정, 

점프를 할 때 로프의 위치와 그

립 방법에 따라 아름다운 폼이 나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 

비용은 얼마

 보트를 임대하는 비용이 웨이크

보드를 즐기는 비용이다. 보드나 

안전조끼, 바인딩 등의 장비는 무

료로 임대할 수 있다. 보트는 시

간당 45만 루피아에 임대할 수 있

고 탑승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주로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 즐기면 한 사람이 한 시간에 

12~15만 루피아로 3~4번 정도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다.

 순뜨르 호수는 3년에 한번씩 호

수 바닥의 더러운 흙을 긁어내고 

호숫물을 순환시켜 호수를 정화

시킨다고 한다. 마침 금년 4월부

터 6월까지 호수정화사업이 시행

되니 7월부터 훨씬 깨끗해진 물 

위에서 웨이크보드를 즐길 수 있

게 된다.

개장: 월,수,금,토,일(09시~18시)

예약:021-65831290 / 0818-555209

웨이크보드 모임 한국인 리더:

0813-1699-9303
bluehwany@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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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2)

여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6가지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요즘, 특히 

건강 면에서 귀를 귀울여야 할 말이 바로 이것 아닐까. 최근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지 <프

리벤션>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쉽게 믿고 있는 건강 상식 6가지의 허와 실을 지적하며 그 

대안을 제시했다.

Q 1  샐러드는 아무리 먹어도 좋다? 

샐러드의 채소는 물론 좋지만 문제는 지방질이 많은 드레싱이다. 양상추에 당근채 몇 점 
얹은 샐러드는 필요한 섬유질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 

HOW TO: 샤워(sour)크림, 치즈, 크로톤(말린 빵 조각), 베이컨 조각 등은 피하고 저지방, 저칼로

리 드레싱으로 주문하면 된다.

Q 2  체중계를 외면하라?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여성들은 체중계를 무시하는 여성에비해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HOW TO: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샤워 전에 알몸으로 체중계에 오른다. 가능하다면 월경주기에 

맞춰 체중계를 이용한다.

Q 3  하얀 이가 좋다? 

여성의 25-40%는 잇몸 질환을 갖고 있으며 잇몸 질환 예방의 최상책은 치실질이다. 
많은 여성들은 치아 표백에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치실질은 잊고산다. 그러
나 잇몸 질환이 조산과 심장병, 일부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HOW TO: 최소 하루에 한번, 치아 전체를 꼼꼼하게 치시질한다. 이때 가이드라인을 따라 잇몸을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한다.

Q 4  역기는 남자 운동? 

중년기 이후에 여성의 절반은 뼈가 약해지는데 역기는 이를 막아 준다. 

HOW TO: 일주일에 2~3회, 30분 정도 운동한다. 또 하루 운동하면 다음날은 쉬는 게 좋다. 탄력

적인 몸매로 가꾸려면 가벼운 역기로 꾸준하게 운동해야 한다.

Q 5  쑤시고 아픈 건 별것 아니다? 

여성들은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지만 정작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일이 드물다. 

HOW TO: 무엇보다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작은 통증, 평소와 다른 컨디션 등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정기 검진으로 몸의 건

강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춰 조심할 필요가 있다.

Q 6  잠을 꼭 8시간 자야 하는 건 아니다? 

잠이 부족하면 불안증세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염증으로 번질 수도 있으며 이것은 다시 심
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HOW TO: 가능하면 8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좋다. 오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술

에 의존해 잠이 드는 것도 피해야 한다. 술은 잠이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숙면에는 방해가 되기 때

문이다. 또 건강을 위한 수면 습관은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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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르뽀

 집집마다 훤히 열려 있는 현관문, 

집 앞마다 내놓은 화분들, 옹기종

기 모여 일감을 매만지는 아낙네

들,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바퀴 달

린 탈것에서는 모두 내려야 한다

고 적힌 골목 입구의 안내판, 골목

을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 골

목길은 마당이고 놀이터고 또 일

터다. 우리에게는 흑백사진과 함

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1970, 

80년대의 골목 안 풍경이 천연색

의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

는 곳.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

라바야다. 

수라바야의 그늘에 핀 꽃, 깜뿡

 죽죽 뻗은 키 큰 나무들과 곳곳

에 솟은 고층 건물들, 그리고 넓은 

도로. 사진으로 본 수라바야는 아

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우아

한 근대 도시의 전형이었다. 그러

나 그것은 항공사진 속의 모습일 

뿐 이 도시를 실제로 메우고 있는 

것은 혼돈이다.

 무법자처럼 차로를 휘저으며 달

리는 자동차, 시커먼 매연을 뿜는 

오토바이들. 도로변 개천에서 나

는 악취는 매연과 범벅이 되어 콧

속을 후벼 팠다. 넓은 길과 높은 건

물로 대변되는 근대 도시의 원형

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처럼 수라바야에서 실패한 모습

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풍경의 도심이 수

라바야의 전부는 아니다. 혼돈의 

정글 같은 거리 사이로 얼굴을 내

비치는 캄풍의 골목길은 이 도시

의 또 다른 얼굴이다. 한국의 달

동네처럼 인도네시아의 저소득

층 주거지역을 일컫는 단어, 깜

뿡(Kampung). 수라바야 시민 

300만 명 중 약 63%가 이곳에 살

지만 거주 면적은 시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높다. 

현재 수라바야에는 70여 곳의 캄

풍이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인 

깜뿡의 골목길은 놀랍게도 냄새부

터 다르다. 대도시 수라바야의 겉

만 번지르르한 빈곤이 깜뿡에서는 

청빈한 공동체의 풍요로움으로 바

뀌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은 ‘깜

뿡개선사업’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재원으로도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

여 주고 있습니다.” 국립 ‘11월 

10일’ 공과대 건축학과 해피 산

토사(65,여) 교수의 목소리는 나

직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조한 실

라스(70) 교수와 함께 깜뿡개선

사업의 주역이다. 

 수라바야에서 1977년에 시작돼 

현재 2단계 진행 중인 깜뿡개선사

업의 원리는 간단하다. 사업집행

구역으로 지정된 깜뿡에서는 최

대 20가구가 한 단위가 되어 공

동체를 구성한다. 이 공동체가 주

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집

수라바야
깜뿡개선사업, 아직은 한국의 70년대 모습, 그러나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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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바야

 수라바야의 깜뿡개선사업은 도시

의 변화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얼

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이 사

업이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성공하

지 못한 것도 결국 사업을 이끌고 

나갈 공동체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수라바야의 깜뿡 골목길을 뛰어

다니는 어린이들은 깔깔거리며 사

진기 앞으로 몰려들곤 했다. 소박

하지만 공동체가 건설한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난 이들이 만들 미

래의 도시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걸

면 모른 척하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어린이들이 만들 도시와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것이다. 

자들이었다. 마완 씨는 “토론과 

주민 독려는 물론 공사 감독, 모

니터링, 조경수  구입, 작업 근로

자에 대한 음식 제공까지 모두 여

성들이 무보수로 맡아 일을 진행

한다”며 “주거 환

경을 개선하려는 그

들의 노력이 지금의 

크라잔 쿠팡 깜뿡을 

만들었다”고 말했

다.

 깜뿡 공동체의 구

성원들이 서로를 믿

는 것과 달리 정부

와 깜뿡이 서로를 

신뢰한 것은 아니었

다. 중재자로 나선 것은 대학이었

다. 대학은 각 깜뿡의 현황을 조사

해 예산집행계획을 보완하게 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면 조정

했다. 

 깜뿡개선사업의 슬로건은 ‘주민

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

동체’다. 이 사업은 이슬람 국가

에 주는 최고의 건축상인 에이가

칸상, 유엔환경상, 그리고 월드해

비타트상을 수상했다. 

행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지원

금을 준다. 예산 집행은 공동체 스

스로 하고 정부는 집행을 감독할 

뿐이다.

 2004년 수라바야에서 깜뿡개선

사업에 집행된 사업비 총액은 3억 

원 정도다. 배정되는 예산은 재료 

구입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마

을 사람들이 직접 나서 하수구를 

만들고 골목길을 포장한다. 

공동체가 마을 환경개선의 주체

 2002년 개선 지역으로 지정된 크

라잔 쿠팡 캄풍의 한 집을 찾았을 

때 이 캄풍의 대표 드위 마완(29) 

씨와 작업 근로자 3명을 제외한 

6명의 관계자는 모두 동네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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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리 아이 역사책 읽기 어떻게

“부모 욕심에 서두르면 체해”

학부모를 위한 독서지도 강의를 하다보면“역사책은 어

렸을 때부터 많이 읽히는 게 좋다고 하던데”,“ 우리 아

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어떤 역사책을 골라 주는 것

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다들‘역

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 학습은 필수적이라고들 하니 자녀들에게 

빨리‘역사’를 안겨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은 아니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옴

을 느낀다. 역사 공부는 어른들이 얼른 어린이들의입속

에 넣어주고 싶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얼른 집어서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아

이들에게 역사책을 안겨줄 때도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

한 것이다.

 통사보단 풍습,신화 등 쉬운 주제부터
 박물관 견학 등 체험학습과 병행을

역사책을 권하기 전에

‘역사책’ 하면 제일 먼저 한국사나 세계사 등 통사를 

먼저 생각하고 서점에 나가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묻거

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책

을 찾는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

고 고르라고 조언 하고 싶다.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는 자

녀에게 처음부터 긴 시간 속에서 변화해 온 역사를 한꺼

번에 다루고 있는 책을 권하게 되면 역사에 흥미를 갖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책을 고르

더라도 조금만 더 신중해지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녀들의 독서 태도에 

관심을 갖고 관찰해 보면 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이며, 읽는 태도는 어떠한가(집중력), 어떤 종류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가(분야, 내용, 분량 등), 잘 이해하면서 읽

어내는가, 사건들의 흐름을 잘 파악할 줄 알고 각 사건의 

연관성을 살필 줄아는가, 등장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성격, 가치관 등을 읽어낼 줄 아는

가 등 자녀들의 독서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다.

초등 4학년, 역사의식 전환기?

역사의식은 역사교육이나 환경, 개인의 능동적인 활동 등

을 통하여 얻어지는 역사적 이해력, 역사적 견식, 역사적 

태도와 능력으로,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발

달 단계에 따라 성장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대개 초등학

교 3학년 아동의 경우 옛 것과 지금의 것 사이의 시간의 

흐름, 시간의 거리를 느끼게 되고, 현실과 허구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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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진다. 초등학교 4학년을 역사교육이 가능해지

는 역사의식의 전환기라고 보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천을 느낄 수 있고, 연표 학습 활동이 가능하며, 영웅

적, 무용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5학년에 가서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초

보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생활 주변의 문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 흥미가 커진다고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

려한 후 부모와 함께 역사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체험

활동하기 등을 경험한다면 역사의식을 훨씬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살펴보기 부터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 과정 중‘인간과 시간’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학년 에서는 생활도구 교통통신

의 발달, 가정의례(혼례, 장례, 제례)의 변화, 

민속놀이와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4학년

에서는 옛 도읍지(경주, 공주와 부여, 서울, 

개성과 평양), 문화재박물관, 세계문화유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5학년에서는 의식주 생활도구(한옥, 옹기

한지등), 과학문화(첨성대, 앙부일구, 자격

루, 금속활자, 등), 건국 이야기, 마을 제사

와 행사(두레, 품앗이), 종교 생활(원시신

앙,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을 다루고 있

다.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아동

의 발달과 흥미, 학습면까지 고려한 역사책 고

르기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전통문화나 생활 풍습, 신화, 부담되지 않을 분량의 

역사동화 등이 담겨있는 그림책부터 권한다. 재미있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쉬워서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길러주기

에 좋다. 그런 다음 아이들과 함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과

연 어떻게 살았을까를 다룬 의식주 생활 이야기에서 시작

해서, 과학, 음악, 미술, 풍속, 놀이, 문화유산 등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고르고, 함께 읽어나 가면 좋다. 읽

고 나서 가까운 민속박물관을 방문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역사책 읽기가 될 것이다.

정 미 선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

독서지도 전문강사

역사책 읽기



한인뉴스 5월호

11

 마인드컨트롤 (mind-control)이란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신통제, 최면이나 자기 암시 등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

다.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컨트롤’이란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감정통제(Emotion-Control)에 가깝다. 

 최근에는 스포츠에서도 ‘마인드컨트롤’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프로팀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자까

지 고용하면서 마인드컨트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우

리나라 선수들이 골프나 양궁에서 마인드컨트롤을 응용

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88올림픽 당시 우리나라 양

궁 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는데 기여한 것이 마인

드컨트롤 훈련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에게

도 널리 알려졌다. 골프선수 박세리의 경우도 선두 경쟁

이 뜨거워질수록 경기를 즐기자고 마인드컨트롤을 했고 

그것이 바로 좋은 결과를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한

다. 많은 스포츠선수들이 마인드컨트롤 훈련 덕에 집중력

이 크게 좋아진 것이다. 마인드컨트롤 훈련은 긴장과 이완

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침착하고 편한 상태에서 시합을 치

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찬가지로 직장인들 사이에게도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평정심을 찾도록 도와주는 마인드컨트롤이 부각되고 있

다. 얼마나 마인드컨트롤을 잘 하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얘기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성과를 내는데 있

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핵심역량 가운데 하나이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와 마

인드컨트롤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혹시 실수이라도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

는 “내가 멋있게 해서 박수를 받아야지”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컨트롤이 중요하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자신도 모

르게 구부정하게 웅크려 앉는 자세가 되고, 마음이 긍정적

이면 자신도 모르게 등받이에서 약간 앞으로 나와 앉는다

고 한다. 어떤 마음자세를 갖느냐가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

는 것이다.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또박또박 말하려면 호흡을 가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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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명심할 것은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

는 사람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진리이다. 양궁

에서 과녁 정중앙을 맞추는 ‘퍼펙트골드’나 골프

에서 쏙 들어가는 ‘퍼펙트샷’은 아무나 하는 것

이 아니라 마인드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결정적인 승부처는 바로 마인드컨

트롤에 있다. 

 마인드컨트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

스리는 능력이다. 인간의 감정을 동의보감에서는 

기쁨, 분노, 슬픔, 생각, 걱정, 놀람, 공포 등의 7가

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이 바로 분노이다. 분노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분

노를 다스리는 마인드컨트롤이 꼭 필요한 것이다. 

물론 분노뿐만 아니라 7가지 감정을 적절히 다스

리는 마인드컨트롤이 필요하다. 감정이 극에 달하

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

래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생활 자체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각자에 맞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

기 위해서는 평정심이 중요하다. 어려운 처지일수

록 자신의 환경을 객관화해 바라보는 감정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힘든 상황의 원인을 ‘남의 탓’으

로 돌리고 주변에 화풀이하는 행동은 문제를 더욱

더 악화하는 지름길이다. 슬럼프일수록 마인드컨트

롤을 통해서 자기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만 조절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 효과적인 마인드컨트롤 7가

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라. 

자신이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2. 지나치게 집착해 냉정함을 잃지 마라. 

실수를 했다면 화가 날 것이다. 실수는 빨리 잊고 새

롭게 시작해야 한다.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아예 실

패하는 경우가 많다. 

3. 무조건 휴식을 취하라. 

최악의 사태에서는 벗어나려는 노력조차 하지 말고 

그냥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동요를 하지 말고 그냥 휴식을 취한다. 

4. 실수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패를 하지 마라.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마

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실수를 재빨리 잊는 것이 최

선의 방법이다.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철저히 분석

해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5. 상대방과 비교하여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라. 

남을 쫓아다니면 마음만 바쁘게 된다. 남들과 비교

하거나 남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자신

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상대방도 객관적으로 살펴보

아야 한다. 

6.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고통이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분석해

보면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7. 전적으로 자신을 믿어라.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자포

자기 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끝까지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실

패를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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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에의 충동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열정의 군인 조지 패튼, 양팔이 없

고 양다리도 짧지만 예술가로서 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앨리

슨 래퍼 등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삶의 메시지를 전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Seri CEO’의 한 코너인 ‘정진홍의 감성리더십’에 소개되었던 200여 편의 이야기 

중 87명의 이야기를 골라 담은 책이다.

 그렇다면 왜 ‘완벽’이 아니라 ‘완벽에의 충동’인 걸까. 저자는 삶을 향한 열정은 언

제나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빈틈없는 마침표인 ‘완벽’보다는 쉼 없이 도전하고 

활화산 같은 역동의 에너지인 ‘완벽에의 충동’이야 말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 ‘완벽에의 충동’을 동력삼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삶의 위기를 뚫고 삶의 새 지평을 연 사람들이다. 

남녀 대화법
 이 책은 남자의 ‘사냥꾼 뇌 모드’와 여자의 ‘파수꾼 뇌 모드’, 성 차이에 기초해 어떻게 하면 남

녀의 문제를 쉽게 대화로 풀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연인, 부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직

장에서의 남녀가 흔히 빚는 갈등을 간단한 말 한 마디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음을 81가지 사례로 보

여주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남자는 인류 탄생 이래 모두 사냥꾼이었다. 밖에 나가 짐승을 잡아다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다. 반면 여자는 남자가 사냥을 나간 동안 집을 지키고 가꾸며, 자식을 키우는 파수꾼 역

할을 맡아왔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되는 고유의 뇌 모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성 간의 만남과 교제는 물론 가정에서의 남녀 대화, 남녀가 부딪칠 일이 잦은 직장에서 조화로운 관

계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는 책이다.  

희망의 밥상
 「희망의 이유」「생명사랑 십계명」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 제인 구달의 책. 이번

에는 침팬지 대신 희망 밥상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다. 알려진 침팬지 연구 외에 그간 ‘루츠 앤 슈

츠’, ‘TACAR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 환경과 먹을거리의 상관관계 및 그 중요성을 이야

기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생산되어 어떤 경

로로 밥상에 올라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나아가 지구의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세계 최고 브랜드에게 배우는

오감 브랜딩
 세계적인 브랜딩 권위자 마틴 린드스트롬이 마케틸 리서치 기관 밀워드 브라운에 의

뢰, 3년간 600여명의 연구원들이 13개국 5대륙에서 수 천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행

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쓰여진 ‘브랜드 센스 리서치(Brand Sense Research)’의 

결과물이다.

  소비자와 브랜드 간에 궁극적인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데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하는 역할과 오감을 활용해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갈 방법을 제시하는 

21세기형 브랜드 전략서다.  싱가포르항공, 애플, 디즈니, 노키아,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까지 <포춘>선정 100대 기업들의 오감 브랜딩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마틴 린드스트롬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BOOKS

정진홍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이정숙 지음

나무생각 펴냄

제인 구달 외 지음

사이언스북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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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최대 갑부 역관     
 조선시대 역관(譯官)들의 다양한 역할과 의의를 입체적으로 복원한 대중 역사서. 능통한 

외국어 실력과 탁월한 협상력으로 청일 간의 중개 무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추적해 조선의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역관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왕조실록> <승정

원일기> 등 기본적인 사료부터 <통문관지> <열하일기> <연려실기술> 등 역관이 언급되는 

다양한 사료를 동원했다. 

 역관은 통역할 역(譯), 관리 관(官)으로 지금으로 치면 통역관이라 할 수 있고 의원, 산관, 

율관, 화원 등과 같은 기술관으로 중인 신분이었다. 저자는 이들 역관들이 실무외교관이자 

국제무역상으로 때로는 첩보원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막후의 실세로 군림했던 것과 신문

물과 신학문을 양반들에게 소개해 개화를 이끌었던 사실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인 이덕일의 신작이다. 

우주로부터의 귀환 
 우주비행사를 인터뷰한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생각이다. 그들은 극히 드문 경험의 소유자들

이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주에 갔다온 후 무엇이 달

라졌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은가? 

 제임스 어윈은 우주에서 신을 만나 전도사가 되었고, 월터 쉬라는 우주 비행 때 지구 환경이 크

게 오염된 것을 보고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국민적 영웅이 된 글렌은 정계로 진출하여 상의의

원이 되었고, 앨런 셰퍼드는 재계 인사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백만장자가 되었다. 

 과학과 인문이 묘하게 교차하고, 학술적 글쓰기와 저널리스틱한 글쓰기가 적절히 섞여 생동감

이 있다. 170만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지구 밖으로 나가 본 사람은 고작 100여명이라고 한

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당신은 그 100명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청어람미디어 펴냄

이덕일 지음  

김영사 펴냄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는 우리의 오만과 무지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책이다. 흔히들 이 

나라에 볼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문화탐방에 참여하여 이 땅에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인간의 고난과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았다. 이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스스

로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눈을 높이 들어 주위를 세심히 살펴 보기를 권고한

다. 인간의 삶아 얼마나 다양한지! 내 것이 귀한 만큼 저들의 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정녕 겸손하게 배우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한마음 교회 장영수 목사
사공경 지음

아름다운 한국인
 작품을 하는 사람으로써 늘 자연과 사회현상,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이 당연했

지만, 자카르타에 정착을 하게 된 후부터 더욱 거세진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 열망이 

인니 한인사회의 문화를 한권의 책으로 남기게 된 동기라고 인제 손인식씨는 말한다.

‘아름다운 한국인’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내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 공동

체와 문화예술 단체와 교육계, 체육계,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단체, 활동이 매우 활발

한 한국인 2세들, 사회단체로서 3곳의 한인회와 노인대학, 부인회, 정부파견 기관으로

서 코이카와 홍보센터, 대사관을 탐방하며 그 공동체들의 역할과 공로, 비전 등을 그의 

특유의 필체로 기록하고 있다.손인식 지음

한타임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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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Dreamer   
 한때는 혈통 좋은 종마들을 번식시키는 목장으로 유

명했던 크레인 목장. 그러나 할아버지의 목장 운영에 

반대했던 아버지 ‘벤’은 경주마들을 직접 키워서 시

합에 보내려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결국 다른 목장의 

말 사육사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벤’이 일하던 목장에서 지

난 경마대회에서 1위를 했던 명마 ‘소냐도르’가 경

기 중 다리가 부러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 때

문에 ‘소냐도르’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진다. 

이에 ‘벤’은 자신의 퇴직금 대신 ‘소냐도르’를 집

에 데리고 오게 되는데...

 크레인 일가에게’소냐도르’의 등장은 막막하기만 

했던 목장을 살릴 한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

순한 재정적인 탈출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서먹서

먹했던 가족간에 화해와 사랑을 이루게 되는 구심점이 

됐던 것이다. 그 후 6개월 동안 ‘벤’과 ‘케일’의 

정성 어린 간호로 ‘소냐도르’의 부러진 다리는 기

적처럼 회복된다. ‘소냐도르’의 회복과 함께 아버지

로부터 ‘소냐도르’를 선물받은 ‘케일’은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소냐도르’를 다시 

한번 경주에 내보내는 것. 이제는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벤’과 지난 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

고 싶었던 할아버지 ‘팝’은 ‘케일’을 도와 모든 

경마인들의 꿈의 대회인 “브리더스 컵”에 ‘소냐도

르’를 출전시키게 되는데...

MOVIESMOVIES

핑크 팬더 The Pink Panther  
 세상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와, 사건을 더 크게 만드

는 형사(?!)가 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밀집한 프랑스의 축구경기장. 지금 막 

치뤄진 경기에서의 승리를 열광적으로 축하하던 프랑스 

축구팀 감독이 운동장에서 살해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

생한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세계에서 가장 큰 핑크 다

이아몬드 핑크 팬더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수만 명이 지

켜보는 가운데 세계적인 축구감독의 목에 독침을 꽂아 

살해할 만큼 간 큰 범죄를 꾸민 사람은 과연 누구??

 사건 해결을 위해 시골에서 스카웃된 클루조(스티브 마

틴)경관은 그 나름의 독특하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차례차례 용의자들을 조사해 나간다. 먼저 감독의 여자

친구이며 살해되기 며칠 전 감독의 복잡한 여자관계 때

문에 큰 싸움을 벌인 세계적인 팝스타 자냐(비욘세 놀스

분) 그리고 감독을 미워하는 코치와 선수들... 그들 중의 

한 명은 자냐를 감독에게 빼앗기는 모멸을 당하기도 해 

누구에게나 살해동기가 존재하는 듯해서 사건해결은 미

궁속으로 빠진다.

 그러던 중... 유력한 용의자 중의 한 명인 축구선수가 살

해당하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여 전 프랑스는 경악하

게 되고.... 유일한 희망인 클루조는 자꾸 딴짓만 하는데? 

한인뉴스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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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에이지 2  Ice Age 2  
 평화롭던 빙하기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빙기에 접

어든다. 동물들의 유아 캠프를 운영하는 맘모스 매니와 

나무늘보 시드, 호랑이 디에고 일행은 왕뻥토니로부터 

곧 대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듣지만 모두들 “뻥치

시네~”를 외치며 토니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던 중 

진짜 빙하가 녹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매니, 시

드, 디에고는 다급하게 동료들을 모아 안전한 고지대를 

찾아 대규모 이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매니에겐 대홍수

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친다. 바로 자신을 제외한 모

든 맘모스가 멸종되어 버렸다는 기절초풍할 소식을 듣

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진 매니. 그러

나 그의 눈앞에 맘모스 엘리가 나타난다. 나는 남자~ 너

는 여자~! 이제 종족의 번영은 우리 하기 나름~~!!! 이

라는 기쁨도 잠시, 매니와 시드, 디에고는 곧 혼란에 빠

져버린다. 섹시하고 풍성한 엉덩이를 가진 맘모스 엘리

는 자신이 주머니쥐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진짜 

주머니쥐 악동 형제 크래쉬와 에디의 여동생으로서. 어

이~ 아가씨, 농담이 지나쳐! 그러나 매니는 멸종위기의 

맘모스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그 외의 이유는 묻지 말

아주세요)과 이를 부추기는 시드, 디에고의 응원에 힘입

어 엘리에게 작업을 걸어보지만 오히려 엘리의 반감만 

사게 되는데... 

데브라 윙거를 찾아서
Searching For Debra Winger  
 그녀들이 말하는 일과 사랑, 다 잘할 수 없을까? 

헐리웃 최고의 여배우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사생활을 

고백하다!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들에 관한 숨김없는 

다큐멘터리로 그 자신도 배우인 로잔나 아퀘트가 감독했

다. 이 영화는 은둔해서 살고 있는 영화 배우 데브라 윙거

에 관한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특정한 연령’에 이른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로잔나 아퀘트는 여배우들을 따로 만나서 인터뷰 

하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연예계에서 그들이 직면하

고 있는 압력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했다. 영화 속

엔 우피 골드버그, 다이안 레인, 테리 가, 홀리 헌터, 바네

사 레드그레이브, 샬롯 렘플링, 맥 라이언 그리고 샤론 스

톤 등의 수 많은 배우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들의 경험

담을 얘기한다. 헐리우드의 제작자나 캐스팅 디렉터들은 

40세 이상, 때로 30세 이상의 여배우들을 어머니 역할이

나 조연급 역할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배우들은 

또한 배우로서의 성공과 사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

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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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행사 및 공지 사항

JIKS 30년사 원고모집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에서는 더 넓은 세계로 웅비하기 위해‘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30년사’에 게재할 원고 및 사진,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호
응을 바랍니다.

대상: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교사, 교민

내용: JIKS 관련 추억

분야: 가. 문예작품
 -운문 : 제한 없음
 -산문 : A4 2~3매(P11), 원고지 10매 정도
 나. 사진자료
 다. 기타 소장자료

마감일: 2006년 5월 15일(월)

접수처: 본교 행정실(jiks@jiks.com)
           JIKS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가능

기타: 선정된 작품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JIKS 30년사’에 게재합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JIKS 30년사 발간 위원회

한국 전통무용 공연 안내 

내용 한국 예술단 아시아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청주 시립 

무용단」의 자카르타 공연이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

니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람 바랍니다.

공연 개요

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인니 한국대사관 공동

공연명: 한국 전통춤 - Elegance and Passion

공연단: 청주 시립 무용단 25명(안무 : 박재희)

공연일시: 2006.5.9 19:30(개막공연), 5.10 19:30(2차 

공연)

장소 : Balai Sarbini(Semanggi 몰)

Jl. Jend. Sudirman Kav. 50, Jakarta(Tel : 2553-6341)

공연 프로그램(총 71분)

- 답지무(농악), 천년학, 축연무, 장검무, 화선무(부채춤), 

초야, 강강술래, 춘앵전(궁중 무용), 진도북

입장권: 무료 초대권 배포

중부 자바 Merapi 화산 폭발 가능성 
1. 중부자바 Merapi 화산이 지난 4. 23(일)에는 진동이 
204회 계속되고 연기가 500m 높이 까지 치솟는 등 화
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족자 화산연구소 측은 
Merapi 화산이 폭발직전의 단계에 까지 이른 것으로 보
도하고 있습니다.

2. 동 화산이 폭발 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 우리 국민들
께서는 이를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공지드
리며 만일 화산 폭발로 인해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
는 대사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성 긴급 전화 주의 
1. 최근 교민들을 상대로 신원 미상의 현지인들이 전화
를 걸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 수술
비가 필요하니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오라. 위독하여 수
술용 의료장구가 필요하니 돈을 가지고 오라”는 등 허
위의 사실을 알려 금전을 사취하려는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2.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
지 말고 설혹 가족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라도 
반드시 병원 등에 사고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고 아울러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대사관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
고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전화 : 520-1915, 520-8950
경찰 : 112 

재인니한국부인회 정기총회 및 효도잔치 한마당
 일시: 2006년 5월 8일(월요일) 10:30~14:00

 장소: Four Seasons Hotel 그랜드 볼룸

 순서: 1부-한국부인회 정기총회
    점심 식사
          2부-효도 잔치
            -라뮤즈 합창단 -앙쿨릉 합주
            -해금연주  -Soprano,
            -무용  -Semi Classic Music
            -노인대학프로그램 -Fashion Show
            -행운권 추첨 -기타
 (2부 프로그램은 당일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재인니 한국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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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인회
무료 법무 및 투자 컨설팅 안내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전화: (021) 529-60643, 0816-1911245

상담방법: 대면 혹은 전화

상담범위: 법률에 관련된 문제 전반 및 투자 컨설팅

상담자: 변호사 겸 파산관재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승은호

<한인뉴스 창간 10주년>에 즈음하여
 1996년 7월 15일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창간호부터 월간으로 발행되어온 <한인뉴스>가 한호

의 결호도 없이 통권 119호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2006년 7월에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

습니다.

 <한인뉴스>는 한인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와, 한인사회의 문화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좀 더 진일보한 <한인뉴스>를 만들기 위해 전면칼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내용변화

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 편집진들은 <한인뉴스>에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한인회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으며 <한인뉴스>가 한인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희로애락을 같

이하는 가까운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한인뉴스>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쾌히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광고주 여러분

들과, 한인회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귀중한 글을 보내주시는 모든 기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6 회 청소년 음악회

일시: 5월27일 토요일 저녁 6시30분

장소: 괴테하우스

공연: 피아노, 오보에, 클라리넷, 플릇, 성악

문의처: (021) 5420-2471

           (021) 725-5742

주관: 재 인니 한인음악협회

어린이날 신나는 놀이마당

일시: 2006. 5. 6(토) 오후 2시~5시

장소: 한국국제학교(JIKS)강당

행사내용: 1부(2시): 영화 감상
  2부(3시):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발표,
     게임과 율동, 즉석 노래자랑
  3부(4시 30분): 사랑나눔(편지낭송, 선물나눔)

참여단체: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음악인 협의회 외 다수

협찬: JIKS, K-TV외 다수

주관: 한나프레스 인도네시아 사업부

대한항공 안내문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6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인천 21:40/06:25+다음날 매일

KE627 인천  자카르타 15:20/21:10 매일

2. 기간: 2006년 3월 26일-2006년 10월 28일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
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2180 / FAX 521-2179
공항 TEL (021) 550-2389 / FAX 55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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