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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한인회원께서 보내주시

는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음

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10일

경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한인뉴

스’의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

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

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

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

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

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

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

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

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

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

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

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매월 원고 마감일은 20일이니, 원

고 마감일 전에 한인뉴스 편집부(Fax: 

021-526-8444, E-mail : haninnes@naver.

com, 주소: Korean Association,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58 Jakarta)로 투

고해 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가 가

능합니다.

단, 개인 PR성 광고성 기사는 지양됩니

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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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지난 2월 자카르타에 퍼부은 국지적인 폭우로 자카르타

의 70%가 물에 잠기는 사항 초유의 홍수사태가 있었다. 

이에 재인니한인회는 대사관과 협력, 한인기업과 교민들

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식수 등 생필품이 필요

한 지역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홍수 후 번질 전염병 방지

를 위해 한인기업이 밀집해 있는 KBN지역에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동포안내문을 통해 홍수피해업체와 피해

교민들을 위한 수재민 돕기 성금에 앞장섰고 2월 말까지 

한인회는 총 51개 업체와 교민으로부터 미화 18,700달

러와 루피아화 325,904,900 루피아, 의류 9상자의 수재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한인회는 지난 3월 3일 회장단회

의를 열고 모여진 수재의연금을 19여 피해교민 업체를 

선정 각각 1000만 루피아씩, 43여 피해교민 가정에 각

각 500만 루피아씩, 현지고아원에 의류를 전달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에 지난 3월 8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코린도 본사 

회의실에서 수해 피해 규모가 컸던 19개 교민업체를 초

청, 수재의연금을 전달하였다. 승은호 한인회장은 충분한 

위로금을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자 수혜자들은 한

결같이 “금액의 다소가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교

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며 성금을 내주신 교민

들과 귀한 자리를 만들어준 한인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전달식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은 홍수피해 재발방지

를 위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업체 자체의 홍

수예방책과 더불어 보고르 및 주요 수문 개방 시 즉각적

으로 업체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경보시스템 체계에 대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한인회는 3월 27 ~ 29 양일간 현지 고아원을 방문

하여 의류를 전달했고 4월 3일에는 각 지역 교회를 통해 

교민 45가정에게 각각 수재의연금 500만 루피아를 전달

했다. 전달식에 온 교민들은 수재피해 시 한인회에서 직

접 전해온 생필품을 전달받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며 한인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수해입은 한인기업체, 교민가정, 현지고아원에 수재의연금 전달

재인니한인회는 지난 3월 8일 코린도 본사 회의실에서 수해 피

해 규모가 컸던 19개 교민업체를 초청, 교민의 마음이 담겨있

는 의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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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재의연금 수령 현지고아원(2007년 3월 27~28일)

번호 고아원명 대표자명 주소

1 AL-AQSHA Drs. Ahmad Roffi Jl. Sutra Ungu Blok D6/31 Kecamatan Cilincing

2 KAMPUNG MELAYU H. Munawar Jl. Kampung Melayu Kecil 11/21 Kel. Bukit Duri

3 PUTRA NUSA H. Zaenal Jl. Penjernihan 1 No.11 Bendungan Hilir

4 PAWINALA Sigit Widodo Jl. Inerbang Raya No.38 Batu Ampar Condet, Kramat Jati

 수재의연금 수령 기업체(2007년 3월 8일)

번호 기업명 위치 대표자

1 태원

자
바
베
카

박귀인

2 수지 테크노 정병천

3 아네카 다이 소철영

4 플라신도 최진기

5 재현 인도네시아 이종만

6 두산

K

B

N

배도운

7 한세 박정운

8 모락스 김기성

9 스타 캄텍스 김주철

10 까호인다 김봉호

11 동중 조규철

12 한스네시아 박종혁

13 태평양 김정환

14 코롱 랑겡 이경재

15 미성 인도네시아 김병철

16 노블 인도네시아 김수용

17 광림 조현호

18 시나르 띠무르
땅그랑

최정식

19 스타네시아 김동예

한인회는 3월 27~29 양일간 홍수 피해를 입

은 현지 고아원을 방문하여 의류를 전달했다. 사

진은 Jl.Sutra Ungu Blok D6/31 Kecamatan 
Cilincing에 위치한 현지고아원인 AL-AQSHA에서
의 의류 전달식. 

한인회는 4월 3일 한인회관에서 각 지역 교회를 통해 교민 

45가정에게 수재의연금 각각 500만 루피아를 전달했다.



자카르타 최악의 홍수피해로 인도네시아 국민 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에 한인회는 홍수 피해 교민들을 돕고자 수재의연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한인회는 수재의연금을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호 회 사 명 대표자
금 액

USD RP

1 가야성 이 명 호 5,000,000.00

2 강 호 성 500.00

3 대한민국 대사관 부인회 10,000,000.00

4 대한민국 대사관 임직원 11,508,000.00

5 대한항공 인도네시아 지점 김 창 모 2,000.00

6 반둥 한인회 최 이 섭 3,000,000.00

7 서울 메디칼 크리닉 이 호 완 2,000,000.00

8 신발 협의회 10,000,000.00

9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지점 5,100.00

10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지점 4,000.00

11 이 선 진 대사 1,000.00

12 자카르타 성요셉 성당 1,800.00

13 제 12교구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 3,800,000.00

14 족자 한인교회 5,000,000.00

15 족자한인회 조 현 보 10,000,000.00

16 한국 산업 인력공단 양 성 모 1,000,000.00

17 한양가든 신 광 택 2,000,000.00

18 AGULATEX 재 제 웅 5,000,000.00

19 DAYUP INDONESIA 석 웅 치 10,000,000.00

20 DONG IL INDONESIA 정 철 주 2,000,000.00

21 DONG SUNG INDONESIA 김 재 유 10,000,000.00

22 DONGAN KREASI INDONESIA 박 헌 식 3,000,000.00

23 DOSON INDONESIA 양 승 진 1,000,000.00

24 E.G. GROUP 이 연 근 3,500,000.00

25 GAYA INDAH KHARISMA 김 영 욱 5,000,000.00

26 HANIL INDONESIA 유 봉 렬 2,000,000.00

수재의연금 기탁자

2007년 3월(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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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외환은행,
수재의연금 5,100 달러 한인회에 전달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은행장 조종수)은 지

난 3월 8일 사내에서 정성스럽게 모금한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 5,100 달러를 한인회장단이 참

석한 가운데 전달 하였다. 

27 HANIN NUSA MULYA 이 완 주 500.00

28 HANINDO EXPRESS 신 기 엽 10,000,000.00

29 HUNG A INDONESIA 손 이 태 10,000,000.00

30 INWHA INDONESIA 황 의 상 1,000,000.00

31 J I K 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전 호 신 의류 9상자 33,596,900.00

32 K N O C 권 흠 삼 5,000,000.00

33 KIDECO JAYA AGUNG 김 성 국 10,000,000.00

34 KIPCO 김 영 만 2,000.00

35 KMK GLOBAL 송 창 근 10,000,000.00

36 KORINDO GROUP 승 은 호 50,000,000.00

37 KOTRA 김 병 권 500.00

38 LG ELECTRONICS INDONESIA 이 기 주 30,000,000.00

39 PBA 1,000,000.00

40 POSCO 2,000,000.00

41 SAMICK INDONESIA 이 영 호 10,000,000.00

42 SERIM INDONESIA 김 충 훈 10,000,000.00

43 SK KERIS 진 영 휘 10,000,000.00

44 SUKWANG INDONESIA 김 경 곤 10,000,000.00

45 SUNG BO JAYA 이 진 수 5,000,000.00

46 SUNG WON 이 종 후 5,000,000.00

47 U I A 안 선 근 500,000.00

48 UNGARAN INDAH BUSANA 이 상 일 300.00

49 VICTOR JAYA RAYA 이 호 덕 5,000,000.00

50 무 명 3,000,000.00

51 무 명 1,000.00

T O T A L 18,700.00 325,904,900.00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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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0일 인도네시아 교민 기업 코린도 그룹은 

3월 30일 상용차(트럭, 버스) 생산 공장 준공 및 제품출

고 기념식을 가졌다. 이로서 40년간 인도네시아 상용차 

연간 10만대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일본계 업체에 도전

장을 던지게 된다.

  Korindo 그룹 신규 프로젝트 “상용차“ 사업부문은 작년 

6월 현대 자동차와 인도네시아 현지조립 방식 생산 및 

판매 독점권 계약 체결로 상용차 부문의 사업이 구체화 

되기에 이르렀다. 계약 후 6개월 만에 양산 체제 돌입에 

성공한 코린도는 1차년도 12,000대 생산 규모를 시작으

로 5년 후인 2011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 20%의 

야심 찬 목표로 달성할 계획이다. Korindo는 상용차 사

업부문에 총 5천만 불을 투자하여 1차 사업 년도에 2억

불을 시작으로 5차 사업 년도 내에 매출액 5억불 매출 

달성 목표를 갖게 된다.

  특히 코린도는 동남아에서는 기존 버스 생산 방식(한

국의 60년대 생산방식)이 아닌 선진 생산 LINE SYS�-

TEM을 갖춘 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 및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1969년 인도네시아에 창립된 코린도는 원목사업을 시

작으로 합판, 용지, 신발, 콘테이너, 및 물류, 금융,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지난 37년간 숱

한 도전을 극복하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 투자

회사 중 최고, 최대기업으로서 인니 재계 상위에 랭크

되어 있다. 

  상용차 부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하여 풍력 발전 분야에서 Wind tower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미주 지역에 약 5000만불 어치의 

Wind tower 공급 계약을 체결 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약 1억 5천만불 이상의 Wind tower 제품을 수출 할 것

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풍력 개발 시

코린도 그룹, 버스-트럭 생산 본격 가동
30년 인도네시아 상용차 독점 시장 일본업체 아성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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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회장단 회의를 갖고 3년 전 인도네

시아에 부임, 우리은행 지점장과 재인니 한인회 부회장 및 감사로서 교민

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철진 前우리은행장에게 한인사회와 한국,인도네

시아의 경제, 문화 교류에 많은 공헌에 감사하며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하

였다. 임철진 前은행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평생 잊지 못할 귀중

한인회장단,

임철진 前우리은행장에 감사패 전달

했던 시간이라며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항

상 고향을 생각하듯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자리를 갖게 해주신 교민

들과 한인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잊

지 않았다.

한편 이날 새로운 우리은행장인 이민재 

신임은행장과 지난 1월 재인니 한인회 신

임 부회장으로 선임된 배도운 사장(PT. 

Doosan Cipta Busana)이 회장단 회의에 

처음 참석하여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더

욱 희망찬 한인회를 꾸려가기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장에서도 현재 100MW 규모의 Wind farm 개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굴지의 회사들과 협의 중이다. 

  코린도는 제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의 최고 부가가치 산업인 에너지 부분에도 과감하

게 투자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선도하고 있는 이상

적인 해외 한인 투자 회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코린도의 생산방식은 기존 동남아 생산 방식(한국의 60년대 생산방식)에

서 벗어나 LINE SYSTEM을 갖춘 방식을 도입하여 1차년도 12,000대 생산, 

2011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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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가락에 피아니스트,
이희아양 연주회 성황리 열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양 콘서트“가 3월 31일 오후7시 Balai 

Kartini에서 열렸다. 다리가 없어 특수 제작된 페달을 이용하고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희아양 콘서트는 1100 객석을 가

득 메운 인도네시아인 관람객뿐만아니라 참석치 못한 분들을 위하

여  DELTA FM에서 생방송으로 인니 전역에 생중계되어 인도네시

아인들을 눈물로 적셨다. 대부분의 관람객이 인도네시아인으로 이루

어진 이번 공연에서는 환상적인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1급 장애

를 극복하고 무대에서 환한 모습으로 공연을 시종일관 진행해 나가

는 이희아양을 보고 감동과 감격의 무대가 되었다. 1부 순서에는 가

수와 유명 연예인들의 찬조출연과 인니 장애자단체로 이루어진 “ 이

희아 방문 환영 축하“ 이벤트가 있었다. 2부에서는 이희아 양이 장애

를 극복하고 그간 15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주옥같은 연

주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울먹이는 관람객들로 콘서트홀은 눈물

의 바다가 되었다. “ 두발과 열손가락을 가진 정상인들도 어려운 피

아노 연주곡을 연주해 나가는 모습은 가히 천사의 모습입니다. 내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었어요“ 라고 

장애인 관객은 울먹었다. Medco Energy사의 임직원은 “ 내 눈으로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고 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공연장에는 95% 현지인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

폴에서 찾아온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EBM사의 MR MIKO회장은 희아 DVD를 

보고 “ SHARING THE STRENGTH OF LOVE“ 라고 연주회 제목이 떠올랐다며 기회가 되면 오케스트

라와 협연, 그리고 지방 순회공연을 개최하자고 한나프레스에 제안해 왔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

기로 출판사에서 “HEEAH STORY“ 출판계약과 CD음판계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희야양 인도네시

아 방문은 2달전부터 인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휴먼다큐멘터리로 다루어져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연

주회 2틀전 지난달 29일 기자 회견장에는 200여명의 기자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냈

으며 일간 KOMPASS, MERTO TV, TRANS TV, SCTV등 주요 언론사들이 특집기사와 방송으로 다

루어졌다. 이번 콘서트에 아쉽게도 한국 교민

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기 전에 현지인들로 입

장권이 발매개시 3일만에 1100석이 매진되어

서, 4월 1일 한인연합교회에서는 1,200여 좌석

을 가득 메운 가운데 “ 교민초청 이희아 이야

기와 연주회“를 열었다. 이희아 동남아 콘서트

는 지난달 21일부터 싱가폴, 말레이시아를 거

쳐 인도네시아 연주를 마치고 필리핀과 중국 

순회공연에 들어간다.  Balai Kartini에서 열린 

공연은 MERTO TV에서 4월 6일 저녁 8시에 

인도네시아 전국에 녹화방송하게 되어 다시한

번 전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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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5일 오전 상업부 청사 3층 회의실에서 마리

(Mari Elka Pangestu) 상업부(Dept. Perdagangan) 장관과 한인 

수출주력기업의 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간담

회는 인니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상당히 높게 책정한 금

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네

시아에서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한인사

회의 수출주력기업들의 어려움을 마리장관이 직접 경청,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의도로 개최

되었다.

  본 회의에는 한인상공회의소의 송창근 수석부회장, 김

육찬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코린도 그룹 제지사업부의 이

병기 부사장, 삼성전자의 이상현 부장, 두산의 배도운 사

장, 한솔의 공성일 사장, 경승의 김경아 지사장, SK Keris의 

유재용 본부장, 로얄코린다의 이준호 전무, 성원의 이종

후 사장, CJ Indonesia의 손용 이사, 부경의 김종부 상무등

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먼저,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준비한 인니 한인사

회와 한인기업 및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브

리핑이 있은 후, 각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논의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생산비용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모든 기

업들의 공동 추구사항이지만, 에너지 집약산업에 주력하

는 대기업의 경우는 가스와 같은 저렴한 에너지원을 안정

적으로 공급받는 문제가 시급하며, 봉제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가 시급한데, 현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

적인 경쟁력 저하가 지적되었다. 현행 노동법(2003년 13호 

법)은 높은 퇴직금 및 초과근무 수당, 주당 40시간의 근로

시간 등이 노동의 유연성을 막아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요

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은 투자환경 개

선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의 개정을 약속했지만, 노조 등

의 심한 반발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둘째로는, 나날이 심화되는 자카르타의 교통난이었다. 

Just in time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회사에 보유한 제고는 한 시간 분량뿐인데, 단 3-5km 거

리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을 받는데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

의에 참석한 부경의 김종부 상무는 까라왕 자택에서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부 청

사에 도착한 것은 10시였다며, 이것만 보아도 교통체증문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하여 참석자들이 모

두 공감했다. 

  CJ Indonesia는 원료 및 에너지 공급문제에 관해 수차례 

정부부처와 관할구청에 건의서를 전달했으나, 이에 관해 

상업부 장관 초청, 한인상공인과의 수출진흥간담회 개최

- 한인 수출주력기업 애로사항 경청 및 해결방안 모색 -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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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건의서를 낭

독한 후, 관련부서 장관에게도 이를 전달하고 협조요청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코린도 그룹의 이병기 부사장은 인도네시아가 천연가스

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천

연가스의 수출과 국내의 에너지 집약산업으로 가스를 안

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중 과연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

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이라며, 안정적인 가스공급은 

더 많은 투자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리 장관은 십여 명의 실무진과 함

께 참석하여,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

을 직접 메모하면서 경청한 후, 지금 

당장 해결을 약속할 수 없는 문제들

도 있지만,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파

악한 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

다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교통문제

의 경우, 도로확장과 교통시스템 개

선이 요구되었는데 병목현상이 심한 

곳을 파악한 후 관할 지역 정부에 책

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도로의 경우 신속히 보수해 나

갈 것을 약속했으며, 도로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도 정

부 예산 편성 시 도로확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등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구분한 

후 시급한 단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간담회를 차후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밝히며, 본 간담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관련 부처에도 전

달하고, 차기에는 노동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과 실무진이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목: Hanbok to be dressed

작: 배 지 혜

기존의 한국 한복과는 색다를 느낌을 주는 

이 한복은 내가 현대화 시킨 한복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한국 한복은 기존의 일

반 한복보다는 기생한복이 더 화려하고 아

릅답다.

이 한복은 드레스 이면서 한국의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 주는 드레스이다.

기존 한복들과는 색다른 느낌을 주고, 동서

양의 느낌을 동시에 주는 한복이다.

이 한복을 통해 외국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적인 한복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관심을 가졌으

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3월 29일 부터 3일 간 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에 위치한 컨벤션 홀 에

서는 미래 미술계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예술축제 ‘예원 종합 예술제’가 

열렸다. 1년간 준비한 참신한 작품들을 선보인 이 전시에 많은 교민들이 관

심을 보이는 등 한인사회에서 하나의 예술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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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제2대 재인니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故신교환 회장의 서거 1주년을 추모하고 그의 자서전적 유

고집인 “젊은이여 세계로 웅비하라“ 출판하는 자리가 지난 3월 5일 자카르타 그라나디 빌딩 빠라

미따 홀에서 개최됐다.

  서만수 목사의 추모예배로 시작 된 이날 추모식에는 고인의 유가족과 승은호 한인회장 등 200여

명이 넘는 교민들이 자리하였다. 추모예배가 끝나고 故신교환 회장은 생전에 초창기 인니진출 역

사와 격동의 인니를 그의 유려하고 특유한 필치로 그려  “한타임즈“를 통해 연재되었던  “나의 동

남아 30년사“를 그의 차남 신기엽 박사가 재구성하여 완성한 젊은이여 세계로 웅비하라“ 출판기

념회로 이어졌다.

  故신교환 회장의 장남인 신기엽 사장(PT. Hanindo 

Express)은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그의 자서전이 발간되

기를 바라셨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이 책을 발간하여 아버지의 영전에 바치는 것으로 위로

를 삼는다“고 전하며 비록 자서전적 유고집이지만 교민

사회를 위해 유익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고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차남인 신기섭 박사는 

“원고를 정리하며 가족을 위한 그의 고난의 삶을 알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故신교환 회장은 1927년 출생, 일본동경제대 수료 후 

1944년 일본군 해군으로 징집되어 구사일생으로 생환하였다. 귀국 후 교직에 종사, 한국의 해외 

이민정책에 관여 그 초석을 놓기도 하였다. 생전에 “역사속의 한국인“이라는 MBC 방송국의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통일정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대통령 표창

과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故신교환 회장 서거1주년
추모식 및 출판기념회 열려



무궁화 유통, UNAS에 장학금 전달

무궁화 유통(PT.KOIN BUMI)은 2007년 3월12일 현

지 대학교인 우나스(University National)를 방문하여 

한국학과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하였다. 무

궁화 유통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는 1995년부터 매

년 한국에 소녀가장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20명에

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UNIVERSITY NATIONAL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

는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무궁화 유통은 현재 무궁화 장학 재단 , 무궁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재단 , 무궁화 불우이웃돕기 등 이곳 

무궁화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일부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여 이곳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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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재 인니 한국부인회,
3차 수재민 구호물품 전달 

   지난 3월7일 주인니 한국 부인회(회장 채영

애)는 지난 달 초에 발생한 자카르타 대 홍수로 

침수피해를 당한 Pulomas 지역과 Kayu Putih를 

찾아 나섰다. 이번 뿔로마스와 까요뿌띠 침수지역

을 방문한 한국부인회는 사전에 침수피해 주민들

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구호

품인 쌀과 의약품을 마련하여 침수지역 주민들과 

해당 동장에게 전달하였다. 

   뿔로마스 지역은 북부 자카르타 지역으로 이번 홍수로 인하여 6천여 가구가 피해를 당했으며 특히 구호

품 전달은 저지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극빈자 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5kg씩 담은 150여 쌀

부대와 의약품을 전달받은 Kayu Putih 지역 동장인 Bp.Padman 

Sugandi 씨는 “ 홍수가 지나간 뒤라서 다들 잊어져 가는데 잊

지 않고 한국부인회에서 우리지역을 찾아주어서 정말 감사하

다.”며 한국부인회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북부 자카르타지역의 침수피해 방문은 코리아타운의 협조아래 

섭외가 이루어졌다. 한국부인회 수해 구호품 전달은 한국대사관 

부인회의 협찬과 동포기업의 “사랑의 모포나누기 운동”의 호

응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한국부인회는 이번 초유의 자카르타 

대홍수로 말미암아 피해가 극심한 땅거랑지역, 위자야지역에 이

어 뿔로마스지역에 3번째 구호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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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시장 박승호) 방문단 일행은 인도네시아 루

디아핀 남부 깔리만탄주지사의 초청으로 3.11일부터 

3.1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박승호 포항시장은 남부깔리만탄

주 산하 2개 시장 및 4개 군수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향후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 교류

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카르타을 방문한 박시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방정

부와의 교류가 좋은 결실은 맺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아쿠메드쿠르디아니 투

자청 부청장, 베사르세요코 인력이주부 차관 및 카우싸

라스 내무부 차관을 차례로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은 도시간 경제분야 협

력방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특히 아쿠메드 투자

청 부청장은 “자원이 풍부한 남부 깔리만탄 지역과 포

항시의 교류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두 지역의 발전

을 위하여 탁월한 선택이다” 고 언급하면서 다방면의 

교류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포항시는 이번 방문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

포항시, 인도네시아 교류 물코 트다
-포항시장 남부깔리만탄 시군과 교류의향서를 교환

-인니 태권도 협회에 포항시의 교류 지원약속

박승호 포항시장은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를 방문하며 

김광현 부회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태권도 선

수단과 포항시와의 상호교류를 제의하고 포항시 차원의 

교류지원을 약속하였다.

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분야

의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기 위해 인도네시와의 교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좌: 포항시장과 반자르마신 주지사의 교류의향서체결

우: 반자르마신 투자청과과의 회의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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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소식

  자카르타 보고르 찔릉시에 위치한 PT. SAMICK은  3월 22일 

아침 08:00에 지역 초등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UP 피아노 1대

와  기타 10대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삼익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에 피아노,기타 기증

참석행사에는 보고르 교육 국장인 Edi 

Kusnadi,  초등학교 교장 및 많은 학생

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PT. SAMCIK 이영호 사장은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악기 기증 확대를 통

하여 인니 교육 발전에 지원을 할 예

정이며 악기뿐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인니 교육 발

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

람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4월부터 3월 

22일에 지원한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및 음악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 수업 및 피아노, 기타 레슨

을 주 2회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한인회와 태권도협회는 3월 13일 포항시장 일행의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와의 성공적인 교류를 기원하는 바램으로 자카르

타의 한 전통음식점에서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회에서는 김재유 수석부회장과 김재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방의 한 도시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배풀어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더

라도 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인니태권도 협회를 잊지 않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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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도 생겼습니다. 

이런 열매가 이 나무에 매

달려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

로 어울리지 않는 형상 입니

다. 어색하기도 하고, 나무가 

안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

무에서 자라난 과일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력을 빨아먹기 위

해 나무에 올라선 모양 입니다.

밤송이 모양, 성게 모양으로 돋아

난 가시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

하게 하려는 듯 온 몸을 감싸고 있습

니다. 나무의 생명력을 다 빨아 들일 때 까

지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리안은 양기가 아주 강한 과일인 모

양 입니다.

나무의 생명력을 모두 자기 몸에 저장케 한 다음에는 밤

이 되어 조용히 엄마의 품인 나무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

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 귀함을 먼저 발견한 

새로운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아무나 덥석덥석 집

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가시에 찔릴까 봐 걱

정을 하게 만드니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굉

장한 보물임에 틀림 없는 것입니다. 두리안이 과일의 왕

이라고 불리는 것은 물론 그 맛에서도 비밀이 있겠지만 

과일이 출생하여 성장하기까지의 기이한 삶에 기인한다

고 생각 됩니다. 

일반적으로 Durian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일을 부르는

데, 태국에서는 Thurian이라고도 합니다. 

Durian이라는 이름은 가시가 

많은 그 외형적인 형태적

인 특징에서 붙여진 것으

로 Duri는 말레이-인도

네시아어로 ‘가시’라

는 뜻으로 이 과일이 유래

가 말레이 지역 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학명은 Durio Zibethi-

nus Murr이며, 계층상 분류

로는 아욱목(Malvales) 목면과

(Malvaceae,Bombacaea)에 속합니

다. 총 100여종이 넘는 품종이 있으나 현재 

실재 재배되고 있는 것은 10여종 입니다.

그 형상을 살펴 보면 열매의 껍질에는 굵은 가시가 돋아

나 있고 두꺼운 껍질이 단단히 둘려 싸고 있습니다. 칼

로 잘라서 속을 열어보면 노란색 고기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겉은 무서운 가

시로 감싸고 있지만 속은 부드럽고 달콤한(?) 육질을 갖

고 있는 것 입니다. 씨는 옅은 황토색으로 크고 그리 단

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일은 20-30도의 연중 기온과 강우량 1500-

3000mm 정도의 전형적인 열대 기후에서 자라며 현재

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 등에

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은 태국이며 한국 등에서 수입하여 판매되는 두리

안은 대부분 태국산 입니다.

열대 과일의 제왕,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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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입장에서 이 과일을 보면 온(溫) 무독(無毒)하고 

감(甘), 함(鹹) 하며 심(心), 폐(肺). 간(肝), 신(腎)으

로 귀경하는 과일로 온경통락(溫經通絡)하며 거한습

(去寒濕)하고, 회양장정(回陽藏精)하며 보익원양(補益

元陽)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대 과일 중에 

유독 온성(溫性)이 있어 그 성질로 인하여 경락을 따뜻

하게 해주니 한습을 몰아내는 좋은 과일 입니다. 양기를 

북돋우어 정(精)을 저장하고 보양하는 효능이 있어 자

양강장에 으뜸인 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두리안을 칼로리(134-153cal)도 

높고, 탄수화물(30.0-36.1g)의 함양도 높은 음식이라 

하여 한끼의 식사를 대용할 만한 과일로 여깁니다. 그래

서 두리안을 구입하여 껍질을 깐 후에 그 육질을 씨까지 

같이 해서 죽을 끊여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

에 비해서 값이 너무 비싸고, 그 특유의 냄새로 인하여 

좋아하고 싫어함이 분명히 다르다 보니 일반적인 간식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두리안은 온성이 강한 대표 과일 입니다.

두리안의 기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온성이 강하

다 보니 두리안을 먹고 나면 땀이 많이 난다고 하여 열

이 많은 체질인 사람은 피해야 할 음식으로 보며,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두리안을 금기해야 할 과일 중 그 

첫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리안을 먹고 열이 나

면 그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과일로 망기스를 먹도록 권

하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하복부가 차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에게 

두리안을 지속적으로 먹게 하여 불임을 치료하는 과일

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하초허한증이 있어서 생리통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 중

에는 두리안을 먹고 하복부가 따뜻해지고 병증이 완화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두리안은 양기가 강한 과일입니다. 

두리안을 먹고 몸이 더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땀이 발산되어 인체의 표를 조절하여 위기를 돕

는 과일 입니다. 두리안이 양기가 강한 과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두리안 열매는 밤

이 되어야만 떨어진다는 사실 입니다. 낮 동안 주변의 양

기를 모두 흡수하고 밤이 되어 음기가 성해지면 그 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리안에는 비타민A가 20-30IU, 비타민C 가 23-

62mg, 칼륨 436mg, 인이 27-56mg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의 양기를 도우면서 비타민 및 무기질의 성분이 풍

부하여 더운 날씨에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여성들과 양

기가 부족해지기 쉬운 남성들에게도 좋은 영양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구입시 흔들어 보면 안의 내용물이 약간 덜렁

거리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또한 들어서 냄새를 맡

아보면 그 향이 강하고 가운데 부분에서 특히 냄새가 강

하면 맛있고 잘 익은 것입니다. 두리안은 곤충과 애벌

레의 피해가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입시 혹

시 곤충으로 인해 생긴 구멍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볼 것

을 권합니다. 

과일의 왕(King of Fruit), 두리안

처음 대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그 맛에 매료되면 누구나 

반해 버리는 과일, 

두껍고 단단한 껍질과 온 몸을 감싼 가시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과일,

오늘 저녁 가족들과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kang433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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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학교장

전 호 신

도를 하는 학년부장, 용인 수지중학교 교감으로 교육 일선

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교육자

로서 동남아 한인 2세 교육에 남다른 비전을 갖고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저소득계층과 개발도상국

에 살고 있는 한인 2세들에게 선진 교육 기회를 전해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항상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직원, 순수한 학구열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

다.

A 저는 공주사범대 프랑스어과와 서울대 사범대 교육대

학원을 졸업한 교육전문가로서 29년을 오로지 교육 현장

에서 살아 온 교육자입니다. 수원여고에서는 대입 진학지

인터뷰 이사람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해외 한국학교의 가장 모범이 되는 학교

로,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최고의 명문학교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 지난 30년 간 인도네시

아 교민사회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힘차게 성장해 온 JIKS는 이제 외적 성장과 더불어 알차게 영글어 

가는 내적 성숙을 향한 돛을 달기 시작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JIKS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신뢰받는 학교, 진정한 화합을 구

현하려는 JIKS의 부단한 노력은 교민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결실로 이어져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한국국제학교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를 교민사회는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지난 2월 7일, JIKS를 새롭게 이끌어갈  학교장이 취임하였다. ‘한국에서 자카르타에 오기 전 그저 머나먼 

남방의 나라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막상 교육의 열정으로 밝게 빛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떠나온 한

국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한민족으로서의 끈끈한 정을 느꼈다’ 는 신임 전호신 학교장.

  한인뉴스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한국국제학교로 성장한 JIKS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JIKS  전호신 신임 학교장을 만나 JIKS의 오늘과 내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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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신, JIKS 교장

을 지닌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며, 저 스스로

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상 인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12학

년 수험생들을 직접 돌보며 격려하고, 항상 스스로 발전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Q 한인사회에서 JIKS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JIKS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로 취임하신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궁금해 하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A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극복,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바람직한 인성지도’와 ‘학력 신장’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성 지도’란 전인적 인간화 교육을 더욱 내

실 있게 다져 참다운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JIKS의 학

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항상 더 인간답고, 더 인도적

인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

니다. 이를 위해 더욱 선진화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학교 본연의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력 신장’은 우리 JIKS 학생들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학생, 학부모님들의 몸은 타국에 있지만 학

업에 대한 기대와 열정은 한국의 학생, 학부모보다 훨씬 더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앞으로 세계무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우리 학생들이 탁월한 실력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JIKS는 한국과 달리 한 분의 학교장이 초,중,고를 총

괄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초,중,고가 체

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보

다 더 다양하고 폭 넓은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A 사실은 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

등학교 교육 경험은 있지만 초등학교 경험은 초등학교 졸

업만 해봤지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

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적응하는 것이 제일 힘이 듭니다.(웃

음) 또 조회할 때 보면 초,중,고가 서로 달라서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응이 되고, 

인도네시아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도전, 초,중,고 특수성

에 대한 도전, 이 학교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도전, 그런 

도전들로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그렇습니다. 초,중,고를 다 

총괄해 본 이곳의 다양한 경험들이 차후 학생들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정

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외국에 살다 보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것이 자

기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인 감각만 강조하다가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한 국제적 미

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A JIKS는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한국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각 반마다 태극기

와 인도네시아기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

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태극기 그리기를 했습니

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을 위하

여 살아갈 수 있는 학생으로 기를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회 때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것을 항상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세계 10위

의 경제 대국을 만들기 위해 피땀 흘렸던 아버지 세대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라 부모가 되

었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부모로 얘

기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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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

면 학생들에게 큰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파악

함으로써 좀더 객관적인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이

며, 또한 두 나라의 우호 관계 증진에 있어서 중추적인 가

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학교장은 학생 교육 이외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키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도 학생들의 감성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현재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

과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간혹 부모님들도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모든 것

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저는 교민사회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

민사회에서 학교와 연관이 되지 않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의 양심을 갖고 늘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른 국제학교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

어 한 과목만의 비교 우위 때문에 일부 특정학교의 경우에

는 JIKS보다 6배 이상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는 영어만을 위해서 과연 그만한 지불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내실 있는 영어교육을 위해 ‘방과 후 특별학습교

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동적

인 학습방식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의 양방향 

수업을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이 입시와 관련 

없는 시기에는 free talking 수업을 우선할 예정입니다. 저

희 영어담당 선생님들과 원어민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흥

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업 주제와 과제 선정 등에 대한 브

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외국에 살면서 한국어 능력 향상은 영어보다 더 절

실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

자 교육을 중시하겠습니다. 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이 한자

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교장 선생님의 역할은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계신 교사들께서 한국처럼 방학동안 연수

를 갖거나 refresh 할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

외된 분위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네 맞습니다. 잘 먹어야 학습 능력이 배가 되듯이 공부

하는 시기에는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혹 아침도 거

르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서 매일 학교 매점과 식당에 들러 청결한 위생과 학생들이 

먹을 반찬 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인간의 지성보다 

감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초등학생들의 감

성을 키워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초등학교 교내 현관에 수족관 두 개를 새로 설치하였

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푸른 수족관에서 마음껏 노니는 물

고기들을 보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업 우선으로 자칫 메말라 갈 수 있는 학생들의 감

성을 풍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활동하는 사진을 파노라마로 찍어 복

도에 전시해 놓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사진을 보며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즐겨 찾게 되고, 이러한 작은 행복들

이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의 공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손으로 먹이를 주며 동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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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신, JIKS 교장

A: 교육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이어야 함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해 주실 것 / 선생

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이해받기 보다는 먼저 이해하시고 / 

존경 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고 위해 주며 / 나보다 그들

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강요보다는 자율을 존중해서 그

들이 스스로 자기 꿈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

양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핵심 과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사들이 더욱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은 매일 교무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열정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쓴 글입니다. 

Q 학교장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는 JIKS 공동

체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지만 아직은 낯선 이곳 인도네시아의 바뀌어진 환경 탓에 

선뜻 판단이 안서 실 때는 어떤 좋은 복안이 있을까요?

A 가끔 판단이 안설 때가 있을 때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

해 한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결코 일상화된 습관으로 판단하지 않으려

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맘이 판단의 최

우선 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 밤늦도록 고3 수

험생들과 씨름하고 늦은 밤에 귀가하다 보니 사랑스러운 

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잘나지가 않네요. 너

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너

무 귀엽고 그래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베풀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을 합니다.

Q 한인사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A JIKS는 한국 교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이끄는 문화

의 공간입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가

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인간적인 

정입니다. 자카르타에서 JIKS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

사인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공공장소로서 인간적인 만남

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JIKS는 학부모로서 자녀들

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함께 나누는 장소이며, 학교 체육

대회를 통해 선후배와 학부모가 서로 땀을 흘리며 친목을 

다지는 곳이며, 인도네시아 문화 탐방을 하며 이국적인 문

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기: 전호신 학교장은 3년 뒤 한국으로 귀국 시 JIKS에 대

해 가졌던 초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한다. 자신에게 

엄격해 매일 아침 일찍 6시 10분에 등교해서 학교 아이들

을 둘러보는 일과를 거르지 않고 있다는 전호신 학교장. 초

심을 잃지 않고 처음으로 교장직분으로 발령 받은 JIKS에서 

신뢰 받는 학교, 진정한 화합을 구현하는 학교를 세워 한인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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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1944년 중반부터 조선인 군속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

고 있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귀국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패망이 임

박하면서 계약조건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더구나 이들을 

귀국시키고자 해도 주변 해역이 연합군의 해군과 공군 세

력으로 포위되어 귀국 수송선을 띄울 방법이 없었다. 그러

자 조선인 군속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반둥, 서마

랑 지역에는 조선인들의 난동과 군기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서부자바 반둥시는 화란군(KNIL) 사령부가 주둔하던 지

역이라 일본군이 진주하면서 자바 지역 내에서는 가장 많

은 포로들이 억류된 곳이다. 반둥을 중심으로 찌마히(Ci-

mahi) 수용소까지 포함하여 총 3만여 명의 연합군이 억류

되어 있었고 이들을 감시할 조선인 군속들도 3백 명 이상

이 배치되어 있었다. 1944년 7월 반둥 분소 소속의 박창

원(朴昶遠)은 지금 헌병대 구금소에 수감되어 영창 10일

의 중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같은 수용소에 배속되어 있

던 유도 5단의 일본인 경부(警部, 지금의 경감직위에 해당

됨)가 평소 민족차별 감정에 치우쳐 수시로 조선인 군속들

을 구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박창원 일행이 의도적으

로 그를 집단 폭행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즈음 자카르타 본소에는 제16군 사령부 참모인 바스키

(馬衫一雄) 중좌가 조선인 군속들을 모두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있었다. 태국에서 일어난 김주석(金周奭) 탈

주사건과 최근 빈발하는 조선인 군속들의 난동사건을 질

책하고 2년으로 만료되는 근무기간을 연장하도록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였다. 바스키 중좌는 원래 경성 조선군사령

부(현 후암동 병무청 자리) 재직 시절 정보장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조선인에 관한 문제라면 자신이 권위자인양 

담당 수용소장인 나까다(中田正之) 중좌를 제쳐놓고 전면

에 나선 것이다. “최근 제군들이 꽤 흥청거리고 다닌다는 

좋지 못한 정보가 있다. 이 중대 시국에 거리를 휩쓸고 다니

면서 술만 퍼 마시고 다니질 않나, 심지어 상관을 폭행하지 

않나, 이게 어디서 나온 버르장머리야! 제군들 조선출신들

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가 우수한데 말이야 여럿이 모

였다 하면 삼인칠당(三人七黨)의 오합지졸(烏合之卒)이

란 말이야. 그래서 제군들의 나라가 일본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 알기나 하나! 이런 중차대한 전쟁시국에 고향으로 돌

아가겠다구? 그게 바로 삼인칠당의 버르장머리란 말이다. 

그러니 잔말 말고 꾹 참고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일

제12부

암바라와(Ambarawa) 의거와 조선인 민회 결성



한인뉴스  29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시동인(一視同仁)’의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최후의 순간

까지 제군들의 임무를 다해 주게.” 이렇게 훈시가 끝나자

마자 군속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든다. “중좌님, 질문 있습

니다. 삼인칠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 일

곱 개의 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그런 고등수

학을 이해 수 없습니다.” “이놈아, 상관에게 모욕을 줄 작

정이냐? 너 같은 놈은 군법회의 감이야!” 바스키 중좌는 

이렇게 말을 돌리고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총총히 퇴장

해 버렸다. 이 질문을 던진 장본인은 도시샤(同志社) 대학

을 다닌 김현재(金賢宰)란 군속이었다. 그는 뒤에 고려독

립청년당 군사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플로레스(Flores) 지역에서 군속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비행장건설을 마친 후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이 섬 

저 섬 표류해 가며 겨우 자바 섬에 도착한 시점은 1944년 

9월경이었다. 사지(死地)를 넘어온 플로레스 귀환자들의 

감정은 극도로 난폭해져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진 

휴가일에는 군 당국이 지정한 식당을 무시하고 아무 장소

에 출입하거나 여자를 끼고 다니면서 일본군들에게 시비

를 걸어 폭행을 행사하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일본인에 대

한 원한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 일본인 위안부가 있는 장

교구락부까지 쳐들어 갔다. 장교용 위안소에는 주로 일본

인 여성과 조선인 여성이 섞여 있었으며 사병용 위안소에

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조선 여성들은 속아

서 군 위안부로 끌려오거나 조선인 브로커들이 돈을 주고 

모집하여 오기도 했던 것이다. 일본당국은 처음에는 제3자

를 통해 위안부들을 모집하였으나 1943년 후반부터는 주

둔군 군정감부가 직접 주관하여 자카르타, 반둥, 뻐까롱안

(Pekalongan), 마걸랑Magelang), 서마랑(Semarang), 본

도워소(Bondowoso) 등지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오지인 동부제도로 보낼 위안부들은 강제 동원되다시피 

하여 할마헤라(Halmahera), 암본(Ambon) 등지로 조선인 

여성들이 다수 끌려 갔다. 일본군 주둔군인 제16군 사령부

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인 자카르타 반뗑 광장(당시 

명칭 ‘캉 호닝 광장’) 주변엔 ‘사꾸라(櫻) 구락부’란 

위안소에 20여 명의 유럽여성이 소속되었고 또 다른 장교

전용 위안소인 ‘테레시아 구락부’에도 12명의 유럽여

성이 기거하였다. 2007년 2월 17일 미국하원 청문회에서 

일본계 마이크 혼다(Mike Honda) 하원의원에 의해 일본 

수상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화란출신 위안부 희생자였던 ‘오헤른’ 

할머니가 증언한 점에서도 이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서마랑 지역엔 화란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억류되

어 있던 탓에 이들 중 일부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동원된 것으로 유명하였다. 실제로 일본군이 가는 곳에는 

오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안소가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다.   

1945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민방위군(TKR)이 창설

된 후 수디르만(Sudirman) 장군은 11월 12일까지 동부자

바 바뉴마스(Banyumas)와 께두(Kedu) 지역을 관할하는 

제5사단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11월 26일엔 서마

랑(Semarang) 방향에서 진격해 오는 화란군과 연합한 영

국군이 암바라와(Ambarawa)를 점령하자 수디르만은 사

단 예하 지휘관들을 마걸랑(Magelang)에 소집하여 암바

라와 탈환작전을 세우게 된다. 서마랑과 암바라와를 잇는 

도로를 먼저 장악한 정부군은 1945년 12월 12일 새벽을 

기하여 암바라와에 대해 총공세를 펴기 시작하였다. 4일

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수디르만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은 

12월 15일 마침내 암바라와를 탈환하였다. 이 전투의 영웅

인 수디르만 장군은 이 직후부터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전신인 국민방위군 총사령관에 정식 취임한다. 1949년 

12월 27일 자로 화란군이 철수하면서 독립전쟁이 종결된 

직후인 1950년 1월, 불과 34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족자

카르타에서 타계하였으니 국민들은 그를 「국군의 아버지

(Bapak TNI)」라 추앙하며 자카르타 중심지 수디르만 가

일본 군정기간 중에 사용되던 군표(軍票). 패전한 일본군은 

수일 내에 연합군이 진주하면 이들에게 모든 물자 재고와 

군표를 넘겨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이전에 차라리 조선

인들에게 양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1,600명의 회원

들이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다량의 물자와 군표를 <조

선인 민회>측에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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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an Sudirman) 입구에 큼직한 그의 동상을 세워놓고 있

다. 이후 인도네시아 전사(戰史)에는 이 전투를 독립전쟁 

기간 중 정부군이 연합군에 대해 개가를 올린 가장 눈부신 

전과로 기록하며「암바라와 전투(Palagan Ambarawa)」

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사의 중요한 사적지인 암

바라와 면은 주변에 3천 미터가 넘는 머르바브 산(Gunung 

Merbabu), 숨빙 산(Gunung Sumbing)으로 둘러 싸여 있

으며 2천 9백 미터 높이의 활화산인 머라삐 산(Gunung 

Merapi)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박성까지 더하여 이곳

의 풍수지리를 상징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활화산 지역에 다수의 조선인들이 발을 들여 놓게 되었으

니 이들은 1944년 3월 부로 연합군 민간인들까지 구금하

는 억류소가 이곳에 6군데나 설치되면서 이들을 감시할 조

선인 군속들이었다. 암바라와 면 북서쪽 10키로 지점에 자

리잡은 수모워노 교육대에서 한 달 예정으로 조선인 군속 

재교육이 거의 끝나가는 12월 20일경 조선인 신경철(申

暻喆)이 암바라와에 나타났다. 그는 황해도 출신으로 도꾜

에 있는 도시샤(同志社) 대학을 나와 동맹통신사 자카르타 

특파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동맹통신사(同盟通信社)라 함

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관영통신사로 후일 부통령이 되

는 아담 말리크(Adam Malik)도 일본 점령시기에 이 통신

사의 자카르타 주재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었다. 신경철

이 암바라와에 불쑥 나타난 목적은 같은 고향친구의 동생

인 문학선(文學善) 군속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문학선은 

이 활에 의해 비밀결사조직의 자카르타 책임자로 내정되

어 있던 참이었다. 문학선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 활과 

임헌근(林憲根)을 대동하고 신경철이 묵고 있는 암바라와 

여관을 찾았다. 신문사 기자 신분으로 국제정세에 누구보

다도 밝고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신경철은 이들과 의기

투합하여 비밀결사 조직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암바라와 면에서 마걸랑(Magelang), 족자카르타(Yog-

yakarta)로 빠지는 방향 우측에 높게 솟은 성당의 뾰족탑

이 서있다. 해발 500미터의 고지대에 자리한 이 마을은 옛

날부터 화란군 주둔지로 이용되었던 관계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암바라와의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성 요셉 성당건물과 부속시설들이 적성국(敵性國) 민간

인들을 구금하는 억류소로 쓰이고 있었으니 그 정식명칭

은 「자바포로수용소 및 억류소 서마랑 분소 제2분견소」

였다. 성당건물 뒤편에 길게 늘어져 있는 건물에는 화란

인 부녀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제1억류소가 있다. 이 제1억

류소는 조선인 군속들이 감시하고 인도네시아 병보(兵補, 

Heiho)들이 군속들을 보조하고 있었다. 이 억류소 맞은 편

에는 위생창고와 무기고가 배치되어 있었다. 1945년 1월 

4일 오후 3시경, 한대의 트럭이 분견소 사무실 앞을 막 떠

나고 있었다. 싱가폴로 전출명령을 받은 조선인 군속 6명

과 조선인 운전사, 그리고 인솔 하사관인 야마자끼(山崎) 

중사(軍曺), 이렇게 총 8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바로 6일 

전 수모워노 교육대 취사장에서 혈서를 쓰며 고려독립청

년당 혈맹당원이 된 손양섭(孫亮燮,24세, 충남)을 비롯하

여 손양섭이 포섭하여 조직당원으로 입당시킨 민영학(閔

泳學, 27세,충북)과 노병한(盧炳漢, 25세,강원)도 포함되

어 있었다. 당 활동을 막 시작하려는 참에 싱가폴로 전출명

령을 받았으니 이들 세 사람의 당원은 분한 마음을 억지로 

삭이며 전출 길에 오른 것이었다. 특히 전날 밤 송별식에서 

과음한 탓도 있지만 민영학은 격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

출하며 거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

았던 일본군 N 상사(曺長)가 자기를 외지로 전출시킨 장본

인일 것이라고 앙심을 품게 된 민영학은 그 N 상사와 결투

라도 한번 벌여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민영학이 좋아하

던 현지인 여성과 이별하여야 하는 아픔도 그의 감정을 더 

출렁이게 했다. 20리 정도 달렸을 때 민영학이 슬그머니 총

부리를 운전석을 향해 겨누자 김인규(金麟奎) 운전사는 지

레 겁을 먹고 갑자기 트럭을 멈춰 세웠다. 바웬(Bawen)면 

메락마띠(Merakmati)라는 마을 근처였다. 사태의 심각성

을 미리 눈치 챈 야마자키 중사는 재빨리 뛰어내려 도망쳐 

버렸다. 이때 손양섭이 “암바라와로 돌아가자!”라고 소

리쳤다. 노병한도 이에 호응하여 김인규를 트럭에서 밀어

내고 운전대를 잡았다. 암바라와로 되돌아온 3명의 당원들

은 “왜놈의 새끼들, 모조리 쏘아 죽이자!”라고 절규하며 

교회 앞에다 트럭을 버리고 유유히 무기고로 걸어 들어갔

다. 경기관총과 소총, 실탄으로 무장한 이들 세 사람은 분

견소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소장용 시보레 승용차를 

탈취하였다. 노병한이 운전대를 잡고 손양섭이 조수석, 민

영학이 뒷자리에 앉았고 그 옆자리에는 탈취한 무기와 실

탄을 가득히 쌓아 놓았다. 성당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만

종(晩種) 시간인 오후 5시인가 보다. 그러나 세 번씩 세 번 

울리는 이 만종이 이 세 사람의 의사(義士)를 위해 울려준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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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타종이 될 줄이야….. 

“왜놈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 손양섭이 또 한번 외쳤

다. 분견소에서 300미터 거리에 있는 분견소장 스즈끼(鈴

木准) 대위의 관사로 들이닥치자 그는 마침 외출을 나가려

던 참이었다. 민영학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스즈끼는 반사

적으로 납짝 엎드렸다. 총탄이 군모(軍帽)만 관통하였다. 

스즈끼 대위가 피격된 줄로 잘못 알고 이들은 다음 장소인 

형무소장과 일본인 납품업자 관사를 차례로 습격하였으나 

모두 부재 중이었다. 역사(驛舍) 쪽으로 이동하여 마침 눈

에 뜨이는 일본인 역장을 향해 발포하였으나 총탄은 빗나

가 철마(鐵馬)의 두꺼운 철판만 두드린 채 메아리로 돌아

왔다. 분견소 사무실에 들이닥쳐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그 안에 있던 납품업자가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일본도를 

차고 있던 형무소장에게도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분견소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총성이 울려 나왔다. 민영학이 왼

쪽다리를 관통 당하여 쓰러졌다. 민영학과 구원(舊怨) 관

계에 있는 N 상사가 쏜 총탄이었다. N 상사는 부산 서면 교

육대 시절부터 민영학의 상사였으며 암바라와로 오기 전 

반둥 수용소에서도 상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손양섭

과 노병한은 민영학을 부축하여 인근 옥수수 밭으로 퇴각

하였다. 민영학은 “나를 놔두고 그냥 가달라.”고 부탁하

며 총구를 자기 가슴에 대고 구둣발로 소총 방아쇠를 걸어 

자결하였다. 동료의 장렬한 죽음을 목격한 손양섭과 노병

한은 분견소 쪽으로 다시 돌아와 위생자재 창고로 은신했

다. 분견소장 스즈끼 대위는 서마랑 분소뿐만 아니라 헌병

대와 보병부대에게 병력지원을 긴급 요청하여 심야에 수

십 명의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밤 중에 진압부대가 일

대를 샅샅이 수색하였다. 날이 밝아 1월 5일 아침, 암바라

와 파출소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사건의 동기가 3명

의 군속들뿐만 아닌 조선인 군속 전체의 불만에서 야기되

었다는 판단을 내린 수사본부는 즉시 모든 조선인 군속들

에게 실탄 휴대를 금지시키고 한 장소에 모아 연금시켜 버

렸다. 우기철이 되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으스스한 밤시

간, 은신해 있던 위생창고에서 나온 손양섭과 노병한은 분

견소를 다시 습격하여 후꾸루(福留) 통역과 시모야마(下

山) 위생병을 살해했다. 운명의 1월 6일이 밝았다. 고려

독립청년당 혈맹당원으로 암바라와 부지부장인 동료 군속 

조규홍(강원 출신, 25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당조직이 들

통이 날까 전전긍긍하며 식당에 들어가 20여명의 동료 군

속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불쑥 손양섭과 

노병한이 이들 앞에 나타났다. 손양섭은 얼굴에 미소마저 

띄며, “여러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할 일을 했

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을 난처하게 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위생창고로 돌아가렵니다. 만약 

총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는 척하며 도망가 주십시요.” 자

결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조규홍에게 담배 한 개피를 청하

여 피우고 나더니 굳은 악수를 나누고 다시 창고로 은신하

였다. 잠시 동안 동료들은 숨을 죽이며 창고 쪽을 응시하였

다. 그런데 창고 문이 삐끔이 열리더니 손양섭이 다시 조규

홍에게 다가 왔다. “ 이 책을 자카르타에 있는 

박승욱(朴勝彧) 동지에게 전해 주게.”하고는 

한 권의 책을 건네 주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니체(Friedrich W. Ni-

etzsche)가 지은 철학 서적이었다. 그는 박승

욱과 충청남도 동향으로 절친한 관계였다. 이

날 오후 3시 반경 위생창고 안에서 고독한 총소

리가 울려 나왔다. 조규홍을 비롯한 동료 군속

들이 달려가 피가 낭자한 손양섭, 노병한의 주

검을 부등켜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일본군 자바 포로수용소 당국이 작성한 공식

문서인 <死沒者 관계사항 처리 열람표>에 의

한 민영학, 손양섭, 노병한에 대한 기록은 다

음과 같다.

암바라와의 상징인 성 요셉 성당

(Gereja Katolik Santo Yusup, Jl. 

A.Sugiyapranta SJ No.56, Ambar-

awa). 손양섭, 민영학, 노병한 3인

은 이 성당 앞에서 그들이 탈취

한 트럭을 버리고 거사를 시작하

여 1945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

지 3일간 12명의 일본군을 사살하

고 모두 자결하였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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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내보(死亡來報) : 1945년 1월 12일

-사망통보   : 1945년 1월 15일

-자살이므로 은상(恩償) 받을 자격 없음

-유골의 처리   : 일본인 묘지에 매장

-사망이유   : 군 인사명령에 의한 말레이 

포로수용소 전속에 불만을 품고 이를 기피하려는 행동

에서 발단됨. 전출 출발 당일 도주하여 이틀간에 걸쳐 

군인, 군속, 일본인, 원주민 등 12명을 사살하고 3명을 

부상시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사망장소   :자바섬 서마랑

-사망월일   :민영학  1945년 1월 5일

                       손양섭  1945년 1월 6일

                      노병한  1945년 1월 6일

-사망구분           :변사 (자살)

이상과 같이 세 명의 조선인 군속에 의한 반란사건은 인근 

머라삐 화산(Gunung Merapi)이 요동치듯 이 작은 마을 암

바라와를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수뇌부에

게는 심대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 헌병대는 제2차 

폭동을 예견하고 ‘요 주의 인물’ 명단에 오른 조선인들

을 자바 헌병대에 분산 감금하고 배후세력을 철저히 캐기 

시작했다. 헌병대가 파악한 사건의 진상은, 전출명령에 대

한 불만과 애정문제 등이 서로 얽히면서 직접적인 동기를 

유발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2년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

구하고 귀국 못하는 불만, 일상적인 차별대우, 민족감정에 

기인한다는 결론은 내고 있었다. 거기에다 일본의 패전이 

임박하자 일본인에 대한 보복 감정과 멸시감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조선의 독립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우

쭐한 생각을 갖게 만든 <카이로 선언>에 언급된 ‘조선의 

독립 보장’ 정보가 널리 유포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

이 되었다.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고려독립청년당」이

라는 조직의 결성은 이들 3명에게 직접적인 활력과 용기를 

불어 넣었던 것이다. 암바라와 의거는 단순한 우발적인 사

건이 아니라 조직에 바탕을 둔 거사의 신호탄이었다는 점

에서 해외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명의 당원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보고를 접한 

고려독립청년당 총령 이 활은 1월 7일 간부 동지들을 소집

하여 암바라와에서 당원 3인이 일으킨 반란을 「고려독립

청년당 제1차 거사」로 규정하고 「제2차 거사」를 계획

하고 있었으니 다름아닌 전호에서 기 기술한 「스미레 마

루호 탈취기도 사건」이었다.

8월 15일 천황의 항복방송이 있었고 8월 17일엔 수까르

노, 핫따가 독립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6군 감

방에 그대로 수감되어 있던 고려독립청년당 사건 수감자 

10명은 8월 하순에 접어들어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

았다. 히로시마에 특수폭탄이 떨어지고 천황이 항복하였

다는 전갈을 간수가 이상문에게 넣어 준 지 3일이 지난 날 

드디어 반응이 나타났다.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던 재

판장 기따(木田庫之助) 대위가 찾아와 수감자 모두를 마

당에 집합시켰다. ”자네들 감사보은(感謝報恩)이라는 말 

잘 알고 있겠지.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 어이, 마쓰오까(李相

汶),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기따 대위는 고려독립청년당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이들의 심경을 탐색해 볼 목적으로 

찾아와 본 것이다. 일본군은 어쩌면 패전 후의 보복을 두려

워했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일본군이 

패전한 이상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고 일본 당

국을 채근한 사람은 다름아닌 히나쓰 에이타로(日夏英太

郞, 한국명 許 泳)라고 하는 조선인이었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육군의 후원을 얻어 1941년 조선에서 「너와 나(君と

僕)」라는 선전영화를 감독하고 자바에 들어와 제16군 선

전부에 배속되어 「Calling Australia」라는 또 한편의 어

용영화를 감독한 후 지금은 「자바 연극연맹」을 이끌고 

있는 꽤나 유명한 연극, 영화 예술인이었다. 조선인 군속들 

사이에서는 히나츠라는 인물은 ‘눈이 부시어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졌고 실제 그가 감독한 「너와 나

(君と僕)」라는 영화를 관람하고 지원병을 자원한 조선인

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따 대위는 3일 후인 8월 26일 재차 구금소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눈부신’ 히나츠 에이타로가 배석

하고 있었다. 기따 대위는 수감자들을 식당에 집합시켜 카

스텔라, 우유, 홍차를 대접하며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들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여러분들을 석방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석방에 앞서 당신들의 신병을 인수할 단체

나 또는 개인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 배석한 히

나츠 군이 주도하여 조직결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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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안다. 그 조직이 결성되면 여러분들을 그 조직에 

인계하도록 하겠다.” 단체 결성을 위해 히나츠는 동맹통

신사 기자 최호진(崔浩鎭)과 군속 대표 1명을 대동하고 제

16군 사령부를 찾아가 자바에 거주하는 군속, 위안부, 간

호원, 부두노무자, 기타 민간인들을 한데 결집할 단체 결성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암바라와 반란사건> 등으로 

조선인 군속들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군사령부는 

난색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허가를 꺼리고 있었다. 히나츠

는 군사령부 직속의 선전부에 소속되어 군정감부를 위해 

연극영화 활동을 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군사령부를 매일 

들락거리며 고려독립청년당 수감자 석방과 단체조직 허가 

문제를 계속 설득하고 나섰다. 머지않아 연합군이 상륙하

면 군정이양을 하여야 하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당초의 강

경방침을 완화하여 군대의 내무규칙과 유사한 회칙을 첨

부하는 조건을 붙여 결국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렇

게 해서 1945년 9월 1일 자로 자카르타에 <재 자바 조선

인 민회> 라는 조직이 탄생하게 되며 이는 인도네시아 땅

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인 친목단체인 셈이다. 이는 아직 

연합군이 자바에 진주하기 직전 통치권 공백상황(Status 

Quo) 하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민회는 자카르타 북부 꼬

따(Kota) 지역의 한쪽 주거지 주택을 여러 채 임차하여 사

무실, 회관, 숙소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일본군정의 수중에 있던 라디오 방송국을 이용하여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선인은 전원 자카르타에 있는 민

회로 집합하라”는 방송을 반복하여 내보내고 있었다. 이 

방송을 듣고 서부자바 및 자카르타 인근 지역으로부터 동

포들이 구름같이 몰려 들었다. 이 민회 단체

야 말로 그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버

팀목이 되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였다. 그리고 9월 5일 상기 민회(民會) 간

부들은 구금되어 있던 고려독립청년당원 

10명의 신병을 인수하여 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부자바 지역의 군속들도 서마

랑(Semarang)에 집결하여 <재 서마랑 조

선인 민회>를 출범시켰다.

총 1,600여 명의 조선인 교민들 중 포로수용소 및 억류소 

감시요원들인 군속 출신이 1,300여 명에 달했고 나머지는 

위안부, 간호원, 항만 노역자 그리고 동맹통신사 기자 등 극

히 소수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회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회원들에게도 숙소를 제공하여 집단생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과 교섭하여 3년 정도는 넉

넉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물자와 군표(軍票)를 확

보하게 되었다. 수일 내로 연합군이 상륙하면 어차피 이 막

대한 재고물자를 연합군에게 넘길 바에야 이 조선인 단체

에 기부하는 것을 일본군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갑자기 

물자가 넘쳐나는 기묘한 이 「해방구역(解放區域)」엔 활

기가 넘쳐 <재 자바 조선인 민회>라는 버젓한 간판도 걸리

고 군속들이 총을 들고 입구에서 보초도 서고 있었다. 조선

어 교실이 개설되어 귀국을 앞둔 동포들에게 모국어도 열

심히 가르쳤고 재봉틀도 장만하여 여성들에게는 양재기술

도 가르쳤다. 「조선인 민보」라고 하는 기관지가 등사판

으로 인쇄되어 매주 배포되었다. 당시 전범색출 문제로 조

선인 출신 군속들의 입지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을 감안하

여 감시원 시절 연합군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종전이 

되어 연합군들의 환심을 사고 있던 김만수(金萬壽)를 제

4대 회장으로 내세워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 보려고 애쓰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무사 귀국에 먹구름이 끼고 있었다. 

상기와 같이 9월 1일 자로 <재 자바 조선인 민회>가 결성

되어 귀국을 열망하는 조선인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수마뜨라 지역에도 전파되자 일본군 제25군이 통

치하고 있던 수마뜨라 지역의 남부도시 빨렘방(Palem-

bang)에도 1945년 10월 18일 자로「빨렘방 조선인회」

1월 4일 거사 당일, 총상을 입은 민영학은 인근 옥수수 밭

으로 들어가 먼저 자결하였다. 사진 왼쪽은 민영학이 자결

한 옥수수 밭 입구이며 오른쪽이 자결한 옥수수 밭이었으

나 현재는 벼가 재배되고 있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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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성되고 있었다. 이들 회원들은 미쓰이(三

井), 미쓰비시(三麥) 계열의 농원담당 회사원 

5명, 포로감시원 64명, 정신대(挺身隊) 출신 

48명, 일반인 48명, 현지출생 아동 7명, 유부녀 

5명, 도피자 5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초대 회장에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지원병으

로 입대하여 일본군 오장(伍長; 하사)으로 제대

한 조경옥(趙敬玉)이 선출되었으며 통역담당에

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미쓰비시 계열의 농업회

사인 「동산농사주식회사」사원이던 강석재(姜

碩宰), 내무담당엔 강석재의 직장 동료들인 수

원 출신의 정규동(鄭圭東)과 춘천 출신의 안상겸

(安相謙), 그리고 광주 출신의 이종남(李鍾南)은 

운전기사로서 인도네시아 행정기관에 대한 섭외를 담당하

였다. 별도의 직책은 없었지만 미쓰이 계열 농업회사 소속

의 신상옥(申尙玉)은 누구보다 조선인회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 조선인회 사무실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김 구(金 

九) 선생의 초상화를 내걸고 있었다.

1946년 4월부터 그렇게도 기다리던 귀국이 시작되었다. 

자카르타 민회에도 3일 뒤부터 승선하라는 통지서가 날아 

들었다. 회원들은 환성을 지르며 급히 신변을 정리하며 고

국의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데 부산하였다. 귀국선

을 타기 직전인 4월 13일 자로 <재 자바 조선인 민회>도 

해산시켰고 군속, 민간인들 모두 천 6백여 명이 일제히 귀

국선에 올랐다. 그 중 군속 출신 천 3백 명은 별도로 다른 

배에 승선하였다. 이들이 딴중 쁘리옥 항을 떠날 때만 해도 

이 같은 분리승선에 대한 저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이었다. 3년 동안의 자바 근무를 마친 조선인 군속들은 선

상에서 단지 멀어져 가는 자바 섬을 바라보며 아쉬운 감회

에 젖을 뿐이었다. “죽은 동료들이 꽤 많았지. 그러나 나

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가는구나. 잘 있거라, 

상하(常夏)의 땅 자바 섬이여, 정든 자바인들이여,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라도 다시 찾아올 날이 있겠지…….” 

이 무렵 고국 조선에서는 남방 각 지역에서 속속 귀국하

는 징용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

여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의 『귀국선』이라는 대중가

요가 가수 이인권에 의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다음 호의 제목은 <제13부 전범으로의 전락과 35년간의 

인권투쟁> 입니다.

☞주요 참고문헌

-조선인 반란/백남철 역, 1981년

-수마트라의 남십자성/강석재, 藝鄕 1995년 4월호

-일본군 위안부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강정숙, 1997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6년

버마 전선에서 탈출한 조선인 위안부들. 이들 중 맨 오른

쪽에 임신상태로 서 있는 여인의 이름은 박영심으로 북

한에 거주하다가 2006년 8월 7일 사망하였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발표하였다.

특별 연재



1)Self Assessment 원칙.

세무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Wajib Pajak (Taxpayer/납세자) 

은 납부해야할 세금을 자신 스스로 계산하고, 자신 스스로 납

부하고, 자신 스스로 보고 한다는 원칙입니다.

매월 SSP 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PPh 25 (Angsuran Pajak)에 

대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그 금액을 스스로 산정한 후 , 

납부하고, 이를 보고하는 경우와 SPT Masa 와 Tahunan 을 

납부 및 보고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2)Withholding Concept.

Self Assessment 원칙과 더불어 어떤 경우에는 세무의무의 

수행이 제 3자에 의해서 강제징수되고, 공제된다는 개념입

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라는 소득이 발생했을시, 제 3 자인 

회사(Pemberi Kerja)가 근로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하

는 개념입니다. 이는 상기 Self Assesment 와 상반되는 개념

입니다. Withholding Concept 개념에 해당하는 세금 종류로

는 PPh 21, 22, 23, 26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PPN 도 마찬

가지입니다.

3)위의 두가지 개념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운

영되는 세무감사 (Periksa/ Audit) 제도가 있습니다.

인니 세법은 10 년 기간내에 있는 세무회계 년도에 대해 세

무감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는 10 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모든 경리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기간이 

5 년으로 단축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행되

면, 다 아시다시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경우가 없기에, 여

러모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곤란하기 마련입니다. 장부 비치

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도 Penalty 가 따르며, 또

한 회계처리상 비용계상을 했을지라도 세법에서 비용 인정

을 안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정정 조치가 내려 지게 되

므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되고, 적게 낸 세금

에 대해서는 각종 Penalty 와 지연 이자까지 부과되므로, 작

은 금액이 결과적으로 몇배 불어나 결국 납세자에게 큰 부담

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합판을 구매하면서 납부한 PPN (예를 들어 50,000,000 로 가

정) 을 Pajak Masukan 으로 정리하여, Kredit 처리를 하였었

는데, 3 년후에 세무감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 감사에서 합

판을 사면서 납부한 PPN 은 본연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거래

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Kredit 처리를 하면 안된다라고 결정

이 내려 졌다면 Wajib Pajak 입장에서는 자연히 50,000,000 를 

납부하지 않은 결과가 될뿐만 아니라, Penalty 100 % 가 더

해진 금액에 지연이자 월 2% (최장 24개월) 까지 부과되면 

50,000,000 이 124,000,000 으로 늘어나게 되어 큰 부담을 느

낄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세법은 상기의 3 가지 개념을 축으로 하여, 운용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여 효율적인 세무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글: 박규영

인니 세법이 운용되는 3 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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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문화탐방

 우선 간단하게 장관님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상업부(Dept.Perdagangan)장관으로 재직한지 2년 5개

월이 되었구요,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의 Think Tank 인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근무했

습니다. CSIS는 주로, 국가정책, 수출경쟁력 및 국제무역 이

슈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연구와 강의를 주로

한 학자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출관련 연구

를 주로 했습니다.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을 연

구, LG도 그 중 하나입니다. LG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전

자산업관련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했었죠. 

 해외에서 오래 공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박사학위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받았고, 학부와 석사는 호주국립대학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전자통신분야에 종사하는 남편과 Ramond(16), Arya(13)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장관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장관이 되었습니까?
이전 정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중국계에 대한 차별을 없

애고, 중국계에 대한 대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오려는 노

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가와티 대통령 시절에는 

차별방지법이 통과되고 음력 설날을 국가 공휴일로 인정

한 것 등을 들 수 있고, 구스두르 대통령은 이전에 금지 

되어있던 중국어와 한자의 사용을 허가했지요. 현 유도요

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내각을 구성할 때 반드시 중

국계 장관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장

관이 될 수 있었겠지요. 이전 내각에도 퀵기안기 장관이 

중국계였고, 이런 것들은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에 대한 인

식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장관이 정계 출신인데, 학계 출신 장관으로서 
내각에서 애로점은 없는지요?
사실상 없습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중에, 

내각의 40%를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있었

습니다. 출신 정당이 없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

지난 3월 15일 인니 상업부와 한인기업인과의
수출증진 간담회가 끝난 후,
한인상공회의소의 송창근 수석부회장과 김육찬 사무
총장은 인도네시아 상업부‘마리’상업부 장관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상업부‘마리’장관
Mari Elka Pangestu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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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산림공원

점이라면 정계출신이 아니어서 업무를 좀 더 프로페셔널

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국

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지지정당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각에서 의견조정

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제도

적 장치로서 조정장관이 있어서 두 장관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향후 2년 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및 무역의 전망은 어
떠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및 수출경쟁력을 저해하

는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 투자 부족, 노동문제

를 포함한 고비용문제등을 들 수 있겠지요. 또 다른 문제

로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나 루피아 환율의 안정 등을 볼 때, 거시경제의 문제는 많

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 외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데 주력하면 중장기적인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가면서 경제를 안정 시켜나가면 미래는 밝을 것 같

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인 중국, 베트

남이 고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

문에, 오히려 인도네시아로서는 세계 시장에의 좋은 기회

가 열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삶의 철학이 있다면요?
철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장관이 된 목적은 소위 말하는 

과도기 세대(Transition generation)의 일원으로서, 보다 열린

사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법과 제도 등을 

정비, 확립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 결과로 오년, 십년 후에는 민주주의가 보다 굳건

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철학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20:80 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의 80% 에너지를 상위 20%의 주요 문제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관님을 만난 후에 매우 친절하고, 편
안하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어떤 면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칭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정부(관료)출신

이 아니라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둔적이 없습

니다. 철학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제가 연구자 

출신이다 보니 질문하고 경청하고 다른 사람을 알고자 연

구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 외에 해외에서 부품
을 많이 수입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또는 한국
에서 매우 발전한 IT 산업과 같은 산업들에 대한 혜택
은 없는지요? 
2007년 정부령 1호에 보면, 첨단산업(Pioneering Industry)에 

조세유인(Tax Incentive)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T산업도 

첨단산업에 포함되겠죠. ICT(정보통신기술)산업에 대해 말

하자면, 몇 달 전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ICT 프

로젝트팀(ICT Task Force)을 설립했습니다. 저도 그 일원이

구요. ICT 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

로젝트 팀의 목적 중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ICT산

업을 성장시켰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전자 산업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산업이며, 

그런 부문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은 경쟁관계에 있는 걸

로 압니다. 일본과의 경제협정 체결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

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도 그러한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정리: 남지화,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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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는 이쁜 여자가 좋다.
외면보다 내면, 겉치례보다 실속 위주여야한다고 믿던 내가  서비스업에 

십수년째 몸 담고 있는 요즘, 밥도 이쁜 여자, 잘 생긴 남자와 먹고 직원

도 인물 위주로 뽑고 있다. 싱가폴 항공사처럼 키, 몸무게, 허리싸이즈로 등

용하는 지경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다.

입사 첫날, 소문난 미용사에게 가서 어울리는 헤어컷을 하고 메이크업 상

담을 받아야한다. 첫 경비는 회사에서 보조해준다. 그 다음엔 사내 미용담

당직원이 추천하는 싸고 잘하는 양장점에 가서 어울리는 정장을 몇벌 맞

춘다. 이건 직원이 투자해야 한다. 키에 어울리는 몸무게에서 벗어나는 사

람은 그날부터 헬스클럽에 등록해야 한다.

일주일에 삼일 이상 출석하면 비용 결산은 회사에서 해준다.

군살 빼기와 더불어 금연, 금주, 건강식 (햄버거, 쵸콜렛이여, 안녕)

왠만큼 기본만 되면 서너달안에 동네 미인대회 입상할 정도로 인물, 몸매

가 나온다. 실적과 실력이면 되지, 왜 외모에까지 회사가 간섭을 하냐고 

신경질내던 직원들, 이때쯤이면 자신의 변신에 스스로 놀라고, 그네들 남편

이나 남자친구들에게 감사의 멜이 날라온다.

이쁘다는 말을 자주 들으니 기가 살아 일도 더 잘하게 된다. 헬쓰클럽 열심

히 다니고 식단에 신경쓰니 건강해져서 병가 낼 일도 없다. 내면을 가꾸듯 

외모도 끊임없이 가꾸어야한다고 오늘도 나는 직원들에게 잔소리한다.

성형한 얼굴, 명품이나 최신 유행으로 전신을 휘감아 자신을 숨기는 치장이 

아니라, 건강미와 안목으로 타고난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애쓰는 그런 

여자와 남자가 

나는 좋다. 잘 

가꾼 외모만큼 

그들은 대인관계

도 탄력있게하

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

실과 자기통제로 

일관된 모습을 보

여주기때문이다.

편집위원

김은미의

WoMaN

PoWeR



한인뉴스  39

웰빙 위해
오랑우탄이 사라져간다 

  

인류의 ‘사촌’ 오랑우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는 25일 야자유(palm oil) 산업 확장으로 열대 우림이 급속도로 파괴

됨에 따라 앞으로 5년 내에 인간과 가장 가깝고도 흥미로운 동물인 오랑우탄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보

도했다.

  오랑우탄은 인간과 96.4%의 유전자(DNA) 일치를 보이는 영장류다. 말레이어에서 유래된 명칭의 뜻이 

‘숲에 사는 사람’이듯이 열대 우림은 오랑우탄의 보금자리다.

  숲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것은 확대 일로에 있는 야자유 플랜테이션(plantation: 대규모 재배 농장).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서구의 식품 가공업자들과 바이오 연료 개발에 앞장서는 유럽연합(EU) 사이에

서 야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장을 짓기 위한 무단 벌목과 방화 등도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자유는 식물성 기름으로 ‘웰빙’을 좇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트랜스 지방 없는 건강한 식단을 위한 필

수 요소로 인식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마가린과 제빵류, 립스틱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값이 저렴하고 재배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EU 선진국들을 필두로 석유와 디젤을 대체할 친환경적

인 바이오연료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넘어설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특히 오랑우탄이 주로 사는 동남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의 우림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

은 2022년까지 두 나라의 자연 우림 지역이 98% 가까이 파괴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전보다 10년이나 단

축된 것이다. 또 위성 관측 결과,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 41곳 중 무려 37곳에서 무단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전세계 야자유 생산량의 83%가량을 점유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시장의 야자

유 수요를 겨냥해 농장 확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영국의 보르네오 오랑우탄 생존재단은 “오랑우탄이 2012년쯤이면 거의 멸종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 서식 공간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은 동물에게는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가디언은 “야자유

는 인간의 윤리적인 라이프스타일 추구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다른 영장류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살아있는 오랑우탄들의 수난도 계속되고 있다.

  생활 터전을 잃고 야자유 재배 농장 주변을 굶주려 떠돌다가 농사를 망치는 ‘해충’ 취급을 당해 학대나 

총살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부 농장들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버금가는 금액을 오랑우탄 한 마리의 

몸값으로 내걸고 총살을 부추기기도 한다. 고아가 된 새끼 오랑우탄들의 비참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보르네오 오랑우탄 생존재단 미셀 데실레 사무총장은 “최후의 오랑우탄이 죽을 때 나는 인류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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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 이야기 5

   높이 솟은 울창한 나무일수록  땅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박고 

있듯 범인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일수록 그 삶의 뿌리를 파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역경이나 아픔

이 서로 엉켜 든든한 뿌리를 이루고 있다. 어쩜 인생이란 기쁨과 

슬픔이라는 씨줄과 날줄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직조물일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과학자 정근모 박사의 삶도 예외는 아니다. 다

만 그가 다른  성공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은 역경 앞

에서 그는 참으로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종류의 묘목에 똑같은  햇빛과 물과 거름이 주어지더

라도 좋은 토양에서 나무가 더 크고 우람하게 자랄 수 있듯 그에

게는 ‘뛰어난 지성’이라는 좋은 토양이 천부적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력을 보고 그를 천재라 부

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51년,  전

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 1회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차

지하게 된다.  그 놀라운 성적으로 경기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경

기고등학교에도 수석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했다. 또  경기고

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대학 검정고시에도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

리고 그 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하였으며 미국 

유학 때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건너뛰고 박사과정에 

들어가 2년 6개월 만에 학위를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일등

코스만을  밟고 살아온 승승장구한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를 모르는 우수한 일등 인생이지만 다른 모든  것까지 완벽히 

채워지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일찍 부모를 여

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어머니

   평소 위가 좋지 않아 병석에 누워계시던 어머니는 그가 국가 고

시를 치르러 가는 날 아침, 아들에게 “네가 전국수석을 하여 신문

에 크게 네 얼굴이 실릴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시고  기력을 다

해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한 모습으로 그가 시험치를 때 쓸 연필을 

정성껏 깎아 주신다. 그는  ‘될성부른 떡잎’으로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어린 정근모는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해 신문에 대자보로 얼굴이 실리게 되는데 어머니는 안타깝게

도 이 기쁜 결과도 보지 못하신 채 국가고시를 치른  다음날 하늘

나라로 가시고 만다. 그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손에 쥐고 어머니

의 묘소를 찾은 어린 정근모와 어버지는 그 기쁨만큼  눈물을 쏟

아야 했다.  뛰어난 아들을 둔 기쁨을 속속히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런 똑똑한  아들을 남겨둔 채 어린 정근모가 중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삶을 마감하신 것이다.  동화 속 주인공처럼 참으로 깨끗한 

삶을 사셨던 어머니를 여인 아픔은 달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어

린 정근모는 자녀를 위해 혼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 인해 

그 외로움을 극복해 갈 수 있었다.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는 어린 

두 동생과 형과 누나, 그리고 아들  정근모를 정성껏  돌보셔서 비

록  어머니가 없지만 남은 식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의 울

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반쪽 행

복도 오래 가지 못했다. 청렴결백 하셨던 아버지는 학교교장선생

님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재직 중 학교에서 한 학생이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성품이 온

화하고 자상했던 아버지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된다. 자신이 학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작가 손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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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

생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이 학교에

서 죽게 되었다는  심한 자책을 느끼신 것이다. 그 후 이 죄책감

으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괴로워 하시면서  조금씩 아버

지는 건강을 잃어가신다.

소년 가장 

   그 일로 무거운 마음의  짐을 홀로 지고 괴로워하셨던  아버

지는 그렇게  서서히 초췌해 가시다가  기어이  뇌출혈을 일으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가 바로 1957년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만이었다.  중학교 시험을 앞두고  운명하신 어머니 그리고 그

가 월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학 입시를 치르기 직전에 세상을 떠

났을 아버지였다. 다행히 총명한 두뇌 때문에  2년을 월반한 덕분

으로  대학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 여하튼  

아버지의 죽음은 더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음을 말할 나위

가 없다.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놀라운 성적에 대해 칭찬할 사람도,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

어 줄 사람도 없는 그 상황은  절망 또 절망이었다! .

  그 당시 그의 큰 누님은 이미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형은 군대에 입대해 있었기 때문에 두 동생을 그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부하면서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가

장의 역할이 순식간에 그에게 남겨진 것이다.  더구나 그의 가족

은 학교 관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관사를  비어 주어야 했는데  대

학교 2학년,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인 그가 가장 노릇을 해

야만 하는 입장은 엄청난 정신적인 부담이었다.  하지만 똑똑하고 

올곧은 성품의 정근모는 주저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기울였다. 다행이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셨

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성금을 모아  집을 한 

채 사주었으므로 주거문제가 해결된 그는  여동생 둘과 함께 새로

운 삶을 시작했다. 당장 먹고 살길이 문제였기에  그는 가정교사생

활을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식모 할머니를 모셔들여 하숙을 시작했

다. 이로써 일단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었기에 그는 더욱 좌절하

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학업에 더 열심을 내었다. 그의 놀라운 성

공은 이런 모진 아픔 위에 싹을 틔운 것이다.

초고속  인생

   부모를 모두 여윈 아픔을 가눌 길 없는 그였지만 타고난 지적능

력으로  학교에서도 늘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이런 그의 

성적은 교수들의 눈에도 금방 띄었다. 그는 행정대학원에서 1년간 

공부한 다음 미시간 주립대학교로부터 유학제의가 들어와 미국으

로 건너가 자격시험을 치른 결과, 40명의 학생 중 수석으로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 후 그 어렵다는 박사과정을 짧은 

시간에 마치고 ‘분자의 구조를 양자역학으로 풀어내는 것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바로  플로리

다대학교의 조교수로 임

명되는데  플로리다주 언

론에서는 그의 교수임용

을 ‘소년교수’라고 일

제히 보도하였다. 그 후  

1967년에 그는 다시 뉴욕

공과대학의 부교수로 임

명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핵융합연구소를 창설, 책

임을 맡게 되었는데  이 

연구소는 나중에 스타워

스로 불리는 우주전략 방

어 SDI의 주 연구소로 부

상하였다. 이곳에서 미국 

원자력위원회와 미국과

학재단의 파격적인 연구지원을 받으며 그는 연구에 전념했다. 그

리고 1971년 2월 16일에 그는 한국으로 날아와  과학 한국의 새로

운 지평을 여는 한국과학원(KAIST) 출범에 동참한다.  이 순간이  

그에게 참으로 벅찬 감격이었던 것은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

험들을 한국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기

쁨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그의  나이 고작 서른 둘이었다. 젊

은 나이에 한국과학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그의 

승승장구하는 삶은 끝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성공을 향해 질

주하는 그의 삶에  발목을 잡는 대 위기가 다시 기다리고 있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자식에게 닥친 병마와 방황

   유학시절 결혼하여 가정적으로도  두 딸과 아들 진후를 두고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던 그에게 시련은 예기치 않게도 아들 

진후의 건강을 통해서 왔다.  1974년 1월  한국과학원을 휴직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간염치료도 중요했지만 좀 쉬고 싶다는 생

각이었다. 그런데 그 해 여름, 열 살 아들 진후에게 전혀 예상치 못

한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진후의 몸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만성 신장염 증세였다.

   정근모박사는 어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하

나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고  버지니아 대학 병원 수술대에  아들

과 나란히 눕는다.  아들의 생명만큼 그에게 소중한 것이 이 세상

에 있었겠는가! 그러나 수술경과는 썩 좋지 않았다. 이물질에 대한 

거부반응을 제어하기 위하여 투여한 약이 아들의 간을 해친 것이

다. 처음에는 황달 증세를 보이더니 흑달로 돌아섰다. 온통 얼굴

이 암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식 받은  신장의 원할 

한 작용을 위해서는 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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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치료를 거듭한 결과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진후는 다시 복학하

게 되나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건강을 되찾느라  동년배들보다 뒤

떨어지게 된 학업문제 등으로 아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져들기 시

작한 것이다. 자신이 병석에 있는 동안 너무나도 변해버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빗나가기 시작했다.  한번은 열흘동안 서너 번이

나 자동차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아들  진후는  세상을 살아가기

가 너무 힘들다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쌓여 침울해했다.  신장 치

료를 위해 계속 복용했던 약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 것이다. 거기

에  설상가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든 현실들이 진후에겐 

뛰어넘을 수없는 거대한 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힘겨워 하던  아들 진후는 결국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

하는데  한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고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진후는 무사했다. 또  한번은 10여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로 차를 몰고 뛰어 들었으나 차가 작은 소나무에 걸려 추

락하지는 않았다. 두 번 다 생명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늘에 있

음을 느낀 순간 이었다고 한다.  자살에 실패한 진후는 도무지 세

상을 살아갈 맛이 나지 않는다고 슬피 울었다. 뛰어난 지성과 사

회적인 탁월한 업적과  명예도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는 아무 

힘도 되지 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아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느끼게  되면서 과학자 정근모박사는 과학세계를 

넘어선 영역의 절대자의 손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렇게 아들의 병마와 방황속에서 아픔을 느끼며 그는 1982년 

7월 한국 전력기술회사 사장직을 맡아 다시 서울에 정착했다. 직

원은 3백명이고 자본금 30억원에 적자가 30억원 정도였던 위태한 

기업을 맡게 된 것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가 24시간

이 아니라 1천 4백 40분으로 미분하여 사용해야 할 만큼 할 일이 

많았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낸 결과 한국 전력 기술 주식회사

는 점점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한 전기학회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1986년 1월, 그는 두 번째로 2년 임기의 한

국 전력 기술 주식회사 사장직을 마치고 다시 미국에서 연구생활

을 시작했다. 다행히 그동안 아들 진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아들 진후의 살아가는 모

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설레는 기

쁨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생활에 한참 젖어 들고 있을 무렵,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엄청난 피해는 도

저히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 유럽에서는 급히 원자력의 안정

성에 관한 국제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는 세계의 원자력 학자들로 

구성된 12인 자문위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회의를 마

친 다음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후가 뇌출혈을 일으켜 중

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동안 써오던 약이 아닌 새

로운 약을 투여하여 내부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한다. 그

런데 이번에도 정근모 박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행히도  진후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정상을 되찾아갔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비되었던 부분

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두통증세도 사라져 갔다.  그리고 아들 진

후는 그 후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여 예쁜 딸과 아들을 낳고  

오순도순 생활해 간다. 진정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근

모박사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성공보다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진후에게 찾아온 이런 평안한 

생활이 계속되지는 못했다. 2001년 1월, 진후는 뜻하지 않은 담석 

수술로 중환자실에 다시 눕게 된다. 그 동안 짧은 삶을 살아오면

서  신장이식, 복막투석, 투석을 위한 혈관수술, 재투석을 위한 수

술, 신장 재이식 등 여섯 번의 큰 수술을 받았던 아들 진후가 다

시 담석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담석수술 후 뇌출혈

을 일으킨 후, 진후는 서른 여섯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아버

지보다 더 먼저 이 땅을 하직하게 된다.  26년 동안이나 신장염을 

앓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어졌던 아들 진후는 죽음을 맞

기 전,  천사를 보았다고 미소지으며 말하고 너무나 평안한 모습

으로 하늘나라로 간다.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이기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

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인간적으로 보

기에는 너무나 큰 환란을 당한 정근모 박사지만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림이 없듯 이런 모진 풍파 앞에서도 그는 초연히 그 모든 것

을 껴안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초연하고 의연한 그의 

정신적인 힘의 근원에는 신앙이라는 커다란 뿌리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신앙으로 다져진 평온하고 온화한 그

를 대하는 사람마다  “과학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

까?“라고 묻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과학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몹시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과학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증명적인 것인데 반해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

는 것이라 과학과 신앙은 부합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생

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말한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때는 관찰, 실험, 논문측정, 조사

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인 태도는 한

계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태도로 사랑, 자유, 우정, 아픔, 고독, 죽

음, 생명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보다 더 높은 서열

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처럼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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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에는 분명히 서열이 있습니다. 가시적 

진리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현대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삼라만상을 원격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

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느끼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

월이 그에게 필요했다.  그가  그 절대자의 손을 인정하고 받아들

이게 된  그 중심에는 아들 진후의 끊임없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

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들 진후의 고통으로 인해 그는 인생

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의  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믿음안에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자 아들의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평안히 맞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많은 역경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을 살

아가는데 뚜렷한 일의 우선순위를 갖고 생활했기 때문이다.  평생

에 그가 지켰던  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 그는 아무리 세상일이 바

쁘고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앞서야 한다고 믿고 주일날은 신앙생활에 전념했다. 

둘째로는 가족에의 책임이다. 가족에 대해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이 가정에 불충실하다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쓰라린 아픔을 준다든지 자식에게 무심한 사람

들이 어떻게 사회에 선

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맡은바 직책

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다. 직장에서 맡은 일

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삶은 과학적인 

업적만을 남긴 것이 아

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

하는데도 앞장섰다. 집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

트 운동을 비롯하여 사

랑의 쌀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등 어려

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이런 그에게 많

은 상이 주어진 것은 당

연한 결과이다.  1998년 

에는 태평양연안 원자력 

회의에서는 국제 원자력상을 수여했고  세계원자력 한림원에서는 

최초로 공로상을 그에게  수여했다. 정근모박사가 이룬 과학적인 

업적은 가히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대단하다. 그러나 세계적으

로 유명한 과학자이지만 그는 자신이 아는 과학의 세계를 전부라

고 생각하고 그 과학의 틀 안에 갇혀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과학

적으로 해석하려는 교만이 아닌 그 과학도 전우주를 움직이는 분

의 손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일부분임을 인정! 하고 겸손한 태도로 

삶을 일관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미시건 주립대학교 이학박사, 

프리스턴 대학교 핵융합연구소 연구원, MIT공대 핵공학과 연구원, 

뉴욕공대 교수, 한국과학원(KAIST)부원장, 한국 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과학기술처(12대, 15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비타트)이사장, 국제 해비타트 이사, 사단법인 기독 

학술교육동역회 이사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회원, 미국 국립공학 

한림원회원, 스웨덴 왕림공학 한림원 회원, 세계원자력 한림원 회

원, 호서대학교 총장 등 그는 범인이 한가지도 따기 어려운 직함

을 이렇게 많이 소유한 탁월한 인물이지만 냉철한 지성인의 모습

에서 볼 수 있는 냉정하고 딱딱한 학자풍 대신  그의 얼굴에는 인

자함과 겸손함이 넘쳐흐른다. 그 겸손함으로 그는 인생의 성공도, 

고난도 모두 절대자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

아가는 진실로 큰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며  나는 글을 쓰는 내내 

정근모박사의 인품에 사로잡혔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

물이 드문 이 세대에,  세계적인 명성과 따뜻한 인품을 함께 소유

한 균형잡힌 지성인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참고문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정근모지음)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

독자의소리를듣습니다.
이메일:alexxba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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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가 맺은 결실

인도네시아의 보배,
뇨만 누아르따를 살피다 3

손인식(서예가)

사르트르는 “예술은 공중(公衆)에 

대한 어필”이라고 그 전달구조

를 설파했다. 단순한 창작욕구

로 인해 창작된 작품이건 타

인의 감상을 염두에 두고 제

작한 것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가가는 것이 작품이고 보

면 매우 공감이 가는 설파

가 아닐 수 없다. 불특정 다

수 속에는 당연히 언어와 문

화가 다른 이국인들이 포함되

어 있다. 곧 예술은 민족과 언

어, 정체성을 뛰어 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로 활용되는 현장이다. 그 때문에 플라톤은 “예술의 본질이란 사

물과의 유사성이나 일치함 보다는 존재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 진

리”라고 강조했을 것이다. 

  작은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큰 것 또한 흘려버리게 된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생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크나큰 우주의 신비나 신의 섭리를 새삼 

절감하지 않는가. 반둥의 어디쯤에 서면 반둥을 대변하는 역사도 

문화도 인걸도 반둥을 실존케 하는 어떤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혹은 바닷가로 혹은 산으로 크고 길게 출렁거리며 끝 간 데를 모

르게 뻗은 녹색 능선들만 성큼 눈 안에 든다. 누아르따 작품의 상

징이 되어버린 청동 위에 세월 깊게 묵은 색조를 낳게 한, 그렇

게 묵묵히 장엄한 반둥의 풍정을 반둥의 산하 한 구석에서 창조

되는 뇨만의 작품으로 인해 재인식하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

금 우리가 느끼고 있음이다.  

푸르다 못해 깊어 보이는 산야, 깊이를 알 수 없는 황색의 강이 

어찌 반둥만의 빛일까. 뇨만 누아르따 조각 공원의 작업장 뒤편에 

위치한 무성한 숲은 그 빛이 푸르다 못해 깊고, 세찬 폭포 또한 

깊은 황색이다. 깊은 것은 가끔 사람을 아득하게 한다. 그러나 어

느 순간 아득함을 벗겨내고 나면 문득 거기에 오묘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깊은 것이 지닌 진리라 할까. 

독자들께서는 지난 2월호에 도판으로 실린 뇨만의 작품 중 「무

제(Untitled)」와 「은총(Anugreah)」을 기억하실 것으로 안다. 어

떤 느낌을 가졌을지 궁금하다. 보는 이마다 다른 느낌이었을 그 

작품들에 대해 필자 나름의 느낌을 여기에 옮긴다. 

무제는 울안에 갇힌 개 한 마리가 울부짖으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철망을 찢는 모양을 표현한 작품이다. 침략자 또는 독재 정권에게 

자유를 박탈당한 민중의 분노와 상실감이 철망으로 빚은 개의 근

육과 털을 통해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은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라고 하는데 작품의 제목을 「무제」로 붙임

으로서 오히려 감상자에게 내제된 작품의 메시지를 훌륭히 전달

하고 있음도 이 작품이 지니는 하나의 특징일 것이다. 

작품 ‘은총’에서의 그물망은 무한이 내리는 은총과 은총의 실

체를 실감하지 못하는 인간 사이에서 절대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은총의 무한함을 내포하는가 하면 은총이란 느끼지 못하면 곧 흘

러버리는 것이기도 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같은 철망의 이미지이

지만 앞의 작품과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른 온화한 이미지가 물씬

하다. 과연 묘리가 아닌가.

작품 「스트레스(Stress)」를 살펴보자. 현대인의 긴장과 절망이 

엮인 철망으로 인해 인체를 이루는 세포와 실핏줄 숫자만큼이나 

많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극대화, 또는 극소화의 양극화를 

이리 능청스럽게 태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니. 

작품 「악몽(Nightmare)」에서는 침략자들에게 짓밟힌 여체가 변

형된 철 가닥으로 절묘하게 직조되어 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핏빛

의 철 가닥으로 삼엄하게 엮여져 짓밟힌 여인의 절규와 몸서리를 

망연자실로 듣게 하고 있다. 

 열대 나라에 사는 뇨만이 미국에서 만난 겨울 여인을 표현한 작

품 「LA마담(LA Madame)」은 어떤가. 간결과 만연이라는 조형의 

기본적인 원리가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상이 지닌 심리까지 

산뜻하게 드러내는 그 예리함에 소름이 돋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뇨만이 철망 이미지를 들이지 않은 악몽이나 

LA마담과 같은 작품에서까지도 온전히 그물망의 상상력이 동원되

어 있고, 그물망 이미지를 도입하기 전 작품인 「당수도인(Kara-

teka)」과 같은 작품에까지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작품은 작가의 스스로의 물음이요 찾음이다. 필자는 필묵예술가

로서 마음 빛을 붓과 먹으로 맘껏 발산하고 있는가를 늘 묻는다. 

수천 년 이어진 동양예술 재료로서의 필묵이 지닌 이미지와 그 가

치를 스스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찾는다. 세상의 빛을 무한으

로 받아들이는 순정한 화선지 위에 내밀히 지닌 꿈을 치열하게 쏟

아내고 있는가를 물으며 그것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찾는다. 

  그렇다면 감상자에게 있어 작품은 무엇일까. 필자는 작가와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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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물음이다. 그리고 물음에 대한 찾음이

다. 결론적으로 예술 작품은 대화다. 작가와 작품, 작품과 감상자, 

종래에는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서 아주 느리지만 매우 절실하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필자가 살핀 뇨만의 길은 명료하다. 크고 분명한 새 길이다. 그가 

이어내는 길이고 그에게로 뻗은 길이다. 그 길에는 “내가 나 됨

은 스스로 내가 존재함에 있다(我之爲我 自有我在)”고 말한 청

(淸)시대의 석도(石濤)의 화론이 늦가을 서릿발로 매섭게 서려 있

다. 눈보다 차게 서려 있다. 

처음 필자는 뇨만을 향해 억지를 부려보기도 했다. “왕희

지의 법이 내게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에게 나의 법이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말

한 남제(南齊) 때의 장융(張融)을 흉내 내어, 뇨

만에겐 필묵예술이 발산하는 정감이 없음을 탓

했다. 그러나 밝히려 들면 들수록 분명해지는 것

은 뇨만을 향한 긍정이었다. 필자는 뇨만의 유심

과 논리, 무심과 감성을 높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

의 뛰어난 직관에 의해 걸려든 각종 진실(모티프)들

이 그의 의식과 논리로 예술화 되는 것을 박수치기

로 했다. 무심히 형상으로 발효해내고 끊임없이 변

주해내는 실천을 배우기로 했다. 풍토, 예술, 사랑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진한 감동의 몸짓과 이

야기를 무한으로 발산하고 있음을 든든한 배경

으로 삼기로 했다. 

하여 필자가 유심히, 무심히 따져 보면서,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은 것은 뇨만을 통한 자신

이고, 조각을 통한 필묵이다. 뇨만이 불에 달구

고 자르며, 붙이고 깎고 두들겨 형상해놓은 쇳덩

이들을 보면서, 필자가 찍고 튕기며 긋고 맺으면서 

이루는 필묵의 조형을 생각한다. 뇨만의 치열함을 

보면서 필자의 덜 치열한 구석을 찾아내곤 한다. 그

의 천재성과 노력을 떠받치는 압도하는 재료의 양과 노

동력 앞에서 필자 나름의 갈 길을 헤아리고, 작지만 자신

이 일구어온 길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30여년 한길을 다져왔

기에 어쩌면 쌓인 기득권도 조금은 있었던 곳을 홀연히 뒤로

하고, 새 길을 내겠다고 문화가 다른 타국에 붓대를 꽂은 것

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바탕이 다른 벌판에서 주어진 순간

순간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어제가 

아주 그르지는 않다고 자위하기로 했다. 

뇨만은 필자에게 작가 대 작가로서 부러움을 넘어선 감동을 주었

다. 인체의 팔 한쪽을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야 할 만큼 초대

형 작품들이나 많은 숫자의 작품도 그렇거니와, 한 점 한 점 작품

이 지닌 완성도 등 현재의 모든 것이 정말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이 없어 보인다. 어지간히 갖추어지면 더러 게을러지고 행동이 빗

나가며 작품이 외형으로 흐르지 않던가. 그런데 필자가 만난 그

에게서는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갖추어진 여건을 최대

한 활용하되 다른 곳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오직 즐겁게 창작력

을 발산하고 있었다. 

뇨만누아르따와 그의 작품이 타국살이 작가 가슴에 차분히 헤집

고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그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는 

것은 필자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이요 그와 그의 작품이 주는 감

동에 대한 보답일 뿐이다. 그것이 3차례에 걸쳐 뇨만과 그의 작

품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분명한 이유다. 함께 해주신 독자여러분

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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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호수가 있는

Perkampungan Budaya Betawi 
김소연 / JIKS 영어과 교사 

보고 싶은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이 곳 자카르타에 온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여기 오면 많이 돌

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워야지란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정작 여기 오니 적응하기 바빠서 그럴 여

유가 없이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 여기 저기 기웃거리기 좋아하는 나로서는 정말 믿기

지 않는 일이지? 물론 조만간 시간을 내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배워보리라 생각은 늘 하고 있

었지만 말이야. 그러는 와중에 그 첫 테이프를 끊을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단다.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이라는 한인회 단체 소식을 듣게 된 거야. 마침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주관을 하시는데 고맙게도 내

게 그 소식을 주신거야. 나의 반응은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뛸 듯이 기뻤지. 그 자리에서 “정말 가

고 싶어요. 꼭 참석 할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고 그 후부터는 그 날만 기다리며 지냈던 것 같아. 한국

에서도 가끔 내가 한국문화 유적 답사하는 데도 따라다니곤 했었잖니! 한국에서 했던 문화탐방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같을까라는 호기심도 반, 그리고 드디어 나도 인도네시아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는 기회가 생겼다는 설렘 반으로 답사 전날에는 잠도 잘 오지 않더라. 그런 거 있잖니! 여행

가기 전의 설렘 같은 것. 아무리 여행을 자주 다녔어도, 출발 전 설렘은 우리를 늘 들뜨게 하잖아. 이

번에는 나만 그 기분을 느껴서 미안한 마음에 너에게 이렇게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다녀온 느낌을 편

지로 전하려고 해. 그러니 나 혼자만 이 살아있는 설렘을 느꼈다고 너무 질시하진 말아줘.

인도네시아 문화탐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단다. 오전 8시

에 한인회관(Korea Center) 앞에서 모여서 출발하는데, 오시는 분들도 다들 이 프로그램에 자부심

이 굉장한 것 같았어. 차에 오르시면서 “한 달 동안 이 날만 기다렸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걸 보면 

대충 짐작이 가지?

차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구경하게 될 곳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행사 주관자이신 사공경 선생님께

서 해 주셨는데, 그 설명 속에 문화에 대한 선생님의 이해와 열정이 녹아 있어서 저절로 빨려 들어가

게 되더라. 우리가 늘 상투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게 진부한 말이 결

코 아님을 느꼈다고나 할까!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는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사뭇 궁금해지면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만 끊임없이 흘러나오더라. 우리도 

그런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인생의 길을 풍요롭게 갈 텐데 말이야. 이렇게 내가 선

생님의 열정에 감탄하는 동안 어느새 첫 목적지에 도착했어.

 자카르타 문화를 간직한 Perkampungan Budaya Betawi
첫 행선지는 Perkampungan Budaya Betawi 라는 곳이었는데 자카르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

직 0.8%밖에는 완공되지 않은 곳이야.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곳에서 전통 춤으로 우릴 맞아주었

는데 몸놀림이 어찌나 유연하던지 정말 나 같은 몸치는 넋을 잃고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단다. 특히 

손가락을 유연하게 휘면서 허공에서 살짝 살짝 돌리는 모습은 감탄과 함께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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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까움이 없었어. 그 환영의 춤이 끝나고 나서는 안쪽

에 있는 호숫가로 내려갔단다. 여기에 오신지 20년 되시

는 분께서 그동안 살았지만 자카르타에 호수가 있는지 몰

랐다며 놀라워하시는 말을 듣고 나는 또 한 번 어깨가 으

쓱해졌단다. 나는 한 달 만에 이곳에 왔으니 말이야. 너도 

아마 이 호수를 보면 좋아했을 거라고 장담해. 호화롭게 

꾸며진 호수는 아니지만 자연스런 편안함을 주는 호수거

든. 요즘엔 어디를 가나 너무 잘 꾸며놔서 자연을 보고 있

되 뭔가 안타까운 느낌을 주는 곳도 많았잖니? 근데 여기

는 아직까지도 자연스런 호수 그대로인 느낌을 간직하고 

있었단다. 호수를 따라 걸으며 부모님 생각과 네 생각, 그

리고 다른 친구들 생각 그리고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

더라. 역시 물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 주변을 돌아

보게 하는 여유를 주는 것 같아.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사

공경 선생님께서는 ‘못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호수’라

고 표현을 하셨어. 예쁘게 단장되어 있지 않은 호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겉치레를 벗고 자기 자신과 만나게 해주

는 곳이라는 거지.

호수 앞에 앉으면 안경을 벗는다/그리고 크게 숨쉬기 열 

번/ 네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다 …….(중략)……. 

바람이 분다고만 물결이 일지 않음을/ 호수는 나에게 가르

쳐 주었다. -고운기의 호수 중에서-

시간이 많았더라면 호숫가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물을 바

라보고 싶었지만, 나중을 기약하고 

Budaya Betawi 센터 내 투어에 참

가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해야만 했

단다.

원래 자카르타 사람들을 Orang 

Betawi 사람이라고 불렀었다고 하니

까 Betawi는 지금 자카르타의 문화

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관계

로,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전통 주택도 유럽, 중국, 아랍 문

화가 혼합되어 있는 독특함을 나타내고 있단다. 그래서 아

마 네가 보면 네가 생각했던 인도네시아 전통 주택 양식

과 달라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 상당히 서구적이고 현대적

이어서 말이야. 집을 짓는데 쓰이는 나무는 50년 된 나무

를 습지에 묻어두었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야만 나중

에 나무가 휘어지면서 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

문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집을 지을 때 나무에 증기

를 쐬인 후 다음 말린 다음 집을 짓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엔 그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냥 대충 흉내만 내

는 경우가 많아서 나무 마루를 깔아놓고 보면 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하던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퇴

화되고 있는 일면이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지 않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건조하는 이유나 여기서 나

무를 건조하는 이유나 비슷한 걸 보면 사람들은 사는 곳은 

달라도 그래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 전통가옥과 그 주변 정원을 돌면

서 일련의 설명을 들은 후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먹

어보는 기회가 있었단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간식거리와 차

가 준비되어 있었어. 맛은 어땠냐고? 물어보지 마. 마파람

에 게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없어졌단다. 우리가 간식을 먹

는 곳 앞에서는, 또 한국 누룽지 비슷한 찹쌀 누른 것 위에

다가 계란이랑 볶은 마늘 같은 양념을 넣어서 만든 Kerak 

Telor Betawi라는 과자도 있었다. 한 회원 분께서는 나중

에 그 자리를 빌려 직접 누룽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셨어. 

덕분에 나도 고소한 누룽지를 얻어먹을 수 있었지. 인도네

시아 전통 간식거리를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낸 누룽지여

서 그랬을까? 그 맛이 여운이 길게 가더라. 

간식 시간 후에는 근처 엿 만드는 집을 들려서 구경하고 

다시 센터로 돌아와 아쉬운 이별의 전통춤을 끝으로 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단다. 일요일엔 무료로 입장하고 공연

도 볼 수 있다고 해서 다음에도 꼭 다시 한 번 와 보기로 마

음먹었어. 그래서 그 곳 팜플렛도 잘 챙겨서 왔단다. 앞으

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될 테니까 아마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인니 문화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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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자체가 예술임을 가르쳐 준 Rumah Tanah Baru
다음에 간 곳은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자기 센터(Rumah Tanah Baru)였어. 이곳에서는 인

도네시아 최고의 도예가인 위다얀또(F.M Widayanto)의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

데, 이 예술가는 반 고흐와 아판디(Affandi)라는 인도네시아 예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 

가난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을 표현했다고 하는 아판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반 고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선 우선 호기심이 발동하더라. 내가 예술에는 문외한이지만 고흐의 

작품만큼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 두 번째 가는 곳은 내가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단다. 그렇게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동안 어느새 차는 도자기 센터에 도

착했어. 여긴 들어서자마자 내 입에서 탄성이 나오더라. 센터내의 우거진 나무들과 그 사이 사이 

숨겨진 도자기 작품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했단

다. 내 발걸음이 벌써 저만큼 가고 있는데 누군가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먹고 구경하라

고 내 걸음을 붙잡으셨어. 마음은 어서 빨리 도자기 센터를 샅샅이 구경하고 싶었지만, 막상 차

를 마시러 들어가니 그 곳 분위기에 취해 그냥 그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아까 호숫가에서 제대

로 느끼지 못한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 차와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에서 하루 종

일 앉아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겠단 생각이 들었어. 어린 시절 소풍가서 보

물을 찾는 마음으로 다시금 곳곳에 숨겨진 예술작품을 찾아 나섰어. 뜻하지도 않은 곳에 작품들

이 숨겨져 있었단다. 모퉁이 하나를 돌면 그 곳에 작품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도 하나 발견하고, 

마룻바닥에서 하나, 하다못해 세숫대야에서도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단다. 이런 보물 같은 작

품들이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불쑥 불쑥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는 일상생활 자체

가 사실은 예술인데 내가 그걸 너무 무시하고 단조롭게 보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

단다. 화분에 도마뱀 모양의 작품이 놓여 있고, 계단에 나뭇잎이 찍혀져 있고, 화장실 벽에 물고

기가 헤엄치고, 거북이 입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생활 속의 악센트를 더해주고 있는 이곳에

서 있으니까 갑자기 내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면서 반성도 되더라. 어쨌든 나 같은 범인에게

조차 이런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걸 보면 위다얀또는 위대한 예술가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  내

가 이런 상념에 젖어 있을 때 도자기 체험을 하러 간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에 다시금 현실

로 돌아왔단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도자기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곳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지. 예술적으로 잘 꾸며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도자기 체험장이 

나오는데 그 곳에서 나는 흙을 열심히 반죽했단다. 흙은 생명이라는데, 내 손을 거쳐 다른 모습

으로 태어나게 될 도자기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서 사뭇 경건한 마음으로 보낸 체험시간이

었어. 참가한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몇 번 이곳에 다녀가셨는지 내가 보기엔 거의 전문가 수준

으로 만드시더라. 나도 몇 번 이곳에 오면 그 분들처럼 능수능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기대해 봐! 

네가 여기 올 즈음엔 아마 나도 너를 위해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인니 문화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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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체험이 끝나고 나서는 그 곳 식당에서 현지 식으로 점심을 먹었단다. 탐방 중간 중간에 간

식을 계속 먹어서 많이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는 대로 깨끗하게 먹어치웠단다. 아무

래도 나는 인도네시아 음식이 잘 맞나봐! 후식으로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야외의자에 앉아 한가

로운 오후를 즐기다 보니까 어느덧 돌아가는 시간이 된 거야. 뭔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버스에 

올랐는데 도저히 아쉬워서 그냥은 못 가겠는 거 있지! 그래서 출발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얼른 뛰

어나가서 기념으로 생활 자기를 하나 샀어. 결국 몇 분 늦게 차에 올랐는데, 그래도 덕분에 아쉬

운 마음을 기념품에 꼭 꼭 눌러담고 집으로 올 수 있었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오늘 문화탐방에 대한 소감도 얘기하고, 팜플렛에 나와 있는 시들도 낭송

하며 시에 대한 느낌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 이 문화탐방모임은 시가 있는 문화 탐방반

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본 장소의 느낌을 시에 담아서 읽고 나면 그 감정이 더욱 새롭

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단다. 나는 네가 예전에 주었던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읽었단다. 나뿐만 아

니라 오늘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을 걸어서 이 곳, 이 자리, 그

리고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신 것이겠지? 이젠 내가 너에게 그 시의 몇 구절을 다시 적어주

고 싶구나.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 오지 말았어야 했고/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중략)……/ 한번쯤은 꼭 다시 걸어 보고픈 길도 있고/……(중

략)……/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중략)……/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 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

만/……(중략)……/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친구야!  지금은 너는 한국에서 나는 이곳에서 서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너의 길과 나의 길

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겠지? 다시 만나는 교차로가 아마도 자카르타일 것 같지 않니? 

그 때엔 우리 둘이서 같이 인도네시아 문화탐방에 참여해 보도록 하자. 너도 여기서 예쁜 자기 하

나 굽고 가야지.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번에 또 갔다 와서 편지 쓸게. 건강하렴.

살아있는 설렘이 있었던 문화탐방을 다녀와서. 자카르타에서 소연이가

연락처

Perkampungan Budaya Betawi  021-786-2861
Rumah Tanah Baru Wisata Keramik  021-775-7685

인니 문화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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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기한부 고용 계약(PKWT)

노동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하여 법률적인 제한

에도 불구하고 기한부 고용 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PKWT)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다. 특히 많은 노동집약 제조업체들이 오래 동안 지속되

어 온 무기한부 고용 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을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이미 바꿨고 

타 업종에서도 계속 바꾸고 있다.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

하여 PKWTT(무기한부 고용 계약)를 PKWT(기한부 고용 

계약)로 변경하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업체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직원들과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고용 관계 형태를 바꾸

고 있다. 이는 회사의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나, 업체가 도

산하는 경우에 장기 근속한 직원들이 해고금, 주택 및 의

료 수당 배상, 장기 근속금 등 상당한 액수의 법정 권리를 

배상받을 수 없는 사태를 직원들이 왕왕 직접 보면서, 회

사가 정상으로 경영되고 있을 때에 고용 관계 형태 변경

으로 발생하는 큰 액수의 법정 배상금을 일시에 받는 것

이 더 유리하다는 직원들의 생각의 변화에도 변경 동의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이 사용자의 입

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PKWTT 보다는 PKWT가 유리하

나 PKWT는 PKWTT보다 법적으로 제한이 적지 않으므

로 그 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노동법 상의 사용자의 범위

법인, 비법인, 개인, 합명, 합자, 조합, 단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여 지불 혹은 다른 형

태로 일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영리 사업체, 비

영리 사업체, 사회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 운영자

가 있는 단체는 모두 노동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정은 노동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법리상으로는 노동법 준수의 의무가 없으며 노동법 

준수 여부는 사용자인 각 가정의 자의에 달려 있다. 가

정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운전기사 등은 노동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 임금, 년가, 해고 금지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 무기한부 고용 계약

문자 그대로 계약 기한이 없는 고용 계약으로 직원의 

나이가 법정 정년 년령인 55세에 달할 때까지 유효한 

고용 계약이다. 고용 관계를 종결시키려면 직원이 사

망하거나, 자의로 조건이 붙지 않는 사직서를 제출하

거나, 고용관계 종결을 노사간에 직접 혹은 중재를 통

하여 합의하고 이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거나, 노동법원

글 :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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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고용 계약(PKWT)

의 해고 허가 판결을 받거나, 직원의 나이가 55세에 달

하여야만 고용관계 종결이 가능해지는 고용 계약이다. 

생산성이 낮거나 문제가 있는 직원을 사용자의 마음대

로 해고가 불가하여 직원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고용

계약이나 회사의 입장은 그 반대이며, 해고 허가를 받

아 해고 시에도 해고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배상, 장기

근속금 배상 등 사용자에게 적지 않는 부담을 주는 고

용 계약이다. 특히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상품을 생산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직원의 인원을 조

절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는 무기한부 고용 계약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며 고정인건비 부담이 많은 고용 계약이

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중도에 도산

하지 않으면 55세까지는 해고 당할 염려를 별로 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를 누릴 수 있는 근로자에

게 유리한 고용 계약이다.

3. 기한부 고용 계약

 

시한이 있는 고용 계약, 즉, 정한 기한이 차면 고용 계

약이 종결된다고 약정된 고용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은 기한부 고용 계약을 상당히 엄

하게 규정하고 있다.

3.1. 기한부 고용 계약의 특징

3.1.1. 고용 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고용 

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및 장기 근속금 지불 의무가 없다.

3.1.2. 고용 계약서에서 합의한 기한 만료 이전에 사용

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대

한 급여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가 고

용 계약 기한 만료 이번에 사직을 하려는 경우에도 계

약 잔존 기간의 전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1.3. 기한부 고용 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불허한다. 무

기한부 고용 계약에서는 최장 3개월의 견습기간을 허

용하고 있으나 기한부 고용 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3개월은 무기한

부 고용 계약으로 채용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관찰 후, 

3개월이 차기 전에 일단 해고하고, 직원으로 채용이 적

당하다고 평가되면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다시 채용하

면 법리상으로 무리가 없다.

3.2. 기한부 고용 계약 적용 가능 사업장

기한부 고용 계약은 시간적으로 그 존재가 계속성이 

있는 사업장,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제품 생산 활동

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봉제업체, 신발 제조업

체, 전자품 제조업체, 가발 제조업체, 무역업체, 요식

업체등의 사업장에 적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현장 

같은 시한부 사업장, 농장 혹은 양어장처럼 파종 및 추

수 시기가 있는 계절성 사업장, 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상품 생산사업장, 앞으로 존속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험 제품 생산 사업장 등 그 존재 자체가 시

한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법 상 기한부 고용 계약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많

은 사업장이 기한부 고용 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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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한부 고용 계약의 계약 기간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은 사업장의 성질 혹은 근로자

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상이하다.

3.3.1. 1(일)회성 사업장 혹은 임시 사업장

건설 현장 같은 1회성 사업장 혹은 임시 사업장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허용한다. 3년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단축되

어 시공이 조기 달성되는 경우에는 고용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그러나 3년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한 현

장의 공사가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고 공사 기간 연장

으로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기한부 고용 계약 연장이 아닌 기한부 고용 계약 갱

신을 해야 한다. 계약 갱신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이

후 30일이 지난 후에 갱신해야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인정된다. 30일 유예 기간 없이 막 바로 갱신하는 경우

에는 기한부 고용 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

뀐다. 30일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무기한부 고

용 계약으로 바뀌는 것을 피하려면 최초 계약서 내용 

중에 “본 기한부 고용 계약서에는 기한부 고용 계약에 

관한 노동부 장관 결정서 제 KEP.100/MEN/VI/2004 

호의 제3조 6항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기한부 고용 계

약이 만료되면 30일 유예 기간 없이 막 바로 기한부 고

용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는 특별 조항 삽입이 필

요하다.

3.3.2. 계절성 사업장 

계절 혹은 기후와 관계가 밀접한 농장, 양어장 등 1차 

산업장에 파종 혹은 추수 기간을 위한 기한부 고용 계

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위한 기

한부 고용 계약은 불허하며 한 종류의 일에 특정 계

절 동안에 한하여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장에서 1년 내내 고정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불허하며, 파종 혹

은 추수 시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에 추가로 필

요로 하는 인력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계절성 사업장의 기한부 고용 계약은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3.3. 새 상품 혹은 시제품 생산 사업장 

사업장의 통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불허하며 새 상품 혹은 시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에게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남자 정장을 생산하는 봉제공장에서 남자 

정장 이외에 새롭게 가구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 직원

을 채용하는 경우에, 남자 정장을 생산하는 기존 근로

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이 불가하나 가구를 생산하

기 위하여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

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의 기한부 고용 계약은 최초 

최장 1년에,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을 허

용하나 기한부 고용 계약 갱신을 불허한다.

3.3.4. 일용직 고용 계약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일정하지 않는 일을 하며 출

근해야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일용직 고용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일용직 고용 계약 체결 조건은 해

당 근로자가 월 21일 이하 출근하는 자에 한한다. 그러

나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3개월 동안 혹은 3개월 이상 

매월 2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고용 계약

이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시간적

으로나 양적으로 일정하지 않는 일을 하며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으며 월 21일 이하로 근무하는 일용직 고용 

계약은 계약 기간, 연장 혹은 갱신 등 기한부 고용 계

약에 적용되는 일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

는 일용직 고용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명단을 최

초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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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한부 고용 계약 등록 의무 

사용자는 체결된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국에 등록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일용직 고용 계약은 근로자 명단만 등록

하면 된다. 

3.5. 기한부 고용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기한부 고용 계약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하도

록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 이중 언어로 체

결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본이 외국어본에 우선

한다. 

3.6. 기한부 고용 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자

동 변경되는 경우 

3.6.1. 인도네시아어의 라틴 문자(ABC....)로 체결되지 

않은 기한부 고용 계약은 고용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부터 기한부 고용 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자

동으로 바뀐다.   

3.6.2. 계절성 사업장이기는 하나 특정 계절에 한 가지 

종류의 일이 아닌 몇 가지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 기한

부 고용 계약 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 때문에  늘어 

난 추가 일을 수행하지 않고 평소에 하는 일상적인 일

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체결된 기한부 고용 계약은 고

용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한부 고용 계약이 자

동으로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3.6.3. 새 상품 혹은 시제품 생산 사업장에서 최초 기

한부 고용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연장 회수

가 1회를 초과하거나 연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계약 기간, 연장 회수 혹은 연장 기간을 초과하

는 순간부터 기한부 고용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

으로 바뀐다. 

3.6.4. 건설 현장 같은 1회성 사업장 혹은 임시 사업장

에서 최초 기한부 고용 계약서 내용 중에 “본 기한부 

고용 계약서에는 기한부 고용 계약에 관한 노동부 장

관 결정서 제 KEP.100/MEN/VI/2004 호의 제3조 6항

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기한부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30일 유예 기간 없이 막 바로 기한부 고용 계약을 갱

신할 수 있다” 라는 특별 조항을 두지 않고, 최초 기한

부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30일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막 바로 기한부 고용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되는 순간부터 기한부 고용 계약이 자동으로 무기한

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3.7. 결언 

상술한 바와 같이 기한부 고용 계약은 건설 현장 같은 

시한성 사업장, 농장 같은 계절성 사업장, 새 상품 생산 

사업장 혹은 시제품 생산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며, 같

은 종류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은 노동

법상으로는 기한부 고용계약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기한부 고용 계약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업장이 실제적으로는 기한부 고

용 계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 계약

을 지혜롭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 

기한부 고용 계약(PK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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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경상 . 재정 적자에도 끄떡없어

…해외서 자금 흡수해 국제수지 맞춰

기업이나 가정에서 부도가 나는 것은 버는 것보다 빚이 많을 

때다. 빚이 많아서 이자마저 갚지 못할 경우 개인은 신용불량

자가 되고 기업은 부도를 맞는다. 국가라고 다르지 않다. 국민

의 씀씀이가 헤퍼져 빚이 늘어나면 해외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자금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을 구걸

해야 한다. 한국도 불과 9년 전 외환위기라는 치욕을 맛보면

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맸고, 많은 자산이 헐값으로 해외

자본에 넘어갔다. 

1996년 한국은 143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서 국내총

생산(GDP) 대비 4%를 넘어서자 곧바로 다음해 외환위기에 빠

졌다. 이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일 뿐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서

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9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로 볼 

때 태국은 7.9%, 인도네시아는 2.9%를 기록하면서 이들 국가

는 한국보다 먼저 외환위기에 빠져 IMF의 가혹한 처방을 받았

다.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뿐 아니라 스웨덴.핀란

드와 같은 선진국들도 해외 빚 때문에 한국과 유사한 외환위

기를 겪었다. 

하지만 예외인 나라가 있다. 미국은 최근 4년 연속 GDP 대비 경

상수지 적자가 4%를 넘었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는 6.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고성

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미국만 예외인가?

왜 미국만 예외인가

경제 논리상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한

다. 그리고 부족한 만큼의 외자를 수혈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

계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큰 미국만은 외환위기가 발생하

지 않는다. 200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8000억 달러이며 

그동안 쌓인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5조3000억 달러다. 이

는 2005년 말 기준 GDP 12조5000억 달러의 42%에 이른다. 이 

얘기는 미국이 빚을 전부 갚으려면 1년 중 5개월은 생산만 하

고 전혀 소비하지 않아야 갚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올해에도 

80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내년에는 한 해의 절

반인 6개월간 생산만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에도 끄덕 없

는가? 더구나 달러 가치에도 큰 변화가 없다. 바로 이 현상을 규

명하는 것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미래학자인 레스터 서로는 이에 대해 미국이 지나친 소비를 줄

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세계가 1년에 4% 성장한다면, 

미국은 경상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원히 연 3%만 성장해

야 한다. ‘영원히’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영원

히’는 세계 평균보다 매년 1%포인트 적게 성장해도 경상수지 

적자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80년

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경상수지 문제가 치유 불가능의 상태에 돌입하

고 있는데 이를 다른 용어로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한다. 

이상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달러 가치가 지켜지는데

다,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간단

한 답은 미국 이외 국가들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 주

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외환위기에서 탈출했듯이 미국도 끊임없이 해외에서 자

금을 흡수해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자금을 흡수할까? 2004년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 자금 흡수 과정을 ‘신비로운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

포의 균형’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정말 신비로운 것은 미국으

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별다른 정책이나 미국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별시리즈

기사제공: 조규철 / 편집인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의 힘

특별시리즈 : 세계 경제를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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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자진 납세’ 현상

<그림: 신비로운 길의 흐름도>를 보자. 제조업이 약한 미국은 

공산품과 원자재를 대규모로 수입할 때 그 대가로 달러를 지

불한다(기초 자본순환).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은 국가에서는 

달러가 쌓일 것이고, 이들 국가는 이런 여유 달러로 미국의 예

금이나 국채, 그리고 주식을 매수한다. 중동이나 유럽 국가처럼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작은 국가들도 외환보유액을 미국에 투

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자동으로 해

결됨과 동시에 자금까지 풍부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다. 

 

자금이 풍부해진 미국 경제는 과소비를 통해 고성장을 이룬다. 

그리고 일부 자금은 다시 미국 이외 국가의 주식.채권이나 원

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재투자된다(2차 자본순환).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길’이다. 미국 이외 국가나 개인 간의 상거래에서

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제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지

만 부족한 자금을 공산품을 수출한 국가가 대신 갚아 주고 있으

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비롭다. 

를 넘긴다는 것은 엄청난 부채공화국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에는 환율 절상 압력을 넣기도 하고, FTA 

협상에서 보여주듯이 농산물이나 영화시장 개방을 강요한다. 묘

한 것은 대개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대규모로 보유한 미국의 채

권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앞에서는 고개를 떨군다. 

세계 경제 세 가지 장악 비결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균형을 이룬 유럽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

다. 2000년 이후 미국은 연평균 2.6% 성장했지만 선진 유럽연

합(EU) 지역은 1.8%, 일본은 1.7% 성장에 그쳤다. 실업률에서

도 미국은 4.8%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10.6%, 프랑스는 8.9%나 

된다. 같은 기간 중 유가는 3배 올랐고, 미국은 9.11테러를 겪

었고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왜 부채투성이의 미국은 건

재한 것일까? 

첫째 이유는 미국이 여타 국가에 비해 너

무 강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도 강하다. 물론 미

국이 해외에 진 빚, 즉 누적 경상수지 적

자 6조 달러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한다

면 미국은 바로 외환위기에 빠진다. 그러

나 지금 달러는 전 세계 공용 화폐다. 달

러는 남대문 시장뿐 아니라 북한, 태국

의 푸껫, 중국의 오지에서도 자국 화폐

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은 대접을 받는

다. 이를 기축통화 효과, 일명 세뇨리지

(seigniorage) 효과라고 한다.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상거래는 

달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거래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나 많은 통계도 달러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런 현실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달러 가치를 지키는 일

을 우선시하게 만든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대부분 대

량살상무기(WMD)나 원유 때문에 이라크를 공격한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라크가 수출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한 것도 큰 

배경이었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하는 한 달러는 가장 

안전한 통화가 된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율은 매우 높

다. 한국에서는 불과 8년 만에 상장 시중은행 소유권의 70%가 

해외투자가에게 넘어갔다. 일본과 중국도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

정에서 대규모로 해외 자금이 출자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시장 전체의 외

국인 지분보다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얼마나 경이로운(?) 현상인지 현재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시

니어 부시 전 대통령조차 이를 주술(Voodoo) 경제학이라고 평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길이 무너지면 세계는 대재

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국제

자본 흐름의 균형을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대기업이 부도 위기를 맞을 경우 오히려 은행 등 채권단에 큰

소리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빚 독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가 부도가 나면 당신 은행도 안전할 수 없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가로 자금을 빌려주면 자력갱생하겠다고 호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적반하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이 매우 커야 하며 부채도 엄청나야 한다. 부

도가 날 경우 채권단의 타격도 커야 한다. 현재의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올해 말이 되면 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6조 달러

세계 경제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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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시장 전체의 외국인 지분율은 

40%이지만 은행은 70%다. 

이런 현상은 금융기관의 세계화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은행을 매수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계 금융기관을 

경유해 투자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

에서 익숙한 골드먼 삭스, 모건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뿐 아

니라 론스타 등 사모펀드가 바로 은행을 매수하는 해외 자금의 

정체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적은 어디일까. 이에 

대한 통계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이 미국과 달러 가치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근거는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는 미국이다. 모든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는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른다. 이 금융

기관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달러를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한

다. 또한 운용자산도 대부분 기축통화인 달러로 표시된다. 이런 

현상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달러 가치의 급변동은 이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손실

이 아니라 경영상 최대 위협이 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투자가들도 주식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영향권에서 달러 방어의 첨병 역

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금융기관

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둘째 이유다. 

셋째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이 풍

부한 외환보유액을 미국의 국채 등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

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현상이 매우 심한데, 미

국과 환율 전쟁 중인 중국의 경우 미국 국채를 635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2006년 상반기 현재). 또 중동 국가들은 원유 수

출대금인 오일머니를 대부분 유럽계 은행에 예금한다. 그러나 

유럽계 은행은 유럽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오일머니

를 미국의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한다. 지난해 말 기준 7대 원

유 수출국의 해외 증권투자는 3431억 달러나 된다. 결과적으로 

오일머니는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미국의 외환위기를 막아주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 흐름에서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탄생한다. 신비로

운 길을 통해 중동의 원유 수출 대금이 미국 국채 매수에 사용

된 결과, 중동 자금이 미국의 이라크 전비를 일부 대주는 ‘이

상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폭락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세계 경제가 달러를 매개로 미국계 금융기관이라는 네트워

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미국

의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긍정적 의

미로 명칭이 바뀌었다. 미국이 초과 소비한 결과물인 글로벌 유

동성이 미국에서 외환위기를 방어하는 셈이다. 

中 인민은행 총재의 무례

2005년 2월 22일 일부 언론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다변화

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보도가 나가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외환시장은 크게 출렁이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 당

황한 한국은행은 다음날 급히 이를 부인했고 달러 자산 보유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BOK(한국은행) 

쇼크’라고 불린 사건이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고이즈미 당

시 총리가 “외환보유액의 국가별 통화 비중을 다각화해야 한

다”고 언급하자 일본 재무성이 총리의 발언을 즉각 부인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해프닝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력한 달러의 위

상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

건이었다는 점이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한국은행 관계자

의 말 한마디에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가치가 약해진 

것은 역시 누적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너무 많고, 부족한 자금

을 동아시아 특정 국가들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

아 주요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2006년 7월 현재 중국 9411억 달

러, 일본 8719억 달러, 한국 2257억 달러, 대만 2604억 달러 등 

총 2조7192억 달러이고, 4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1000억 

달러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거에 미국의 국채를 내다 

▶세계화의 토대이자 매개체인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달러가 출렁거리면 세계 경제가 들썩거린다.

특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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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미국은 바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이 미국의 외환위기를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수시로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한다. 그러

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가질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압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면 중국은 외환보유

액 중 달러 비중을 줄이겠다고 간접적으로 위협한다. 달러 대

신 금(金)으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미 중국의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 비중은 2004년 82%에서 

현재는 70%대 초반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때

문에 지난해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통화 절상 압력에 대해 ‘당신들이나 

잘하세요’라는 무례한 언사를 했지만 미국은 무대응으로 일

관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 덫에 걸렸나

이런 모순된 상황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조

그만 충격에도 달러 가치가 요동친다. 과거에는 중동 정세가 불

안해지면 안정 통화인 달러 가치가 상승했지만 지금은 거의 영

향이 없거나 때로는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 결과 미국 경제

가 어려워진다면 달러 약세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미국이 17회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미국인

들은 해외자산 투자를 늘렸다. 미국의 투자가들은 BRICs 등 이

머징 마켓, 10여 년의 구조조정 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일본

이나 독일 등 미국 이외 지역으로 투자처를 늘리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동의 오일머니만이 미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인의 해외 투자

가 늘어갈수록 달러 방어는 힘들어진다. 

하지만 현명한(?) 미국 투자가들은 달러를 회피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약 3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해

외 투자자산이 미국으로 회귀할 것인가의 여부가 미국의 운명

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나 미국 최고의 경제 분석가인 스티븐 로치도 달러 약세

에 베팅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다. 국경 없는 자본주의, 다시 말해 자

금 흐름의 세계화가 정착되면서 표면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유

동성을 조정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 투자가들을 통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덫’에 걸린 것이다. 

달러 가치의 안정 여부는 세계 경제의 최대 과제다. 언젠가는 

이 ‘신비로운 길’이 무너질 것이다. 미국은 물론 달러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신비로운 길이 사라질 때 엄청난 혼란

을 겪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기는 몇 번의 조짐을 보인 후 일

순간에 오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당장 위기가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이후라는 긴 그림 속에서 보면 전조 증세

는 벌써 여러 곳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집 사도 괜찮을까

한국뿐 아니라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항상 골칫거리다. 너무 오를 경우 물가를 비롯한 경제에 부담을 

주고 하락할 경우에는 소비가 급속히 줄어든다. 현재 한국은 개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3%로 추산된다. 독일이나 네덜

란드도 70%를 넘었고, 미국도 60%나 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에 싸여 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 베이비붐 세대(1945~1955) 자녀

들의 결혼 적령기 진입 같은 인구구조적 특성, 높은 이혼율과 단독 가구의 증가, 그리고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결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한 수요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택의 평균 건평은 약 2300평방피트(약 64평)다. 프랑스 주택은 평균 946평방피트(26.4평), 독일 932평방피트(26평), 스

페인 917평방피트(25.6평)에 비해 훨씬 크다. 공공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유럽에 비해 미국은 자가 주택을 선호해서다. 자가 

주택 보유 비율은 미국이 전체 가구의 68%나 되지만 프랑스는 54%, 독일은 43%, 그리고 스위스는 30%에 불과하다. 

미국인들은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를 이용해 대부분의 주택은 융자로 구입한다.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의 비율은 

70%를 넘는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수요가 늘어 가격도 상승한다. 

21세기 이후 미국 주택 가격 상승 원인 중 저금리 현상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은행 융자로 평수를 넓히고 새로운 집을 짓고 

있지만,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은 사상 최고 수준인 130%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

럼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금리 또한 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초까지 미국의 주택경기는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소비 감소와 수입 축소로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

서 굳이 미국에 집을 사야 할까. 

세계 경제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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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 칼리만탄

정재훈(자동차분야)

  보르네오 섬이란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보르네오 섬의 정식 명칭이 바로 칼리만탄입

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섬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넓어 도시들도 많이 있지

만 그 중 발릭빠빤은 칼리만탄의 핵심도시로써 대부분의 회사들의 전진기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칼리

만탄에는 석유, 석탄, 원목 등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있고 많은 회사들이 수출과 수입을 위해 발릭빠빤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개발 공사(이하 KIDECO)라는 한국기업이 칼리만탄의 석탄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릭빠빤에서 배를 타고 만(bay)을 건너 남쪽으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가면 KIDECO의 

석탄 광산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태백이나 삼척의 탄광을 생각하며 차를 타고 갔었지만 그 엄청난 크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동차들과 거대한 검은 산에 인도네시아의 힘을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 후진국이라고들 하지만 그들의 엄청난 자원과 세계 4위의 인구를 생각하면 앞으로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

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KIDECO의 관계자의 친절한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 석탄은 매우 질이 좋아 화력도 뛰어나고 노천탄광이라 한국과 달리 땅을 파고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바

로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엄청나게 펼쳐진 탄광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다

고 합니다. 보통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광맥이 펼쳐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규모가 엄청난 만큼 광맥을 찾기도 

KOICA 단원들의 인니 지역보고서

자원의 보고

칼리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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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일은 아니며 지질학자들과 많은 기술자들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광맥을 발견할 수 있고 운도 많이 따

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간곳은 석탄을 실어 나르는 장비들을 보러갔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갱도를 지나가는 열차

는 온데간데없고 엄청난 트럭들이 즐비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자동차구나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이

것은 도무지 자동차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200톤급 트럭을 사용하고 우리가 본 것은 100톤 급으

로 현재 수리중인 장비라고 하셨습니다. 200톤의 경우 사진의 장비보다 가로, 세로 두 배가량 더 크다고 하

니 상상이 되질 안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탄을 채취하면서 지역의 환경이 100%변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석탄을 

채취하면서 산림이 없어지고 깊숙이 채취하는 경우 200m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하나의 거대한 호수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비가 오면 석탄이 씻겨 내려가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고 태양이 강

렬할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도 있어서 일을 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여

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DECO는 채취가 끝난 지역에는 나무를 다시 심는 조림사업을 하고 깊숙한 

채취가 이뤄진 부분에는 호수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 석탄의 고갈이후에도 지역의 경

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골프장건설을 생각하는 등 많은 아이템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KIDECO에서 제공해준 숙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우리의 일터인 발릭빠빤으로 돌아오

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채취된 석탄을 싫고 바다로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큰 배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바지선으로 조금 씩 조금 씩 실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큰 배가 들어올 만큼 강을 

깊이 파더라도 금방 흙이 쌓여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도 더욱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OICA의 봉사활동과 KIDECO의 

경제활동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사업들임을 몸으로 체험하며 남은 기간에 웃는 모습, 건

강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안녕히~~~ 

자연의 보고 칼리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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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나라에 꽃피운 힌두문화

- 발리 우붓(Ubud)에서

  10시간 이상의 야간 버스를 타고 아침에 덴파사르에 도

착하니 오전 7시 경이 되었다. 발리는 우선 특징적인 세 군

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사두아’라는 곳이다. 한국인들

의 신혼여행 코스이기도 한 이곳은 고급 호텔만 있는 곳이

다. 두 번째는 누사두아처럼 해변에 있지만 싼 호텔이나 숙

소가 많은 ‘꾸따-리기안’이라는 곳이다. 나머지 하나는 발

리의 전통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붓(Ubud)’이

라는 곳이었다. 나는 해변보다는 산을 좋아해서 우붓을 먼저 

가보기로 하였다.

  바뚜불란이라는 곳에서 우붓으로 가는 베모(Bemo)로 바꾸

어 타고 우붓의 중심가인 JL. Raya로 향했다. 발리의 중심 도

시인 덴파사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대적 건물들이었지

만 우붓은 달랐다. 많은 사원들이 있고 여자들이 머리에 음

식과 꽃장식이 된 바구니를 이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사원에서는 향냄새가 났다. 덴파사르보다 덜 개발

되었지만 덴파사르보다 훨씬 멋졌다. 그래서 나도 우리 나라

도 덴파사르처럼 남의 것만 모방하지 않고 우붓과 같이 우리

나라만의 것을 잘 보존한다면 훨씬 더 멋져질 것이라는 생

각을 하였다.

    발리는 다른 별명이 “신들의 섬”이라고 한다. 모든 생

활이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시골

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도 아름답고 문이나 작은 공예품들까

지도 솜씨가 뛰어났다. 학교조차도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힌

두 불상이 멋지게 조각된 우붓식 건물이었다. 또한 발리는 계

단식 논으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곳곳에는 계단식 논들이 많

이 있었다. 이 계단식 논은 가장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물이 

닿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붓에서 머물다 보면 자주 마을에서 행해지는 축제에 참배

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남녀 모두 사롱이라는 긴 

천으로 된 치마 비슷한 옷을 입고 여자들은 긴 정장을 입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다. 사원

에는 샤롱을 입어야 입장하기 때문에 나도 사롱을 한 벌 사

서 입었다. 발리의 많은 축제 중에서 장례식 행사는 “발리

문화의 꽃” 이라 하여 발리 문화의 핵심을 볼 수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은 아쉽게도 장례식 행사가 없었

고 우리가 떠난 이후에 장례식 행사가 있다는 투어 모집 광

고를 보았을 뿐이었다.

  엄마와 함께한 

 배낭 여행기   2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에서 전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스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난관을 헤쳐 나가는 

체험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살면

서 이 땅 곳곳을 밟아 보는 경험도 필요하

다. 이 글은  겨울 방학 동안 자바섬, 발리

섬, 동남시아 등을 다녀온 한 중학생의 배

낭 여행기이다. 글 / JIKS 8학년 이태경

소중한 추억이 숨쉬는 발리섬
바롱댄스의 한장면

우붓 근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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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되면 바롱댄스나 레공끌라톤, 께짝댄스라는 것을 공

연하기 때문에 각 도로에서 이 입장권을 판다. 여행 중에 만

난 미국아줌마 ‘SWAN’이 우붓 궁전보다 ‘로터스’라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하는 것이 장식이 훨씬 아름답다고 하여

서 그곳에서 같이 보았다. ‘로터스’라는 레스토랑은 연꽃

이 피는 레스토랑으로 너무나 유명한 곳인데 가격이 싸지 않

았는데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발리사람들의 춤도 좋고 가

물란의 연주 소리도 밤의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렸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농부이면서도 조각가, 음악가, 화가, 무용가라고 

한다. 같이 여행하면서 만난 ‘SWAN’ 아줌마는  나를 무

척 귀여워해 주셨다. 아줌마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지 

3년 정도 되었고 시카코에 사신다고 하셨다. 아줌마는 내년 

쯤에 우리가 사는 자카르타로 오신다고 하셨다. 우리도 아줌

마네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세계여행을 잘 다니시는데 우

리가 다녀온  족자의 “쁘람빠난”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

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셔서 “앙코르와트”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다.

  우붓은 사원이 많아서 사원 투어가 많았는데(고아가자,그눙

까위, 땀박사링 등) 나는 이 사원 투어가 참 지루하였다. 그

래서 사원 투어는 특징적인 곳만 보고 목각으로 유명한 마스

(Mas)라는 곳을 들러서 목각 공예품을 보았다. 쩔루라는 곳

도 은세공으로 유명하다고 하였지만 나는 이미 족자에서 많

은 은제품을 보았기 때문에 이 투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

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사실 자카르타 빠샤라야 백화점 4층

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굳이 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사지는 않았다. 

  

 추억의 장소들

  아주 재미 있는 것은 자카르타에서는 이슬람 신자가 많아

서 돼지고기를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여기는 힌두교를 믿어

서 통돼지 바비큐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점이었다. 어느 

날 산책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몰려 있기에 무슨 일

인가 하고 알아 보았는데 “IBU OKA”라는 통돼지 집에 사

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돼지피로 만들어진 진

짜 순대나 통돼지 바비큐와 밥을 합하여 먹을 수 있었다. 나

도 점심 때마다 이 바비 스페셜을 사와서 집 앞에서 발코니

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일은 정말 즐거

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특히 내가 머물던 숙소는 “뿌리 루

끼산 미술관” 옆에 있어서 전망이 굉장히 좋았다.

  발리의 우붓을 도시를 좋아해서  장기로 머무는 사람이 너

무나 많아서 영어로 된 헌책을 빌려주는 곳도 많았다. 여기서 

1- 2개월 머무르다 비자를 갱신하고 다시 들어오곤 한다는 

곳이다. 내가 특히 좋아한 곳은 축구 연습장 옆에 있는 폰독

뻬짜 도서관이었다. 이곳은 이 나라 목사님이 땅을 기증하고  

자원봉사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는 책을 빌릴 

때 책 보증금으로 20만 루피아 정도를 내면 책을 빌릴 수 있

었다. 기본적으로 3일을 빌리고 6천 루피아를 내는 것이었다. 

발리 테러 희생자 추모비

날이 너무 더우면 투어를 하지 않고 여행기록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었는데 이 기간 중에 내가 소장하지 못한  ‘헤리포터 

시리즈’의 일부를 여기서 발견하여 1, 2, 3 권과 판타지 소

설을 여기서 읽었다. 그래서 도서관 관장님께 “여행 온 것이 

아니라 독서하러 왔다”라는 농담을 듣기도 하였다.

  우붓 시장은 아침이면 활기가 넘친다. 시장에는 과일부터 

각종 음식과 사원에 참배하기 위한 꽃들이 넘쳐 난다. 아침 

시장은 우붓 현지 사람들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아침 이후의 

시장은 관광객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발리의 너무나 아름

다운 나무 조각들이나 돌조각, 등공예 수예품, 각종 바틱이나 

사롱, 발리의 그림들이 시장 가득하게 넘쳐나기 때문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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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국인들이 가격을 흥정하고 물건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침시장을 좋아 해서 자주 나갔는데 정말로 저

렴하였다. 옥수수를 깐꿍과 잘 버무린 “발리니스 케익”이라

는 것도 맛있고 한국의 떡이나 팥빙수 같은 것도 있고 검은 

쌀로 만든 밥도 있어서 아침 시장을 도는 일이 즐거웠다.

  우리는 우붓을 중심으로 놓고 다른 지역은 투어를 이용하

여 짐바란을 찾아갔다. 짐바란 해변은 기대와 다르게 물이 너

무나 맑고 깨끗하고 조용하였다. 밤이 되면 각지에서 몰려드

는 젊은 연인들로 해변이 가득 찬다고 하는데 대낮의 짐바란 

해변은 너무나 고요하였다. 책 한권 가져다가 해가 지도록 읽

고 싶을 정도로 조용하였다. 짐바란 해변에서 우리는 점심으

로 유명하다는 바닷가재 바비큐를 먹었는데 정말 맛이 있었

다. 나는 바닷가재 요리를 처음 먹어 보는 경험을 하였는데 

새우와는 다르게 정말 맛이 좋았다.  짐바란 해변을 구경하

고 꾸따 해변을 갔다.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다. 잠시 해변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놀

다가 다시 나왔는데 가이드 아저씨가 발리 테러 사건으로 숨

진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안내해 주었다. 나도 내려

서 묵념을 올렸다.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

면서 사람의 생명을 좀 더 소중히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

는 생각을 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발리의 우붓........원

래는 3일 정도만 머물려고 하였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붓이 너무 좋아서 며칠을 더 연장해 버린 것이다. 인도네

시아 땅이면서 전혀 인도네시아와 다른 모습을 가진 곳이며 

여느 지방 사람들보다 훨씬 영어도 잘 하던 사람들......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멍키 스트리트(Monkey Street)에서 내 얼

굴로 기어 오르던 원숭이의 촉감이 느껴진다. 

발리의 계단식 논들
사이좋은 원숭이 가족

고요하고 맑은 짐바란 해변의 모습



한인뉴스  63

Maluku, Mutiara Timur
동부의 진주 말루꾸

Selama berabad-abad kepulauan Ambon dan sekitarnya yang 

kaya akan rempah-rempah merupakan satu-satunya sumber 

buah dan biji pala dan cengkeh di dunia. Wilayah ini senantiasa 

diperebutkan oleh bangsa Spanyol, Belanda dan Portugis. Kini, 

sejumlah reruntuhan benteng yang menghiasi pantai-pantainya 

mengingatkan kita akan sejarah perseteruan bangsa-bangsa 

tersebut untuk menguasai kepulauan Ambon.

몇 세기 동안에 걸쳐 암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지역은 향료 정향, 

육두구 등 아주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로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칼 등이 서로 경쟁하며 다투어 

왔었다. 일부 아름다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나라들이 서로 다투어 

인도네시아를 쟁취하려고 경쟁했던 장소이다.

Sekelumit Daya Tarik yang Membuat Semuanya Indah
흥미를 안겨주는 곳이 너무 많다.

Di ibukota propinsi Ambon terdapat Museum Siwalima yang me-

nyajikan latar belakang sejarah dan budaya Maluku. Di Karang 

Panjang dapat dijumpai museum benda-benda peninggalan et-

nografis. Di pinggiran kota, tepatnya di Soya Atas, Anda dapat 

menyaksikan struktur megalitik kuno. Waai, 31 kilometer sebelah 

timur laut dari Ambon, memiliki sebuah kolam keramat yang 

airnya sangat bening dan dihuni oleh sejumlah belut raksasa dan 

ikan gurame. Hewan-hewan tersebut berenang mendekat jika 

dipanggil oleh penjaga kuil setempat. Jumpai masyarakat Naulu 

dengan ikat kepala merah mereka yang khas yang mendiami 

wilayah Maluku Tengah dan tetap setia menjalani tradisi kuno 

mereka.

암본의 수도에는 시와리마 박물관이 있으며, 이 박물관에는 암본의 역사

와 말루꾸 문화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박물관내에는 고대 이들이 사

용했던 유물과 유적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도시 주변의 소야 위의 지

역에서도 오랜 역사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동쪽의 암본 해변으로부터 

31KM정도 떠러진 지역에는 천연의 연못이 있고,이곳에는 아주 큰 메기와 

잉어 등의 물고기 들이 살고 있다.

이 고기 들은 이 지역의 사원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사람이 가끔 신호를 

하면 사원 주위로 고기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나흘루 주민들은 머리

를 빨간 색의 천으로 동여 메어 생활하기 때문에 중부 말루꾸에서 생활 

하고 있음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고,아직도 전통 문화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오면서 즐기고 있다고 한다.

Ritual inisiasi dan Tarian Perang Cakalele merupakan beberapa 

dari ritual unik yang masih mereka jalani. Di desa Sanglia Dol 

dapat dijumpai sebuah tangga megalitik yang menuju arena upa-

cara dimana terdapat sebuah perahu batu besar dengan haluan 

berukir. Perahu ini dipercaya sebagai perahu keramat yang digu-

nakan oleh para leluhur untuk mencapai kepulauan tersebut.

종교적인 행사와 전쟁 춤 Cakalele아직도 이들 스스로가 지켜오고 있는 전

통 문화 행사 중에 하나이다. 상리아돌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종교 예식하

에 행하고 있는 돌로 만든 배와 조각 배 들이 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 조상들이 이와같은 돌로 만든 조각 배를 이용하여 이 섬에 와 닿았

다고 오늘날 까지 신성시 숭배하여 오고 있다.

Benteng Timur
동쪽의 성

Di kepulauan Maluku terdapat sejumlah reruntuhan benteng dari 

masa Perdagangan Rempah di masa silam, yang merentang 

dari pulau Ternate dan Tidore yang kecil di utara hingga Banda. 

이번호에는 33개 지방도시의 소개 중 ‘말루

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의 진주(Mutiara Timur’라고 불리우는 

말루꾸의 스케치를 통해 문화정보를 익히고, 현

지인과의 대화시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안선근 교수와 함께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4    말루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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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rapa diantaranya termasuk Benteng Duurnstede di Saparua, 

Fort Belgica dan Fort Nassau di banda Neira, Concordia dan Hol-

landia di Pulau Lontar dan Fort Revingil di pulau Ai.

말루꾸 섬은 몇 몇개의 성벽이 쌓여 있다. 이는 그 옛날 향료 무역의 일

환으로 만들어졌다. 성벽은 뜨르나떼 섬와 띠도레의 작은 섬 그리고 북쪽

의 반다에 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서 Saparua 지역의 Duurnstede성, 

Fort Belgica,Fort Nassau 등이 Banda Neira, Concordia ,Hollandia 론따르 섬, 

Pulai Ai섬에 Fort Revingil등이 있다.

Museum Rumah Budaya di Banda Neira memamerkan sejumlah 

besar artefak bersejarah dan sebuah gereja di wilayah itu ter-

dapat kuburan dengan batu nisan yang bertuliskan nama-nama 

Belanda dari zaman penjajahan dahulu.

Banda Neira에 주택 박물관 문화는 일부 찬란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 교회의 근처 묘지에는 비석이 있으며,그 비석에는 그 옛날  네덜란드 

식민지배 하의 네덜란드어 자체 이름으로 적혀져 있다.

Di Pulau Halmahera dapat di jumpai Danau Laguna yang dihuni 

oleh buaya-buaya keramat. Menurut kepercayaan setempat, jika 

Anda dapat melihat salah satu dari buaya tersebut maka Anda 

akan memperoleh keberuntungan seumur hidup. Sekitar 5 km di 

luar kotanya,menjulang gunung berapi dengan ketinggian 1.715 

m dan sebuah pohon cengkeh raksasa yang konon telah berusia 

lebih dari 360 tahun. Tidak jauh di lepas pantai Anda dapat 

menyaksikan bangkai-bangkai kapal perang Jepang sisa Perang 

Dunia Pertama yang timbul di atas permikaan air.

할메헤라 섬 Laguna호수에는 신비스러운 악어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 신비스러운 악어를 보게 되면, 

그 악어를 보게된 사람은 평생 축복 받는다고 한다. 도시에서 5Km 정도 

떠러진 곳에는 해발 1.715M의 화산 그리고 360년 이상된 거대 한 고목의 

쯩께 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의 해안 지대에는 일본군이 

한때 전쟁에서 사용하던 폐 상선의 잔재가 있고,아마도 제1차 대전 당시의 

역사를 마치 해면 위를 통해 볼 수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Pada Perang Dunia Kedua yang lalu Pulau Morotai menjadi ajang 

terjadinya sejumlah pertempuran. Secara bergantian, pulau ini 

dijadikan pangkalan udara oleh tentara Sekutu dan kemudian oleh 

tentara Jepang. Sisa peninggalan pesawat terbang dan senapan 

mesin yang telah berkarat dimakan waktu masih banyak dijumpai 

diseluruh pulau ini.

 

2차 세계 대전 당시 Morotai섬은 자주 전쟁을 치렀던 곳이다. 이 섬은 주

로  일본군 군용 헬기장 으로 사용해 왔다. 그때 당시의 헬기의 파편 조각 

및 전쟁의 잔재가 아직도 이 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Matahari, Laut dan Pantai Berpasir
태양, 바다, 그리고 해변

Kepulauan Aru terdiri dari sekitar 25 pulau. Rawa hutan bakau 

dan hutan pinang yang lebat dijadikan habitat bagi berbagai 

jenis kupu-kupu langka dan burung Cendrawasih. Di salah satu 

dari sekian banyak pulau di Banda dapat dijumpai spesies bunga 

angrek yang langka dan dilindungi.

Air yang hangat dan jenih serta arus yang kuat menjanjikan 

pengalaman menyelam yang mengasyikan bagi para pencinta 

olahraga ini. Diperairan ini mereka dapat menikmati keindahan 

dunia bawah laut yang belum tersentuh tangan manusia. Perairan 

disekitar kepulauan kecil di Laut Banda marak dengan kehidupan 

karang serta flora dan fauna laut. Pemandangan yang menawan 

juga menjadikannya tempat yang sempurna untuk melakukan 

olahraga air seperti memancing musiman dan berselancar angina. 

Disekitar Ambon sendiri terdapat 780 jenis ikan yang sudah dapat 

diketahui jenisnya.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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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루꾸

따스하고 맑은 물에는 자연과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의 즐기고 

놀기에 안성 맞춤의 장소이다. 그리고 이 섬의 해안 지대에는 바다 밑의 

해저속의 아름다운 천연의 식물군들이 아직 사람의 손떼가 전혀 묻지 않

은 천연의 자연 그 대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바다 낚시, 원드

서핑 등을 즐길 수 있다. 암본의 주변을 통하여 현재 까지 제시된 어류종

류 만도 약 780여 종류의 바다 고기의 어류 들이 살고 있다. 

Jika ingin menemukan lokasi menyelam dan snorkeling terbaik, 

Anda dapat menjelajahi Pulau Pombo yang dapat dicapai meng-

gunakan perahu dari Tulehu atau Honimua dan didiperairan Nusa 

Laut dan Saparua. Tobelo di Halmahera sangat cocok untuk snor-

keling dan berpiknik. Indung mutiara atau gewang sering dijumpai 

di dasar laut di sekitar Pulau Bobale. Di tempat ini juga terdapat 

sebuah bunker perang peninggalan tentara Jepang yang masih 

dalam keadaan terawat hingga kini.

만일 잠수와 스노클링 등 최고의 장소를 원한신다면, Pombo섬을 돌면서 

돛단 배를 이용 직접 Tulehu 또는 Honimua 그리고 Nusa 해변과 Saparua 

해변에 도착하여 즐겨 놀 수 있다. Tobelo 할메헤라 지역은 스노클링 및 

관광 지역으로서 최고의 명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여기에는 일본군들

이 직접 만들어 사용해 왔던 “Bunker”가 현재까지 이곳에 자연그대르이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ekumpulan Rambut dan Bulu Halus
아름다운 조류 그리고 부드러운 깃털

Flora dan fauna Maluku terdiri dari spesies Asia dan Australia 

karena secara geografis wilayah ini terletak di zona transisi Wal-

lace. Hewan marsupial asli yang dijumpai di sini termasuk tupai 

terbang, kuskus berbulu dan wallaby. Maluku merupakan surga 

bagi para pecinta burung, mengingat di wilayah ini hidup 300 

spesies burung, termasuk 40 jenis cendrawasih, berbagai spesies 

nuri dan crimson lorry.

40여 종이 있다. 예들들자면 여러 종류의 누리 Crimson Lorry등의 종이 

살고 있다.

Daya Tarik Bandar Neira
Neira공항의 매력

Berseberangan dengan Banda Neira, terdapat Gunung Api. Puncak 

gunung ini menyajikan pemandangan samudera yang spektakuler 

yang airnya berwarna biru tua. Lahar dingin yang berasal dari 

letusan terakhir gunung ini di tahun 1980 masih dapat terlihat 

mengalir ke laut. Jika Anda ingin mendaki Gunung Api dianjurkan 

membawa seorang pemandu dan berangkat pagi-pagi sekali.

Neira 공항의 가로 지르자면 아주 쉽게 화산을 접할 수 있다. 화산 정상

에는 순간 아름다운 산의 광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의 물은 아주 

맑고 색깔은 마치 진 초록색 이다. 그리고 화산에서 흩어져 나오는 용암

의 차가운 암석은 1980년대 화산의 푹파로 인해 바다로 흘러 유출 되었

다고 전했다.

만일 당신이 등산을 정 원한신 다면, 등산 안내자를 반드시 한명 특별 선

정하여 가능하면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angan Ketinggalan !
시대에 뒤떠러 지지 말아라

Di bulan Agustus Anda dapat menyaksikan bagian terakhir dari 

perlombaan Yach Darwin-Ambon.

8월에 “Yach Darwin-Ambon” 축제 행사 관람을 절대 놓지지 

마십시요.

Dongeng dan Legenda
역사 깊은 옛 이야기

Bagi masyarakat Ambon, pulau Seram yang merupakan pulau 

terbesar namun kurang dikenal, merupakan wilayah dimana ilmu 

mistik dan sihir masih dipraktekkan hingga kini. Cerita orang 

yang bisa terbang, berubah bentuk dan membunuh dari jarak 

jauh masih terdengar.

암본의 세람 섬은 섬 중에서도 제일 크고 유명한 섬이 지만 그러나 일반

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섬이다. 현재 까지도 이 곳에는 무속신앙과 

샤머니즘 등 종교적 전통 믿음하에 이들 스스로가 신비로운 신통력을 믿

어오고 있다. 사람이 날아 다니기도 하고 변신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을 죽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Berbelanja
쇼핑

Apabila Anda sedang berada di sepanjang jalan Patty dekat Pas-

ar Gotong Royong Ambon, Anda dapat berburu kerajinan indung 

mutiara atau gewang, tenun ikat dari Taimbar dan kapal miniatur 

terbuat dari kawat dan cengkeh.

Patty 그리고 Gotong Royong 암본 시장에는 양식 진주를 쉽게 접할 수 있

고,구할 수도 있으며, 이외에 Taimbar내의 천, 옷감 또는 직접 철과 쯩께

로 만든 작은 모형의 미니 배도 있다.

말루꾸 지역은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으

로서, 이 지역은 정확하게 Wallace 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서 볼 수 있는 희귀동물로는 날아 다니는 다람쥐, Kuskus, Wallaby 등이 있

다. 말루꾸는 조류를 취미로 하는 애호가들의 최고의 지역 이라고 본다.

이 지역에는 약 300여종의 조류가 있다. 그리고 극락조의 종류 만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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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間道, The Departed
    며칠 전에 79번째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

이 있기 전에 친구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여우주연상(헬렌 미렌)과 

남우주연상(포레스트 휘타커)는 알아맞혔는데, 작품상은 Little Miss 

Sunshine이 받게 되지 않

을까 하고 틀린 추측을 했

었지요.  Little Miss Sun-

shine을 예상했던 건, 실

은 제 영화취향을 반영하

는 희망 섞인 응원이었고, 

속으로는 Babel이 수상할 

가능성이 더 많긴 하겠

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Babel처럼 짐짓 심각한체 

하는 영화는 과대평가되

기 쉽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De-

parted가 편집상과 각색상 둘 중 하나라면 몰라도 작품상과 감독상

을 포함한 네 개 부문을 휩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몇 가

지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우선, 잘 만들어져 흥행기록을 세웠던 홍콩영화의 번안물에 작

품상과 감독상을 줄 만큼 아카데미가 자존심을 팽게치리라고는 생

각 못했습니다. 제가 미쳐 몰랐던 것은 대감독 마틴 스코세즈에게 

“여태까지” 한번도 감독상을 주지 않았다는 아카데미의 초조감

이 그만큼이나 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코세즈 감독의 최고의 

작품들은 Taxi Driver와 Ragin Bull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도 입봉 이

래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감독들 중 한 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

다. 이번에도 상을 안주면 다음엔 어떤 영화를 들고 올지 알 수 없

다는 점이 초조감을 더한 것이었을까요. 올해 작품상 후보작들 중에

는 군계일학처럼 두드러지는 수작이 없었다는 사정도 있어서, 아카

데미가 애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밀린 숙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인

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무간도의 무간(無間)은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뜻하는 불교용어로, 무간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18층 지옥 중 가

장 낮은 층의 지옥을 뜻한다고 합니다. The Departed는 ‘사망한 사

람’이라는 뜻이고요. 번안계약의 내용이 그랬었기 때문이었는지, 

The Departed는 헐리우드의 번안물 치고는 원작의 플롯을 상당히 충

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간도가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라면 The Departed는 살아서 고함치고 뛰어다니되 영혼은 ‘죽어버

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두 영화의 차이점은 

사실 그 제목에 다 들어 있는 셈입니다. 무간도에서 폭력조직에 간

자로 투입된 양조위는 그 큰 눈망울과 느릿한 페이스로 뚝뚝 흐르

는 우울함을 전해줍니다. 레

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마

치 성난 우디알렌처럼 짜증

내고, 불안에 떨면서 서성

대지요. 

    무간도는 그런 영화였

습니다. 과거 홍콩 느와르에 

뿌리를 둔 비장미 넘치는, 

과장된 우수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간도를 좋은 영

화이게끔 만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도한 비장감이 용

서받을 수 있는 장르적 전

통, 홍콩이라는 좁고 닫혀진 

무대, 그리고 비겁함과 용기를 동시에 담은 내면연기를 펼칠 수 있는 

양조위와 유덕화라는 두 명의 배우였습니다. 

    The Departed는 완성도가 높은 영화입니다. 완성도가 높다는 표

현이, 제가 이 영화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고, 유일한 찬사이

기도 합니다. 스코세즈 감독은 빌려온 플롯이 주는 제약에도 불구하

박용민의 영화 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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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번안물을 자기만의 색채로 칠하는 데 성공했고, 그 색깔은 Mean 

Street, Taxi Driver, Good Fellas, Gangs of New York 등 여러 편을 거

치면서도 변색치 않았던 그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무간도의 플롯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

가 됩니다. 스코세즈가 보여준 더럽고 비열한 폭력의 세계를 말하려

면 줄거리도 차가운 현실감을 가지는 편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경

찰이 폭력조직의 내부에 그런 식으로 첩자를 둔다는 설정이 홍콩 땅

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오니까 진지하게 강의하는 만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스코세즈의 영화에서,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두 젊은이가 

정반대의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걷는다는 설정은 불필요한 것일 뿐 아

니라, 실은 해롭기도 합니다. 매트 데이먼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는 나이차가 훨씬 더 많이 났어도 좋았고, 둘 중 한사람이 첩자가 아

닌 조직의 배신자였어도 상관없었을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둘이 하

필이면 한 여자에 대한 애정을 공유한다는 설정도 이 영화에서는 감

점요인이 되겠습니다. 

    The Departed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그것이 숙제로 주

어진 원작을 각색한 번안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다

는 말입니다. 오히려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의 알

맹이와 줄거리가 서로 더 멀리 겉도는 영화가 되어버

렸다는 사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거 출연한 스타급 

배우들은 하나같이 잘 어울리는 자리에 캐스팅 되었지

만, The Departed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

크 월버그 한 사람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연기

한 Dignam이라는 인물은 무간도에 없는, 칭찬해줄 만

한 유일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감독의 의도

가 그러했던 듯, 배우들은 다들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잭 니콜슨은. 

    제가 동양인이며, 무간도를 먼저 보았다는 사실까지를 감안해

서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영화팬으로서 무간도가 The 

Departed보다 평점이 높은 영화라는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올

해 아카데미는 정성껏 잘 만들었으되 안어울리는 옷을 걸친 희한한 

영화에게 4개부문 상을 안겨준 것입니다. 어쩌면, 후보작품을 다 볼 

시간조차 없다는 아카데미 회원들 중 다수는 The Departed가 홍콩영

화의 번안물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크게 마음을 쓰

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휴일인 오늘, 시상식 재방송을 하길래 봤습니다. 막상 시상

식을 보니까 The Departed의 수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을 받는 마틴 스코세즈 

본인이 이 작품이 자신의 대표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품이 편집상을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하던 그가, 막상 감독상을 거머쥐자 

많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수상소감을 밝히면서 그가 밝힌 일화처럼, 그는 가는 곳마다, 심

지어 동네 이웃이나 이발소나 가게 점원들로부터도 “이번 만큼은 

꼭 당신이 상을 받아야 할텐데”라는 동정어린 관심표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은 안했지만, 그것이 참 피곤했다는 투였습니다.) 

아마도 아카데미 회원들 대다수가 그런 심정이었던 모양이고, 그래서 

그는 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자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셋이 나와서 펼친 개그는 많은 내막을 짐작케 했습니다. 코폴라와 

스필버그가, 자신들 셋이 시상자로 결정된 이유는 막상 상을 받아

본 감독만이 이 상의 진가를 알 수 있

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루카스

가 머쓱하게, ‘잠간만’ 하

면서 자기는 상을 못받았

다고 합니다. 코폴라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정

정합니다. 이중에서 자

기와 스티븐 둘만 그 

상의 진정한 가치를 안

다고. 루카스는, 자신은 

언제나 상은 받는 것보

다 주는 것이 보람있는 것

으로 여겨왔다고 말합니다. 코

폴라와 스필버그가 이구동성으로 답합

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마틴 스콜세즈한테서 아카데미 7수의 딱지를 떼어주는 장

난기어린 예식이었습니다. 동네잔치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그래

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필이면 The Departed로 상을 받아야 했던 

스콜세즈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좀 안됐긴 하지만, 그 업계에서 그

렇게 한 목소리로 “꼭 챙겨줘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기란 역시 쉬

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 주변의 동정을 받는 일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박용민의 영화 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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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글로벌 스탠더드 될때

까지 경제개혁 

◆포스트 친디아 아시아 新 5龍 / (3) 

인도네시아 `잠재력`을 `현실`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달성할 때까지 계

속해서 개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투자환

경을 불안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마헨드

라 사르자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

관보는 이같이 대답했다.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인도네시아에 투

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그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는 의미다. 

2004년 출범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

권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개혁에 얼

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르자르 차관보는 “이번 정부 들어 

금융 부문 등에서 많은 개혁이 진행돼 

왔다”며 “2005년 기름값이 올라 물가

가 다소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시

경제지표도 계속 안정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

기 성장률이 나아진 것을 봐서도 경제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연간 6%대 이상의 성장세가 가능할 것

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사회 

기반시설 부족이며 이것은 정부도 인정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르자르 차관보는 “1990년

대 후반 경제위기 원인 중 하나도 사회 

기반시설 부족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

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사회 기반시

설 확충을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르자르 차관보는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사회 기반시설과 IT, 석유화학, 자원 

개발 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유망하

다”며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인

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

다”고 밝혔다. 

印尼 전세계 이슬람 지도자 초청..중

동평화 논의 

인도네시아는 다음달 초에 전 세계 이슬

람 지도자들을 초청해 중동 갈등 해소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

타둘 우라마’(NU)의 하심 무자디 의장

은 오는 다음달 2~3 양일간 서부 자바

주(州)에 있는 보고르의 대통령궁에서 

이라크, 이란, 시리아, 요르단,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의 종교 지도자가 참석한 가

운데 이슬람 사제 회담을 개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나흐타둘 우라마는 1926년 자바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가 결성하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민중의 교육 사업 등을 벌여 

왔으며 전국에 3천만 명의 회원을 두

고 있다. 

무자디 의장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으로 

시아-수니파의 분쟁을 부추겼으며 이들 

종파의 갈등은 정치적인 것이지 종교와

는 무관하다고 지적한 뒤 “시아와 수니

파 지도자들의 만남으로 중동지역의 갈

등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안전 불감증` 인도네시아 석 달 새 

대형사고 4회 … 사망 500여 명

`항공기 점검 6개월에 한번도 안 해` 

인도네시아가 ‘안전불감 국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두 

차례의 항공기 추락사고를 포함, 모두 

네 차례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

망자만 500명이 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구나 사고 원인 대부분이 정비 불량이

나 안전수칙 위반 같은 인재(人災)로 드

러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항공기 사고 가능=7일 

오전 14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욕야카르타주 아디 수시프토 공항에 착

륙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가루다 항공 

소속 GA-200기의 사고 원인은 정비 불

량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

다. 이 사고로 8일 오전 현재 23명이 숨

졌으나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승객 누니크 수피드리는 사고 직후 AP통

신 등 외신에 “비행기가 착륙 직전 좌

우로 몹시 흔들렸으며 곧바로 꼬리 부분

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좌석 바로 

앞 천장에서 전기스파크가 발생한 걸로 

봐서 기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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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공전문 잡지인 ‘오리엔트 항공’의 

톰 볼란틴 수석기자는 “인도네시아 항

공사는 6개월에 한 번도 항공기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이 같

은 안전불감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대형 항공기 사고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1월 1일 술라웨시섬 마나도 부근에서 

102명을 태우고 비행하다 실종된 아담에

어 소속 여객기도 최근 1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종합정비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정비 불량으로 바다에 추락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담에어에서 일했던 조종사 술탄 살라

후딘은 사고 직후 “회사는 조종사들이 

정비 불량과 부품 노후 등 문제를 제기

해도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바해에서 승객과 승무원 

638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침몰한 여객선 

‘세노파티’호도 항로 해역에 5m가 넘

는 파도가 일고 있다는 기상예보를 무시

하고 항해를 강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비상=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8일 전날 발생한 

여객기 화재 사건과 관련, 국가안전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전체의 항공 안

전 문제를 총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안전 문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스탠더드&푸어스의 항공산업 애널리스

트 슈코르 유소프는 “정부가 안전 점검

과 함께 국민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6.3 강진…80여명 사망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지역에서 

6일 강진이 발생, 최소한 82명이 숨지고 

수백채의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를 봤다. 

한국 교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인도네

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발표했다.

미국 지질연구소(USGS)는 이날 오전 

10시49분쯤 서부 수마트라주의 주도인 

파당에서 북동쪽으로 50㎞ 떨어진 지하 

33㎞ 지점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

났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지진이 비슷한 규모의 강한 여

진을 동반했으며, 진앙에서 430㎞ 떨어

진 싱가포르에서도 감지돼 도심 건물에

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고 전했

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대변인은 적

어도 8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다쳤

다고 말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의 대변인은 “7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

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은 진앙에 근접한 해안 마을 솔록 지방

으로 솔록의 국영 은행을 포함해 수백채

의 건물이 무너져내리면서 사상자가 속

출했다. 솔록의 병원은 골절상 등 지진

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지진 피해자들로 

넘쳤다. 삼수라힘 솔록 시장은 엘신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피해자는 수백

명이지만 이곳의 시설은 역부족이어서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진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 지역 정부 대변인인 하스룰 필리앙

은 “고립된 지역의 피해자 숫자가 아

직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트진 수디아나 서부 수마트라주 경찰

청장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진앙

은 바투상카르인데 통신이 모두 두절돼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

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

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

진과 쓰나미(지진해일), 화산 폭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일상활동 자제하는 힌두교도의 녜

피 축제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에

서 힌두교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발

리의 힌두교도들이 19일 힌두교도의 녜

피(침묵의 날) 축제를 하루 앞둔 18일 

힌두교의 악마를 상징하는 거대한 인형

을 옮기고 있다. 힌두교도들은 녜피 축

제일인 19일 하루 동안 전기를 포함한 

현대 문명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일상생

활을 자제하는 조용한 하루를 지낸다. 

알카에다 3인자 모하메드 

“9·11테러 내가 기획-지휘했다” 

2001년 9·11테러의 총기획을 맡은 것으

로 알려져 온 할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41·사진)가 9·11테러를 포함해 세계 

각지의 대형 테러 사건을 지휘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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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외신들이 15일 보도했다.

모하메드는 10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에서 비공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미국 국방부는 

14일 그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3인자로 알

려져 온 모하메드는 그동안 9·11테러 

등 여러 주요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진술서에서 “9·11 작전의 처음부

터 끝까지(from A to Z) 모든 책임은 내

게 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을 ‘미

국의 적’으로 표현하며 1993년 이후 미

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31건의 테러 

및 테러 모의를 지휘했다고 인정했다.

그가 책임을 인정한 테러 사건에는 

1993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 

폭탄 테러와 2001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

탄 테러도 포함됐다. 그는 빌 클린턴, 지

미 카터 전 미 대통령과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암살할 계획도 갖고 있었

다고 털어놨다.

베짜타고 즐거운 귀가길 

인도네시아 초등학생들이 30일(현지

시간) 자카르타에서 삼륜자전거택시

인 ‘베짜’(becak)를 타고 집으로 돌

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어린이만 

7,600만 명으로, 어린이 인구가 세계 4위

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하루 미화 2달러도 안되는 수준에서 생

활하고 있고, 5세 이하의 영양실조 아이

들도 200 만명이 넘는다. 

한국 원전기술 印尼수출 타진

우리나라 원자력 첨단기술의 해외 수출

이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016년 원전 상업운전을 

계획 중인 인도네시아의 쿠스마얀토 카

디만 연구기술부 장관을 5~8일 초청, 

김우식 과기부총리와 원자력 공동조정

위원회 상설화를 협의한다고 4일 밝혔

다. 내년 원전 사업자 입찰을 앞둔 카디

만 장관은 평소 한국 원전에 관심이 많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방한에

서 영광 원전과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설계부터 통째로 수

출한 사례가 아직 없으나,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나 관련 기술 분야에선 성

과가 있었다. 원자력연구원은 1월 ‘사

이프러스(CYPRUS)’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성능평가 종합정보시스템

을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판매했고, 

지난해 말 원전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

의 핵심기술도 수출키로 미 전력연구소

와 계약했다. 애초 해외에서 도입한 원

자력기술을 20여년 만에 미국에 역수출

할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증기발생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인지도 역시 높

은 편이다.

그러나 기당 1조원 이상 건설비가 드는 

원전 플랜트를 수출하려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강국들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미 10년 내 20~3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세계 최대의 중

국시장을 놓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중국 원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부품 수출

에 머물러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

리도 원전 종합설계 능력이 있고, 정부

가 원자력기술 수출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만큼 원전기술은 미래

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삼성,3G CDMA시스템 印尼수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신흥 통신시

장’인 인도네시아에 차세대 3G 코드분

할다중접속(CDMA) 시스템을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3G CDMA 시스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6일 인도네시아 제1 민간 통

신사업자인 ‘모바일-8 텔레콤(PT. Mo-

bile-8 Telecom)’사에 총 3억7300만달

러 규모의 CDMA 2000 1X EV-DO 리

비전A(Rev.A) 시스템을 공급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3G CDMA인 EV-

DO Rev.A 교환국 및 기지국 시스템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공급할 예

정이다.

모바일-8 텔레콤은 3G CDMA 서비스를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모

바일-8 텔레콤이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 

자바지역에 CDMA 2000 1X EV-DO 서비

스 구축 1차 사업에 총 1억2000만달러 

규모의 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전국망 사업에도 차세대 3G 

CDMA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삼성전자

는 세계적인 2G 및 3G CDMA 기술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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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디옥 교회       7278 7944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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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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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렌터카/기사클럽
우리 렌터카    081 119 3069
한성 렌터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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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726 4949
법무법인 P.Y.L       527 2422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루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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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K-TV         525 2922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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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       546 0844
우리슈퍼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호텔 맨하튼)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신문, TV
동아 일보          720 6802
조선 일보        315 0815
중앙 일보        914 2155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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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삼성 화재        520 5511
LG 화재        391 3101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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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이드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ZIMMOAH             4786 6502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3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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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리 앤 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17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환전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unting)



인니어 특강BOOKS

애플의 방식
저자 제프리 크루이상크 | 역자 정준희 | 출판사 더난출판사  

  

애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얻은 비즈니스의 귀중한 교훈! 

기업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아이팟으로 전 세계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한 ‘애플’의 화려한 성공 뒤에도 수많은 좌절과 아픔이 있었다. 그

러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PC 산업의 전설

로 자리매김하였다. 유독 실패의 위험이 많다는 IT 분야에서 실패를 재도약

의 기회로 삶은 애플의 비결은 정확히 무엇일까? 

『애플의 방식』은 애플이 앞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각종 경영원

칙들과 놀라운 비밀들을 제시한다. 일관성 유지, 미래 발견, 놀라운 디자

인, 가보 유지, 지지자들과의 돈독한 관계, 약속 엄수, 컬트 구축, 색다른 

판매 유통, 쿨한 영향력, 악당 매도, 리더 정비, 미래 창조 등 12가지 경

영교훈을 설명한다. 

특히 여기에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 세련된 

디자인과 포장, 생산적인 기업 문화’ 등 애플의 핵심전략 4가지가 담

겨 있다. 이들 교훈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 있으면

서 비즈니스 현실에 반영되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여 애플의 실패와 성공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리

더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애플이 기술기업이기는 하지만 애들의 성공과 실패담은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CEO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전달할 것이다. 

아이러브 유   
     저자 이미나 | 출판사 갤리온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 

2백만 명의 사랑을 받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저자 이미나의 『I Love You』.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 

앞에서 순수해지는 사람들의 눈물 나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그들의 50여 가지의 에피소

드와 30여 가지의 독백은 ‘멜로드라마’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 책은 서른두 살의 여자 동희가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통화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

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동희가 사랑하는 남자 성재, 성재가 그리워하는 여자 정은, 동희를 사

랑하지만 친구로 남기로 한 남자 동욱, 동욱을 사랑하는 남자 승민 등이 등장하여 마음 속에 품어

놓고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자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들의 독백은 상대에게 전해지지 못한 것

이기에 애틋하다. 

저자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소통에 관한 이야기와 불완전한 소통을 극복하고 사랑

을 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그들이 서로 엇갈리는 이유와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풀어나가고 있다. 마치 드라마 세트장을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일러스트가 보는 재미도 선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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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이장과 군수 

 

어린 시절 반장을 도맡아 하던 시골노총각 춘삼과 만년 부반장만 하던 친구 대규가 20년 후 

이장과 군수라는 뒤바뀐 운명으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딴지대결을 그린 코미디.

노총각 조춘삼, 얼떨결에 최연소 이장으로 전격 선출되다 !

평화롭고 한적한 충청도 산골마을 강덕군 산촌 2리. 마을 단합대회를 열던 날, 

마을 이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산촌 2리는 새로운 이장을 뽑게 된

다. 이번엔 젊은 놈으로 이장을 시키라는 마을 최고어른의 말씀에 따라 자신

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독후보로 나서게 된 산촌 2리 대표 노총각 조춘삼

(차승원 분)은 얼떨결에 초고속, 최연소 이장으로 전격 선출된다.

만년 부반장 노대규, 군수로 인생역전 하여 폼나게 등장하다 !

평소 동네 노인네들과 함께 고스톱치기를 일삼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

하던 평범한 시골 노총각 춘삼은 갑작스러운 이장 감투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춘삼은 어린 시절 반장을 도맡아 하던 자신 밑에서 꼬봉 노릇

이나 하던 노대규(유해진 분)가 군수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묘한 

경쟁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힌다. 결국 대규가 최연소 군수가 되고 이들은 과거

의 반장과 부반장에서 현재 이장과 군수라는 뒤바뀐 위치로 재회한다.

사사건건 시비, 만났다 하면 한판! 길고 짧은건(?) 붙어봐야 안다 ~!

산촌2리를 휘어잡던 얼짱, 몸짱에 반장출신의 현직 이장 춘삼과 어린시절 춘삼

에게 치인 아픈 기억 때문에 더 생색을 내는 군수 대규는, 한때 잘 나갔던 과거

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춘삼의 주도 면밀한 딴지걸기로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는데… 사사건건 시비에 오나가나 딴지! 초코파이로 시작된 이들의 머쉬멜로우

만큼 질긴 인연은 과연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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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0 vs 100만
신화가 된 거대한 전투!! 

BC 480년.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

공한다. 그리스군의 연합이 지연되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제라드 버틀러)’는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이끌고 ‘테르모

필레 협곡’을 지킨다.

가족과 나라, 그리고 명예를 위해 남자는 전부를 건다!! 

100만 대군과 맞서는 무모한 싸움. 그러나 스파르타의 위대한 용사

들은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불

가능한 이 전투에 맹렬히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다!

전설이 된 전투, 그들의 용맹함이 마침내 빛을 발한다!

모두들 각오하라!!



4월 행사 및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수마트라 서부 Talang 화산 폭발 가능성 대비 신
변안전 유의 
  

내용 1. 수마트라 서부에 있는 Talang 화산은 3.6(화) 수마

트라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화산 활동이 더욱 활

발해져, 주재국은 17일 총 4단계 가운데 3단계로 경계수준

을 높였습니다. 

2. 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빠당인근 중서부 수마트라에 거

주하거나,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

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안내 

내용 1. 2007.3.15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

에 대하여 공관 에서 직접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3년의 복

수 사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동 재외동포사증 

개선은 2006년 12월 대통령님 국빈 방문 시 동포간담회 건

의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2. 기존에는 공관에서 체류기간 2년의 단수사증을 발급 받

아 국내 입국 후 거소신고를 이행해야만 복수 사증의 효력

이 인정되었으나 본 지침 시행으로 3년간 수시 출입국이 가

능합니다.

3. 다만, 국내 체류기간은 2년 까지 가능하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거소신고증이 

필요한 분은 국내입국 후 반드시 거소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을 알려 드립니다.

14세 이상 여권발급 관련 신원조사 안내 
 

내용 ㅇ 여권발급시 여권법 규정에 의거 만 14세 이상의 미

성년자 포함하여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찰청의 신원조

회 적합인 경우에만 단·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대사관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하여 시급한 

경우 여권을 먼저 발급해 왔으나,  여권발급 지침규정 준수 

강화 지시에 따라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신원조회 결과회

보후 여권이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여권신청자의 경우 필히 호

적등본을 첨부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함.

거주여권 발급 신청자격 완화

거주여권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전 : 4년이상 장기체류한 자로서 KITAP(5년유효 장기체

류허가증) 소지자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

변경내용 : KITAP 소지자 또는 KITAS(1년 유효 체류허가

증) 4년이상 소지자로서 동 소지기간중 4년 이상 당지에 거

주하고 있는 사람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    

  ※ 4년 이상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당지에 파견되어 국

내에서 보수를 받는 상사주재원,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거주여권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사람은 추후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여권 신청시 

자격충족 거주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끝.

JIKS 인니국적소유 한국인 채용 공고

JIKS는 인니 국적을 소유하고 계신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인니 국적 소유 한국인 남,녀

지원분야 : 행정직

우대사항 : 경력자 우대

지원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여권 및 KTP 사본

서류제출 : 학교 행정실 Mr.Park (문의전화 : 844-4958)

제출기한 : 2007년 4월 15일 (이후 상시모집)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



한인뉴스  77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

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항공사 운항스케줄 안내

대한항공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인천   21:40 / 06:40*    매일

 KE627    인천  자카르타   15:05 / 20:10     매일

  *) 다음날

기간: 2007년 3월 25일 ~ 2007년 10월 27일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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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한인회

법무.투자.지적재산권 상담 안내(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58, 

       Jakarta Selatan

전화: (021)529-60643 

휴대폰: 0816-1911245

상담방법: 면담 혹은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개인법무.투자.지적재산권.

             파산.가사 등 법적인 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변호사.변리사.관재사)

자카르타 한글학교 학생 모집

지난 3월 3일부터 개강한 자카르타 한글학교에서 한

국어를 배울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격: 국제결혼가족 부모, 자녀

반 편성: 성인반, 어린이반

모집인원: 성인반, 어린이반 각 00명

모집기간: 1차 모집: 3월 1일 ~ 3월 31일

  2차 모집: 4월 1일 ~ 4월 30일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음악

수업일: 매주 토요일 10시~12시

수업장소: 코리아 센터

수업료: 한학기 50만 루피아(1년 2학기제)

문의처: 이순재 0812-911-8126

주최: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