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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제 4339년 개천절 행사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지난 10월 3일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

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칭한 지 4339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대사관 주최로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맞이 하여 인도네시아 주재 각국의 대사와 외교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관계자, 한인회 인사들 및 많은 귀빈들을 초청하여 

건국의 기쁨과 유구한 역사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선진 대사 내외와 무관 내외는 우리나라 건국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

한 국내외의 많은 귀빈들을 일일이 따뜻한 상견 악수로 맞이하고 방문한 

각계의 귀빈들도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친선외교의 장을 

더욱 넓히는 계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특히 이날 메가와띠 쑤까르노 뿌뜨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축

하 방문하여 이 날을 더욱 성대히 했다. 이선진 대사와 메가와띠 전 대

통령은 행사장에 준비된 기념 케익을 함께 커팅하면서 양국 역사와 문

화의 상호 존중과 함께 지속적인 동반자적 양국 우호 관계의 증진을 기

원했다.

  이날 개천절 행사에 초대된 많은 귀빈들은 행사장에 준비된 다채로운 

한국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개인적인 친분과 우정, 나아가 각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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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주인니 한국대사관은 지난 9월 29일, 대사관저에

서 이선진 대사의 주재로 업종별 협의회장들을 비롯 

주재 기관장, 한인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영철 

참사관의 진행으로 금년도 두 번째 ‘경제전망 간담

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이선진 대사의 인

사말에 이어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Standard Char-

tered Bank) 황윤홍 이사의 ‘인도네시아 경제전

망’, 민경선 코트라 관장의 ‘한-인니 교역관계 평

가 및 전망’에 관한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이선진 대사의 진행으로 금년도 업종별 사업 전

망 및 관심사항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

회에서 참가한 각 업종별 대표자들은 각자 준비한 자

세한 자료에 근거, 대체적으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활

동은 인니 정부의 경제환경 개선, 한국에 대한 각계의 

관심 증폭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선진 대사는 양국간 추진되어온 협력 사항

들이 차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

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노무

현 대통령의 12월 인니 방문 시 양국 정상이 공동선

언 할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

nership)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문 작

대사관, 

제2차 경제 전망 간담회 개최

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도네시아 현인그룹

(Eminent Person’s Group)과 한인 상공인들의 미

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전했다.

  이선진  대사는 특히 현 유도요노 정권이 추진중인 

부패척결 정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

척결의 모델로 한국의 성과에 관심을 표명하고 협력

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높은 경제 

성장과 부정부패 척결을 빠른 시기에 성공적으로 이

뤄낸 한국의 성과모델만이 세계 최고의 부패국가라

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적용, 성공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외에도 기업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든 참가자들은 대사

관-한인기업간의 토의 기회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

들이 경제 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수시

로 인니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업활동 환경의 개선

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한인기업의 위상 구축과 한

국과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민-관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간담회는 오찬을 끝으로 오후 12시 

반경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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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한글학교 협의회 창립 및 교사 연수 열려

  2006년 10월 19일(목)에서 21일 

(토) 말레이시아 한국인학교 주관으

로 KL(쿠알라룸푸르)에서 재외동포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동남아한글학

교 협의회 및 교사연수를 실시하였

다.

  동남아지역(말레이시아,인도네시

아,타일란드,베트남,싱가폴,필리핀

등) 동포교육자들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동남아시아 교육자들의 자질 

제고와 한국어 교수 능력 향상, 동남

아시아 재외동포 교육자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육정보 교류를 목적으

로 설립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외동포재단 한광수 부

장 및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 서영훈 이사장 

이하 여러분이 참가하였고 말레이시아 한글학

교 정혜영교장이 이 협의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안영란 KOWIN(세

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역담당

관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밀알한글학교를 통해 

국제결혼 가족들을 위한 한글 보급에 힘쓰고 

있는 안영란 동남아한글학교 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협의회의 창립이 한글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국제결혼 가족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현지인들에 대한 한글 보

급과 한국문화의 특성을 알리는데에도 중추적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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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구홍일 회장은 지난 18일, 인도네

시아 경우회 강당에서 양국 경우회

의 ‘우호결연서’에 서명하고 양

국 경우회의 우호증진과 현직경찰

관간 교류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우호결연식에는 한국 경우

회 측에서 구홍일 회장 및 전국지

회장 등 집행부 임원 19명이 참석

하였고 인니경우회 측에서는 루스

만하디(전 경찰청장) 회장 등 20명

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구홍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일한 경험

을 토대로 경찰과 국가를 위해 봉

사하는 조직으로서 양국 경우회가 

우정을 돈독히 나누자”고 제안하

였다.

  이번 우호결연식은 족자지역 지

진피해 당시 한국경우회 측에서 인

니경우회를 통해 피해지역 및 가족

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인니경

우회 측에서는 동 성금으로 피해 

경우를 위한 대나무집 임시 주택을 

지어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답

으로 한국경우회 임원진을 초청하

여 이루어 진 것이다.

  행사 직 후 한국 경우회원들은 인

니 경찰청을 방문, 운영처장을 면

담하여 한국교민의 안전을 위해 인

니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사진제공: 전’s Photo Studio

한-인니 경우회, 우호결연서 체결

양국 경우회 우호증진, 경찰관 교류협력 합의

지난 18일 인도네시아경우회 강당에서 구홍일 한국 경우회 회장과 

루스만하디 인도네시아 경우회 회장이 <우호결연서>에 서명하고 있

다. 좌로부터 구홍일 한국경우회 회장, 루스만하디 인니경우회 회장, 

김성복 한국-인니 경제문화 재단 사무총장.

족자지역 지진재해지역을 둘러본 후 

즉석에서 성금을 전달하며 이재민 경

우들에게 제공된 대나무집 현판식에서

요청했고 이튿 날 족자지역 지진 

재해지역을 둘러본 후 이재민 경우

들에게 제공된 임시주택 현판식에 

참석하여 즉석에서 성금을 전달하

기도 했다.

  금번 양국 경우회의 우호결연식

은 지난 2004년 현직 경찰청간 맺

은 경찰우호약정 이 후 2년 만에 

전직경찰관의 대표자들간에 맺어

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경우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지역 경우회 결성을 계획하

고 있어 또 다른 민간차원의 인터

폴 탄생을 예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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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은행권 최초의 비영리 자

선공익재단으로, 지난 해 12월 외

환은행에서 설립한 외환은행 나눔

재단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국제구

호활동의 하나로, 그 동안 외환은행

에서 주관해오던「환은장학금」제

도를,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0월 12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한국외환은행에서 외

환은행 나눔재단의 권택명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 첫 장학금 전달식

을 거행 하였다.

  금번 장학금은 Uinversity In-

donesia, Bogor Agricultural In-

stitute, Jakarta State University, 

Atmajaya Catholic University등 

4개 대학의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

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4명을 선발

하여 총 미화 10, 560를 장학금으

로 전달하였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학생들

과 지도교수들은 이번 장학금 지원

에 대해 라마단 기간의 가장 큰 선

물이라며 먼 이국나라에서 전해지

는 온정에 감사했으며 더욱 더 학업

에 매진하여 인도네시아-외환은행

의 우호적 관계를 영원하게 기억하

겠다고 했다.

  이번 외환은행 나눔재단 장학금 후

원 사업 계획은 외환은행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필

리핀, 인도네시아,베트남의 대학생

들을 중심으로 선발되었으며, 총 장

학금 지급액은 미화 26천불 규모이

다.

  외환은행나눔재단은 설립 후 활

동기간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불

우이웃돕기를 위한 각종 금전 지원 

및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

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난 9월 한국언론인포럼이 주관

한 2006년도 사회공헌시상에서, 국

제지원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

였다.

  외환은행나눔재단에서는 앞으로

도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우수 자

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문「

환은장학금」을 현지 진줄 해있는 

외환은행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

용할 계획으로 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 
인니 4개 대학 대학생 24명에 장학금 전달

장학생과 함께 우측은 

나눔재단 권택명 이사

선발된 전체 장학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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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동포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韓商)대회’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한상대회 본부 사무국인 재외동포재단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

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5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중국의 화상(華商)이나 인도의 인상(印商)처럼 2500여 명의 

동포 기업인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場)으로 2002년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7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해외동포 기업인이 참가를 신청

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부산 대회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거상(巨商)’들도 대거 

방문할 전망이다.

  사무국이 ‘리딩 CEO’로 분류한 동포 기업인 22명이 이끄는 기업의 지난

해 매출액을 모두 합치면 약 20조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9%에 이

른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빠찡꼬의 황제’로 불리는 일본 마루한의 한창

우 회장으로 지난해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일본 내 

24위를 차지했다. 마루한은 일본 빠찡꼬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데 2010년까지 매출 5조 엔(약 40조 원)을 돌파한다는 전략을 최

근 발표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승은호 회장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도 연간 

매출액이 8억6000만 달러(약 8170억 원)에 이른다. 승은호 회장은 1970년대 초

반 원목 개발 사업을 토대로 코린도그룹을 세웠다.

  고려인 3세인 카자흐스탄 카스피그룹의 총수 최유리 회장도 눈에 띈다. 최 

회장은 카자흐스탄 최대 건설회사와 전체 전자제품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판매회사 등을 운영하는데 종업원만 1만2000명에 이른다.

  권영호 스페인 인터불고그룹 회장은 수산업과 호텔업으로 성공했다. 인터불

고그룹은 연매출 10억 달러(약 9500억 원) 규모로 최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중계권과 아시아축구연맹 중계권을 사들이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

다. 대구 유일의 특급호텔인 인터불고를 세우기도 했다.

  미국 패코(PACO)철강의 백영중 회장도 26세 때 단돈 50달러를 들고 미국으

로 건너가 연 매출액 1억5000만 달러(약 1425억 원)의 기업으로 키웠다.

  대회 기간 이뤄지는 교역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회의 수출입 교역 규모는 8499만 달러, 2004년 제3회 대회 

때는 5817만 달러였다.

우리가 

5학년이라니깐요

초보와 다른 우리만의 

스타일이야....

내년에 더 열심히 해

야지.....기회는 있으

니깐.

우리는 배드민턴 사나이들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

우리가 배워가는 재미...!!~~~

우리가 친구일수 밖에 없는 이

유.....!!

배드민턴 때문이지...ㅎㅎㅎ

‘세계속 巨商’ 그 이름은 한국인
- 11월 2일 까지 부산에서 제5차 세계 한상(韓商)대회 개최 -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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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기념 백일장 대회 결과

1학년

최우수상 : 표자현(1-1)

우수상   : 김소현(1-1) 권지아(1-3) 이경연(1-4)

장려상   : 이선호(1-3) 이유나(1-2) 정연진(1-2)

   강서희(1-4)

2학년

최우수상 : 태효경(2-3)

우수상   : 백지원(2-4) 서주영(2-3) 황미소(2-2)

장려상   : 이현정(2-2) 임주현(2-1) 임하영(2-1)

           조수연(2-4)

3학년

최우수상 : 김주현(3-1)

우수상   : 신정현(3-2) 정다미(3-1) 추창욱(3-4) 

장려상   : 한지완(3-2) 김소영(3-4) 김혜원(3-3) 

   이다원(3-3)

4학년

최우수상 : 이경은(4-2)

우수상   : 박은비(4-1) 김효진(4-2) 정승욱(4-3)

장려상   : 이사범(4-1) 이호진(4-4) 김수경(4-4) 

   권인영(4-3)

5학년

최우수상 : 추이영(5-3)

우수상   : 박희연(5-2) 권민지(5-1) 조정연(5-2) 

장려상   : 김은비(5-4) 김유경(5-4) 안치형(5-3) 

   김영호(5-1) 

6학년

최우수상 : 정은지(6-3)

우수상   : 오혜성(6-3)  김민성(6-4) 박연진(6-4) 

장려상   : 현예진(6-1) 김현정(6-1) 이경훈(6-2) 

   이지윤(6-2)

13

배드민턴 대회 결과 보고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해준 덕분에 대회

를 무~사히 마칠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해 보다도 풍성한 대회가 되었

어요. 감~사 감~사해용......

우 승

안태완(6-4) 최희원(6-3)

김진영(5-1) 김은지(5-3)

이경민(4-3) 정은혜(4-1)

준우승

오혜성(6-3) 김혜경(6-1)

공원준(5-4) 최지영(5-2)

이요한(4-1) 추소진(4-2)

장 려

이호연(6-1) 이지윤(6-2)

이명진(6-2) 최현지(6-4)

박정혁(5-2) 유애령(5-4)

이원빈(5-3) 고수민(5-1)

차승언(4-2) 임하원(4-4)

김태환(4-4) 강재은(4-3)

축하 합니다......!! 

JIKS 소식

언니들 너무 예의 바르당

서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이야 말로....

우리가 배워 나가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4학년 선수들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노

력과 열의 만큼은 언니들 

못지 안아요..

내년엔 더 열심히 해야

지.....

아무래도 실력은 

우리 6학년이징

해가 갈수록 부쩍 늘어 버리

는 우리 초등의 맏형들....

얼굴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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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바 한인회 소식

AWCA 장터
  AWCA(회장 김인숙)는 9월22일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부자바 한인교회에서 장날을 개최했다. 이날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찬조금을 모아 동부자바 현지인 중

학교(DIAN SAKTI)에 필요한 교재를 전달하게 됐다. 

  이번 장날의 총 수입금은 16,650,000루피아 이다. 

AWCA는 이 수입금으로 디안 삭티 중학교에 물품 및 각 

교실에 선풍기를 설치했다.

코라바야 제191회 골프대회 개최
코라바야(회장 이봉운)는 9월24일 12시부터 부킷 다르

모 골프장에서 제191회 코라바야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국제 협력과 담당 박영혜 임명
동부자바 한인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남도 국제 협

력과 담당 정순건 후임으로 박영혜 담당자가 임명됐다. 

경상남도와 동부자바 한인회에 많은 협력과 도움을 기

대한다.

빙모상
김수택 운영위원 (발인 9월11일)

동부자바 한인회 청년회장 졸업
동부자바 한인회 청년회장(송우평)은 

9월9일 페트라대학 영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동

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청년회장

의 공적을 치하하고 졸업을 축하하는 자

리를 가졌다.

송 청년회장은 5년 동안 청년회의 힘들고 

궂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선배이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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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바 한인회 소식

AWCA 소식
감사 합니다, 

AWCA 장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

다. 보내주신 성원은 여러 어려운 이

웃들에게 큰 사랑과 기쁨이 되었습니

다. 따스한 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

사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AWCA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

원을 부탁 드립니다.

* 장날의 총 수입금은  Rp 16.650.000 

입니다.수입금은  DIAN SAKTI  중

학교의 필요한 물품과 각 교실에 선풍

기 (Ceilling Fan) 을 설치 하는데에 

사용됩니다.

* 2006년도 9월부터 2007년 9월까

지의 년 회비를 회원 여려분께서는 납

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회

비  Rp100.000)

  김인숙, 김혜경, 주미숙, 장수현, 류

미한, 김혜진 이 접수 받습니다.

동부자바 부인회  고아원 방문 

동부자바 부인회(회장 김혜경)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을 위해 9월2일 AL ASHAR고아원을 방문해 고아들과 따

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부인회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안 쓰는 유아용

품 및 인형, 장난감들을 모으고 있다. 동부자바 교민들의 

따뜻한 동참을 바란다. 고아원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부인

회에 연락주기 바란다. (핸드폰 081-650-7600)

* 장날에 찬조해 주신 분들 (무순위)

김진영,  CJI(서극수),  PAPAYA,,  강상학,  김인선,  김인자 ,  박해주,  권영국,  김성예,  함덕영,  

안상욱,  김기봉,  김수용,  명가 식당,  윤향란 ,  이종우,  Lee Salon,  현부미,  윤교병,  교민회 회

장단,  장수현,  이광복    코리아 마트,  클레오파트라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장날을 위해서 중고 물건을 기부해 주신 모든 회원님과 열심히 도와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AWCA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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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처음으로 TV 프로 그램을 

함께 촬영하자는 제의를 받

았을 때, 나는 즐겁기도 하

고 궁금하기도 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나는 인도네시

아통신원으로 인터넷이나 

생방송 EBS 라디오에 뉴스 

전해 주는 일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TV 프로 그램 

촬영은 내가 아이템의 토대

를 잡아 주고, 섭외 할 인물 

찾고 전문 작가와 마지막 구

성안을 작성하고 제작진과 촬영 작업에 들어 간다. 내

가 여러 편을 촬영하였지만, 그 중 아직도 무서운 기

억이 살아 맴도는 것은 “귀신들린 사람들”을 촬영

하였을 때이다. 그 촬영의 동기는 이곳 말랑 담배 공

장에서 수십 명이 귀신들렸다. 그 다음 날은 수라바야 

중,고교에서도 수십 명의 여학생이 귀신들린 일이 벌

어졌었다. ‘빙 의’ 정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 갔

다 나갔다 하는 걸까.  수라바야 중학교에 가서 그 당

시 심하게 귀신들렸던 여학생 4명을 불러 인터뷰를 

했다.  “내 머리 위에서 무엇인가 쑥 들어와 전신으

로 퍼지면서, 온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요.’00야 정신을 차려라’ 하는 선생님 말씀도 들리

고 친구들도 다 알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누

군가 시키는 대로 그의 말을 따라 했어요. 그리고 왕

자처럼 멋 있는 형상도 보였어요. “말랑 담배 공장에

서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전에 ‘자란 께빵’ 놀

이를 했던 사람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밖에서 자

란 께빵의 음악이 들리자 자신도 모르

게 귀신 들린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다. 곁에서 본 사람들이 깨우려고 그

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 때 그 사람에

게도 퍼졌다. 옆에 사람이 도와 주려

고 몸을 붙잡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육칠십 여명에 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방송은 언제나 ‘확인’이 중

요하다. 담배 공장에 가서 의사와 인

터뷰를 하고 싶었으나 회사에서 일절 

금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몰래 카메라

를 사용하기로 했다. 우선 공장 내 병

원에 가서 외부 사람도 진찰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한국에서 금방 

온 사람이 배탈이 났는데... ‘이런 식

으로 의사가 있는 곳까지 깊숙이 침

투했다.

TV 프로 그램을 촬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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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바 한인회 소식

  제작진이 누워 진찰 받는 동안 나는 이

미 켜고 들어 간 카메라의 방향을 잡았다. 

우리는 배 아픈 것을 핑계로 귀신들린 것

에 관한 것까지 물으면서 결국 의사에게 

외국인 환자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우

리는 원하는 답을 얻었다. 그럴 땐 ‘성

공’ 외치고 싶었다.

  다음 날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귀신들

리게 했던 ‘자란 께빵’(끄디리 왕 때부

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 오는 자와 인들

의 민속 놀이)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는 의문을 풀어야 했다. 그래서 자란 께빵

을 촬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놀이 전날 

밤 자정에 꼭 리뚜알(Ritual: 귀신을 부르

는 의식) 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 어두워 귀뚜라미도 숨죽이고 있는 

밤. 바뚜 한적한 산 기슭 고목 아래서 의

식은 진행 되었다. 우리는 그 의식이 시작 

전 빠왕(귀신과 내통하는 사람)이 우리 

제작진에게 먼저 기도를 해 주었다. 그렇

지 않으면 멀쩡한 카메라 밧데리가 나가

든지 아님 제작진이 귀신들릴 수가 있다

고 했다. 나는 일주일 전 자란 께빵 구경

시 어떤 카메라맨의 귀신 들린 모습이 떠 

올랐다. 이제 주문을 외우더니 시작 되었

다. 바람이 ‘싸아~ ‘하고 불자, 잎 파리 

하나가 내 어깨 툭, 떨어졌다.

  순간 그 오싹함의 전율은 내 전신으로 

마구 퍼져 나갔다.

  빠왕이 한참 기도하더니 “ 으악~ “ 소

리 지르고 쓰러졌다. 그 다음 쩌렁쩌렁한 

호랑이 소리가 들려 왔다.......???

    브로모산에서

     사공 경

울음을 토하는 장엄한 드라마

뜨거운 눈물로 비우는 가슴

브로모산의 일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 힘없이 떨어지며

오늘도 나를 위해

낮게 내려앉은 침묵의 시간

고집과 불신으로 경직되었던

시간들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달의 사막으로

가슴을 열고 달려간다

브로모에서 지옥의 소리를 들으며

누구라도 관용하는 사제처럼

나, 

흰 옷 입고 파노라마를 축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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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의 좋은 근무여건 하에서 돈 많이 벌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올때 그들은 진정

한 한국팬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바라는 한국취업 인니노동자들,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취해 안정적인 사업환경유지를 목

말라 하는 한국사업주들. 인니근로자들의 한국송출비리로 한동안 굳게 닫혔있었던 한국취업의 기회가 다시 인니

노동자에게 열려 노동자송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인뉴스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원활한 한국송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송출제도의 일원화가 궁극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

는 우만선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주재소장을 만나 외국인노동자 한국송출에 관한 궁금증을 풀었다.

우 만 선
한국산업관리공단 자카르타 주재사무소장

HRD KOREA Resident Office in Indonesia

인터뷰 이사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하여 생소해 하는 교민들이 많습니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자카르타 주

재 사무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82년 설립되었으며, 평생능력계발, 

국가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노동부 소속의 기관입니다. 또한 산업인력의 양성과 공급

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개발도상

국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지원 등 국제적인 협력사업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 국가와는 긴밀

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04 부 터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수행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

성.관리,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 외국인 취

업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배치 후 

관리.지원, 그리고 송출기관과의 협력사업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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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에 대한 <외국인고용허

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

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

으로 ‘93년부터 <산업연수제도>를 도입.운

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는 

인력수요의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외국 인

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

과 사업장의 이탈, 체불임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들을 다수 유발 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도입.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민 대다수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

십시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

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

도의 주요내용으로는

  -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송출비리 방지를 위한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 . 도입 담당

     . 도입.지원을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여 책임성.

      일관성 제고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한국은 베트남, 필리핀, 태

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과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

시아 정부와는 2004. 7. 13일 인력송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금년 10월 9일에 양해각서를 

갱신하여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외국인 고용허

가를 받은 한국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특기할 만

한 것은 정부만이 송출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인, 

제3자, 기업, 협회 등 민간알선업체 및 개인이 인력송출에 개

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른 뚜렷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

관없이 연수추천 단체에서 강제로 배분하는 방식이며, 근로

자는 연수생 신분으로 근무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

국인고용허가제>에서 한국의 사업주는 원하는 근로자를 선

별하여 원하는 시기에 채용 할 수 있고 또한 기존 제도와 달

리 한국에서 3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으며 근로하는 동안 내국

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

보험가입 등 우리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현황과 인도네시

아 근로자 도입규모와 쿼터량 배정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

으며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한국사용주의 인식은 어

떻다고 보십니까?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40만 명입니다. 

그 중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32,000여명으로 합법적인 근로

자가 26,000명이고 불법체류자 인원이 6,000명이며 대부

분의 근로자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 종에 근

로하는 근로자는 소수인원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가별로 도입허용규모(quota)를 

배정하지 않고 총괄 quota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용

인  터  뷰  이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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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호도에 따라 국가별 연간 송출실적이 결정되는 경

쟁 시스템으로, 특정 국가의 근로자가 얼마나 입국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원

하는 사용자에게 원하는 조건(국적, 성별, 연령, 학력 등)을 

만족하는 구직자의 원활한 알선을 위하여 ‘구직자명부 규

모’를 해당 년도 총 도입규모의 2배수 정도로 산정 하고 전

년도 실적 등 여러 가지의 지표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배분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구직자 명부는 인력도입 quota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인니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용주의 구인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로 배정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명부

에 포함된 근로자의 일부만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현재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력 송

출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한국인 사업주가 가장 선호하는 국

가군의 하나 입니다. 그 이유로는 성실하고 회사의 복무규정

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근

거하며 또한 음주를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업

무 적응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0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조사) 

 -선호도 : 인도네시아(18.5%), 베트남, 필리핀 순

한국노동연구원 (‘05년도 고용허가제 1주년 평가와 과제) 

 -선호도 : 베트남(21.7%), 인도네시아(17.7%), 필리핀, 태국 순

방금 설명하신 총괄쿼터 시스템에 대하여와 한국으로 취

업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

시오. 그리고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 내 서비스업종으

로도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 및 직종에 대

해서는 매년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총괄 쿼터시스템이란 한국에 연간 필요로 하는 외국

인 근로자의 총인원만 책정하고 국가별 인원은 별도로 확정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사용주가 필

요로 할 경우 총괄 쿼터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직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종으로 30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 등 국내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에 근

로직종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종에 관련하여서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

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교민들이 식당종사

자, 가사보조자, 이미용종사자, 숙박업종사자 

등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만 아직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이러한 

서비스업 직종으로 한국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비스 업종에 취

업이 가능한 외국인은 조선족, 고려인 등 외국

국적 동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

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 및 취업준비자들

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정부 대 정부’(G 

to G)의 인력송출.도입 제도로서 민간 알선업

체의 참여가 전적으로 배제됩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원하는 인도네시아인 구직자들은 인

도네시아 인력이주부를 통해서만 구직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에 필요한 모든 

절차 또한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노동

부에서 지정한 기관인 ‘세계한국말인증시험

위원회’(KLPT)가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

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자격은 ①만 18～39세 ②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는 자 ③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

는 출국 조치된 경력이 없는 자 ④본국에서의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이어야 합니다.

  한국어시험 시행일은 한국 노동부에서 인

도네시아 근로자의 취업 및 유효구직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험일 약 2개월 전에 결정되

며 현재 인도네시아 담당 한국어시험 기관인 

KLPT가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의 협조를 얻

어 시험시행 공고, 응시원서접수 및 시험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자 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한국정부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등록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인  터  뷰  이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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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이며 곧 바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고용

허가제>는 한국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취업여

부가 결정되므로 구직자 명부(등록)에 포함되

었다고 할지라도 취업이 100% 보장되지 않으

며, 1년의 기간 동안에 언제 어느 업체에 취업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만약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인도네시아 인력이

주부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한국 취업 시 곧바로 현장업무에 

투입됩니다. 근로현장업무 및 한국생활의 빠

른 적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

항은 무엇입니까?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현장에 바로 투입

되어 생산 활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

시, 통제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동시에 동료로

서 한국인 근로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과 후나 휴일

에는 직장을 벗어나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

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조기에 한

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합

격을 취업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근로계약이 체

결됨과 동시에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85시간의 

사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주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

육, 한국문화의 이해, 산업안전 및 업종별 기초기능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도착 즉시 인도네시아 근로자

는 2박 3일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강검진실시, 체

류 및 근로와 관련한 법령 등 소양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

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기

관의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어 취업자들은 열악한 상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2006년

도 이선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KOICKA 자금 30억 원을 투입 되어 한국취업자를 대상

으로 하는 사전교육기관건립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

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

에 대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한-인니 기술문화협력 증진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

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 취업을 위해 터무니 없는 많

은 돈을 지불한다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어

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

나가 바로 한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최소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국내에서 근로활동 시 투자된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감 있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양국 정부는 취업을 위해 소요 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에 비용에 관한 한 서로 협의토록 하

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하기 위

해 최초 구직등록 신청 후 취업이 되어 한국의 사업장에 

도착, 근로활동을 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총 RP 

인  터  뷰  이  사  람

한국 취업절차(G to G)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구직신청(인니 인력이주부)

한국사업주가 근로자 선택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안전센터의 

EPS 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 체결

85시간 사전교육
(인니 인력이주부에서)

사증신청(대한민국 공관)

대한민국 입국

취업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박3일)

사업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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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한화 65만원 정도) 정도 입니다. 이 비용은 건강

검진, 여권발급, 비자발급, 사전교육비용, 편도항공료 및 공

항이용료, 제복구입비용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네

시아 인력이주부가 직접수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불법이며 더욱이 민간인 송출과 관련

한 비용은 절대 징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능력

시험 수수료 $30은 상기 송출비용과는 별개이며 이 비용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는 운영비로써 인도네시아 인력이

주부 및 한국노동부와 관련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한국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인에게 접

근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일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있

습니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동안 양국정부는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에 따른 많은 성과

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고용허가제

>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예비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 주재사무소는 

교민잡지 등을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 및 송출비리에 관

해 홍보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현지 언론 홍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설명회를 양국정부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이 후 대사관 내에 송출비리신고

쎈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역시 송출비리 신고 전화 접수를 상시 접수 받

고 있습니다.

송출비리 신고센터

한국대사관: 021-520-1915,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021-522-9123

한국 내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우

리 교민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며 마지막으로 교민사회에 하시

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국가간의 통신과 교통의 확장 그리고 국가

간의 임금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 이주 산업

의 발전으로 이웃나라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의 산업현장 곳곳

의 외국인근로자가 수가 2006년 현재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근로자의 대부분은 한

국인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직종, 즉, 힘들

고 더럽고 위험한 이른바 3D 직종에 근무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들

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

하면서 한국의 문화, 언어, 사회생활을 습득

하고 귀국 후 자국에 재 정착 시 훌륭한 한국

의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

으로 우리 교민사회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국인고용허가제> 송출업무가 안

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서 

입국한 일부 브로커 및 현지인이 우리 교민

들에게 접근하여 교민들에게 한국취업을 목

적으로 현지인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 하거

나 한국의 대학원서를 쓰게 하는 등 여러 가

지 유형으로 교민 및 현지인들에게 피해를 주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

용이 교민사회 및 현지인들에게 잘 전달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

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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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을 넘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따라 뿐짝(Puncak)을 내려 오다 

보면, 길가에 늘어 선 과일 가게마다 빼 놓지 않고 파는 과일이 

있습니다. 색깔은 밝고 짙은 초록색으로 주변 차 밭의 색깔이 번진 듯 

하고, 모양은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을 닮은 것이 층층이 예쁘게도 쌓여 

있는 과일입니다.

1만 루피아를 주면 족히 한 가족이 먹을 양을 담아 주는 이 과일, 

아보카도 …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Avokad 또는 Alpukat 등 몇 가지 다른 발음

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방 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다 보니, 어느 이름

이 딱히 맞는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식물학상의 학명은 Persea 

americana Mill로 명명 되어 있으며, 식물학 분류상 계층 구조를 살펴보

면 종자식물문(Spermatophyta), 쌍자엽식물강(Dicotyledoneae), 녹

나무과(Lauraceae) 입니다.

이 과일의 성상적 특징을 살펴 보면 육질은 연한 연두색을 띄고 껍질

은 진한 초록색을 담고 있습니다. 익지 않았을 때는 겉이 딱딱하나, 먹

을 만치 익은 다음에는 누르면 조금씩은 부드러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것은 단맛이 많고 부드러우나, 익기 전에는 떫은 맛이 단 맛을 

        열대의 종합 영양제     

아보카도

강 효 정 솔한의원 원장

kang4333@chol.com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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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 먹기에는 거북하다고 하겠습니다. 육질은 부드러

운 감촉을 가집니다. 

18세기 중부 아메리카로부터 처음 유입된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이 과일은 인도네시아만의 과일은 아니며, 남 아

프리카, 호주, 동남아시아 등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모

두 재배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열대 과일이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식당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Jus 

Avokad”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고, 우리 교민에

게도 친숙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한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미(性味)는 온

(溫), 무독(無毒)하고 감(甘)고(苦)하며, 귀경(歸經)은 

비위(脾胃),신(腎),대장(大腸) 경락이 되어 행기(行氣), 

리수(利水), 파적(破積) 작용을 한다” 고 할 수 있습니

다. 

이는 강한 감미(甘味)로 인하여 비위작용(脾胃作用)을 

도우니 비주승(脾主升), 위주강(胃主降)하여 비위기능

(脾胃機能)의 상하작용(上下作用)을 원할히 하여 행기

(行氣)시키니 소화 장애 또는 식체(食滯)를 치료합니

다. 고미(苦味)로 인하여 설(泄)하게 되니 쌓인 것을 풀

어 주어 식적기체(食積氣滯), 완복창만(腕腹脹滿) 등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大腸) 경락(經

絡)으로 들어가 진액(津液)의 운행(運行)을 돕게 되니 

이수작용(利水作用)이 나타나 

폐열(肺熱)을 내려 지해화담(止咳化痰)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포캇 하나로 한끼 식사를 대신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이 과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입니

다. 그만치 다른 과일에 비해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속이 

좀든든해진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일 것 입니다.

20여종의 아마노산을 함유하고 복합 비타민 B, 비타민 

A, C, E 및 칼륨, 인,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

하게 함유되어 있어 가히 “한끼 식사”라고 표현하기에 

지나치지 않은 과일 입니다. 

속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인도네시아인들이 왜 이 과일에 

대해 그토록 특별히 

쳐 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

질, 지방 등이 모

두 풍부한데, 그 

중 가장 특별한 것

이 지방 입니다. 지방

의 함량이 일반 과일과 비

교 해서 현저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

습니다. 지방 함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

는 듀리안(Durian)의 2배가 넘는 지

방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과일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건강 지

수를 악화 시키는 동물성 또는 포화 지

방(saturated fatty acid, asam lemak 

jenuh)의 양이 적으며, 인체에 좋은 영

양을 미치는 불포화 지방(unsaturated 

fatty acid, asam lemak tak jenuh)이 

많아서, 올리브유에서 얻는 것과 같이 

신체에 유리한 작용을 하는 지방 성분

이가득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

일에 풍부하게 함유된 지방은 LDL 지

수를 낮추고 HDL 지수를 높이는 역할

을 하여 인체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작용을 돕습니다.

이 과일을 먹을 때 걸쭉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나고, 먹고 나면 한 동안 속이 든든

한 것이 이에 연유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일을 한마디로 추천한다면 ‘열

대의 종합 영양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약이라고 하면 보통 뭔가 특

별한 것이 함유된 것을 찾는 경향이 있

습니다. 그러나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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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성분을 골고루 갖추고, 일상에서 쉽

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영양제이고 보

약 입니다. 특히 이 과일은 복합 비타민 

B, 비타민 A, C, E 등 비타민이 풍부하

고 글루타미산, 아스파르트산, 루신 등 

20여 종의 아미노산과 미네랄을 골고

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히 종합 영양

제라 하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습관적

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 들이 다른 

식사 대용물과 함께 한 잔의 주스로 드

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이 과일의 대표적인 특징인 

지방 성분 입니다. 올리브유에서 추출

되는 지방과 같은 성분적 특성을 보이

는 ‘불포화 지방산(unsaturated fat-

ty acid, asam lemak tak jenuh)’으

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해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월 꾸준히 섭취하였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12% 정도 낮아 진다는 인도네

시아 임상 결과가 이를 증명 합니다.

지방 함유도가 높다 보니 비만에 영양

을 다소 미칠 수는 있으나 하루 200g의 

섭취로는 체중이나 비만에 아무런 영

향이 없습니다. 또한 채식 일변의 

식사로 인해 지방, 단

백질의 섭취가 필

요한 경우에도 

특히 권할 만 하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과일 중에 특히 칼륨

(599mg) 함유량이 풍부한 반면 나트

륨(20mg) 함유량은 낮아 고혈압의 증

상을 개선 시키는데 좋은 과일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항상 저나트륨 고칼륨식이 필요하니 이 

과일이 제 격이라 하겠습니다.

또, 알포캇 종자에서 추출한 오일은 피부의 건선을 치료

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어 미국 등에서는 이를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 재미 있는 사실은 멕시코 원주민 Aztec 사람들이 

아보캇을 일컬어 ahuacuatl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tes-

ticle tree라는 뜻입니다. 그 형태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남성의 생식기와 닮았다고 하여 수세기 동안 남성들의 보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슈퍼, 시장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껍질이 밝

고 짙은 초록색을 띈 것이 신선한 것이며 표면을 눌러 조

금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이 먹을 만큼 익은 것 입니다. 

만약 조금 덜 익었다면 쌀 속에 파묻어두면 아주 알맞게 

잘 익습니다.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은 주스입니다. 껍질을 까서 주스로 

만들어 먹되 가급적 첨가물 없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

나 조금 덜 익은 것을 까서 떫은 맛 때문에 먹기에 거북스

러우면 소량의 꿀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구취가 있으신 분은 육질을 쓸어서 꿀에 절여 드시면 효

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밥 속에 육질을 길게 썰어서 넣으면 맛이 있다고 추

천하시는 분께서 계셔서 만들어 먹어 보니 새로운 맛이 

있고 김밥도 별미였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열대 기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이 화

약제재의 영양제 대신, 자연에서 얻는 종합 영양제로 가

까이 두고 즐겨 드시기를 감히 권해 드릴만한 열대 과일

의 대표 선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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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제7부 

허 영(許 泳)의 참회와 잃어버린 조국

1937년 3월 19일 『오사카 여름의 전투(大阪夏の

陳)』촬영 시 발생한 사고가 빌미가 되어 재판과정을 

통해 허 영의 실체는 세간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간 국적을 속이면서까지 입신의 무대로 삼고자 했

던 일본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며 더 이상 일본 영

화계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현

실은 오직 영화감독의 꿈을 안고 외길인생을 달려온 

허 영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이제 허 영에

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국적이 조선으로 드

러난 참에 정면 돌파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한다. ‘내

선일체(內鮮一體)’,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

는 허울 속에 진행되는 일본제국의 식민지 말살정책

에 부응하고 조선인 징병을 권장하는 첨병역할을 한

다면 최소한 숨통은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회주의적 

묘안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선전영화 『너와나/君と

僕』를 관람하고 일본군을 자원한 많은 조국 청년들

에게 허 영은 엄청난 비극의 씨앗을 심어준 셈이다. 

실제로 이 선전영화는 수많은 조선 청년들에게 영향

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영화를 보고 군대를 

자원했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었으며 종전이 되어

도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행여나 

기다리는 많은 부모들까지 비통에 잠기게 하였다. 

동대문 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교선의 동

생 임용택은 이 영화를 관람하고 17살에 일본군에 입

대하였다. 종전이 되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돌

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던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느 날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갑자기 

일어나 아들이 돌아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었다. 결국 정신병 치료를 받다 43세의 나이에 어머

니는 타계하고 말았다. 훗날 일본정부 후생성에 확인

한 결과 그의 동생 임용택은 전사자로 확인되었다. 임

교선씨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다.

종전이 되자 『너와나』 필름은 종적을 감춰 버렸다. 

허 영이 오래 몸담았고 그 영화 제작 당시 촬영 스튜

디오를 제공하였던 쇼우치쿠(松竹)사는 물론 일본영

화 필름 전부가 보관되어 있다는 <내셔널 필름센타

>에도 그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이 황급히 

떠난 조선과  일본 국내에서도 이 필름은 누군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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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해 고의적으로 모두 은폐된 것이다.

『너와나』 제작을 계기로 일본군부와 교분을 쌓은 

허 영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군속 신분으로 자바

주둔 제16군 선전반원으로 파견되며 또 다른 인생의 

지평을 열게 된다. 일본군부는 일본국민이 아닌 피 식

민지국민이 일본제국을 위해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

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반겼다. 일본국민이 간과할 

수 있는 취약점을 제 3국민의 시각에서 보완할 수 있

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허 영을 자바로 파견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한 것이다. 허 영의 입장에서는 

그의 필생의 꿈인 영화감독의 기회만 포착하면 되는 

일이었다. 1942년 11월 바타비아(자카르타)에 도착

하여 일본육군 제 16군에 배속된 허   영은『Calling 

Australia』라는 또 한편의 선전영화를 감독하게 된

다. 이 영화는 당시 자바 지역에만 8만 명이 넘는 연

합군 포로들이 철도공사, 비행장 건설에 혹사되고 부

족한 식량과 질병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

여 국제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다큐

멘터리 형식을 빌어 호주의 포로들이 일본군의 보호 

아래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기 위해 왜곡하여 만든 거짓 영화였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연합군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직접 제작한 것으로 꾸몄으나 실제로는 제 

16군 특별첩보부(特別諜報部) 별반(別班)의 야나가

와(梁川) 중위가 기획하고 허 영이 각본 및 감독을 맡

은 기록영화였다. 영화장면에 나오는 깨끗한 시설의 

병원은 실제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촬영되었

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 멀리서 보이는 나

뭇가지를 십자가로 둔갑시켰던 것이었다. 일본의 패

전 후 이 영화는 호주 전범재판정에서 중요한 전범 증

거물로 채택되어 이 영화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대

부분 전범처리 되었을 정도로 날조되어 있었다. 이를 

예상이나 하였는지 전범재판이 열릴 당시엔 허 영은 

이미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한다며 몸을 숨기

며 인도네시아 공보부(Kementerian Penerangan) 

산하기관인 <Yayasan Hiburan Mataram>의 책임

자가 되어 <자바뉴스> 라는 정부군 홍보 영상물을 제

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어 일본의 패색이 짙어

가자 민족차별에 억눌려 있던 조선인들이 여기저기

서 일본군에게 반기를 들며 마침내 반란까지 일으켰

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5년 1월 중부자바 서마랑

(Semarang) 인근 암바라와 포로수용소의 감시원들

인 손양섭, 노병한, 민영학이 일본인 군인, 군속 12명

을 사살하며 폭동을 일으킨 <암바라와(Ambarawa) 

반란> 사건이다. 그 동안 자신의 입신과 위기탈출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일본군을 상대로 조국의 동

료들이 일으킨 <암바라와 반란> 소식을 접한 허 영은 

심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행동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조선에 들어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표방하는 

선전영화까지 만들어 수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

쟁터로 유인하며 황민화(皇民化)시키는데 일조하였

으며 지금은 이곳 자바에 까지 진출하여 일제에 충성

하는 어용영화까지 만들었던 자신의 행적을 뒤돌아

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조

국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 동안 등

을 기댔던 일본군은 패망직전에 있으니 나는 이제 어

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한국인 동료들은 날이 갈수록 조국의 독립을 시위하

며 「고려독립청년당」이라는 비밀 결사단체도 서슴

없이 결성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저항하

고 있었다. 그 동안 모든 신명을 바쳐 일제에 충성한 

허 영의 판단력은 갈수록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마

침내 허 영은 일제 협력자로서의 과거를 속죄하고 이

를 청산하기 위해 일대 변신을 시도한다. 종전 후 일

본군과 함께 전범 처리될 위기에 빠진 한국인 출신 포

로감사원들을 규합하여1945년 9월 1일자로 결성된 

<재 자바 조선인 민회(在 爪哇 朝鮮人 民會>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당시 허 영을 가까이 지켜 보았던 몇몇 한국인 동료 

생존자들의 회고를 통해 당시의 허영의 입지를 알아

본다. 반둥 분견소 포로감시원이었던 박창원 (朴昶

遠)은 1918년 출생으로 50여 명의 한국인 동료 군속

들과 같이 자바 포로수용소 반둥 분소 소속으로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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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44년 12월 29일 포로감시원 재 교육을 목적

으로 200여 명의 ‘요주의 인물’들이 소집되었던 

수모워노(Sumowono) 교육대에서 비밀리에 결성된 

고려독립청년당 11명의 혈맹당원(血盟黨員) 중 한 

명으로 그 조직의 반둥 지부장에 임명되어 있었다. 

그 후 이 비밀결사 조직이 탄로나 전원 체포되어 재

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 받아 박창원도 이때 7년 형을 

선고 받아 자카르타 찌삐낭(Cipinang) 형무소에 복

무 중 종전과 더불어 석방되어 1998년 80세의 나이

에 서울에서 타계하였다. 

박창원; 당시 일본군내에서 한국인 군속들에 대한 인

종차별은 극심하였지요. 한국인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에 불과하였지요. 한국인이 열심히 일해 좋은 성과를 

내면 한국인 주제에 그런 일을 했다고 질책하였고 일

을 못하면 한국인이니까 별수 없다는 식이였죠. 그리

고 일본군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한국인들은 절대 

귀국할 수 없다고 한국인들을 자극하였지요. 우리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

지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학대하는데 왜 우리는 그

들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요?

당시 자바포로수용소 자카르타 본소의 의무실 책임

자로 있으면서 허 영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던 김

선기(金璇基)는 허 영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더

듬어 본다. 

김선기; 허 영은 항상 외톨이었지요. 그는 고독을 즐기

는 사람처럼 저에게 비쳤어요. 물론 일본인들과도 어

울리지 않았죠. 그는 피식민지 백성이 지배국 일본인

들을 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죠. 그

는 어느 쪽에도 친구가 없이 오직 영화제작에만 몰두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박창원의 허 영에 대한 50년 전의 기억을 

짚어 본다.

박창원; 허 영은 아주 조용하고 매우 친절하였지요. 나

는 그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죠. 그는 조국 한

국을 사랑했지요. 그가 고려독립청년당의 실체가 발각

되어 당원 모두가 유죄를 선고 받아 자카르타 찌삐낭 

형무소에 수용되게 되었는데 당시의 형량이 예상외로 

가벼웠어요. 허 영의 노력 덕분이었다는 얘기가 돌았

지요. 얼마 후 종전이 되자 허 영은 정치범인 우리들을 

조속히 석방하도록 재판장이었던 기따 대위와 담판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허 영의 입회 하에 

우리는 곧 석방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허 영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허 영은 종전이 되자마자 소위 <고려독립청년

당> 사건으로 1944년 12월 유죄를 선고 받아 자카르

타 찌삐낭 형무소에 복역 중인 10명의 한국인 군속들

「너와 나」로케 현장인 경회루에서 

출연진과 포즈를 취한 허 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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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석방하기 위해 일본군 내에서의 그의 지명도를 활

용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 10 명에

게 유죄를 선고하였던 제 16군 군법회의 재판관 기따

(木田庫之助) 대위를 찾아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이 패전한 이상 정치범은 즉시 석방하여야 한

다.”고 설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기따 대위는 패

전군 입장이 되어 이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음인지 잘

라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8월 26일 기따 대

위는 허 영을 대동하고 옥중의 조선인 군속들을 모

두 식당으로 집합시켜 카스텔라, 우유, 홍차 등을 대

접하며 이들에 대한 석방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인수할 단체를 내세울 것을 요구하였

다. “지금 여기 계신 히나츠(허 영) 군 등 여러분이 

단체결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단체가 조직되는 대로 당신들의 신병을 그 쪽으로 

인도할 것이다.” 총령(總領)인 이 활(李 活)을 비롯

한 고려독립청년당 수감자 10명은 마음 속으로 쾌재

를 불렀다.

허 영은 동맹통신사 기자 최호진과 군속 대표 1명

을 대동하고 이번에는 제 16군 사령부를 찾아가 자

바에 거주하는 조선인 군속, 위안부, 간호원, 부두 노

무자, 기타 민간인들을 규합할 단체결성 허가를 신

청하였다. 그러나「암바라와 반란」사건 등으로 군

속들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군사령부는 난

색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허가를 꺼리고 있었다. 허 

영은 군사령부 직속의 선전부에 소속되어 일본군을 

위해 연극영화 활동을 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군사령

부를 매일 들락거리며 ‘고려독립청년당 

수감자 석방’과 ‘조선인 민회 조직 허

가’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다. 군사령부는 

결국 군대의 내무규칙과 유사한 회칙을 제

출하는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

렀다. 이렇게 해서 1945년 9월 1일 자로 

자카르타에 <재 자바 조선인 민회(在 爪哇 

朝鮮人 民會)>라는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

으며 9월 5일 허 영을 비롯한 상기 민회(民會) 간부

들은 구금되어 있던 고려독립청년당원 10명의 신병

을 인수하여 왔다.

당시 민회 창설 회원이었고 고려독립청년당원으로 

서마랑(Semarang) 지구 책임자였던 이상문과 김선

기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

이상문; 제 16군 선전부원이었던 허 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헌신적으로 뛰어 다니며 일본 

군정당국을 움직여 끝내 「재 자바 조선인 민회」 창

설을 관철하였지요. 이 민회가 창설되자 귀국을 앞둔 

모든 교민들이 몰려 들어 우리 조선인들의 집합소 역

할을 하며 구심점이 되었지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

낸 허 영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고마움을 갖을 수 밖에 

없게 되었지요. 

김선기; 종전이 되면서 우리 조국도 곧 독립이 될 줄 알

았어요. 그리고 9월 1일 민회를 결성하였을 때 우리도 

곧 조국으로 돌아갈 걸로 믿었죠. 많은 한국인들이 동

남아 곳곳에서 일본군에 복역하였지만 우리는 일본인

이 아니었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

았지요. 허 영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의 요청에 의

해 나는 그에게 한국말을 가르쳤지요. 왜냐하면 소년

시절부터 허 영은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조선인 지원병 훈련소를 직접 

찾아 보는 허 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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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에 진주한 연합군 중 영국군 헤닝(Henning) 소

령이 한국인 담당자로 임명되어 어느 날 민회 사무실

을 찾아왔다. 다짜고짜로 한국인 여자들을 내 놓으라

는 것이었다. 당시 민회에는 간호원과 위안부로 끌려

온 한국여성들이 집단 기거하고 있었다. 민회 회원

들이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 격앙된 어조로 “당신네들은 한국인 위안부

들을 일본군에게 상납하였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지 

않는가?”라며 따지는 것이었다. “일본군들은 한국

여성을 총과 검을 들이대며 강압적으로 데려 간 것

이다. 여태까지 우리는 영국사람들을 신사로 알았는

데 이제 보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몹시 실망하고 

있다. 당신네들은 도대체 일본군과 다른 점이 무엇

인가?”라고 반문하였다. 그 이후부터 이에 대한 보

복이었는지 우리 한국인 군속들은 일본군과 같이 강

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인들은 영

국군에 대해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승자(勝

者)로서 횡포를 부렸으며 한국인들은 패자(敗者)로

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포로감사원 출신 한국인 군속들이 연합군에게 억류

되어 강제노역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자 회원

들은 민회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허 영에게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 영국군을 설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였다. 회원들이 뒷전에서 그를 비난한다는 소식을 전

해 들은 허 영은 어느 날 김선기를 찾아와 눈물을 흘

리면서 읍소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패전군 소속으

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다 똑 같은 처지인데 어

찌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료들간에 비방만 오간다

는 말인가?”라며 개탄하는 것이었다. 허 영은 이 때 

동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

자 열심히 배우던 한국어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

갈 꿈을 접게 된다. “고려독립청년당원 조기석방, 민

회창설 등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이해하

지 못하는데 하물며 조국으로 돌아가 봐야 한국인으

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 것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허 영은 한국인들과

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하고 대신 일본군정 하에서 자

신의 관할 하에 있었던 연극영화계의 현지인들을 찾

아나서 그들의 세계로 숨어들게 된다.

허 영은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

게 되었다. 조국 한국에는 돌아갈 의향이없었고 전

범재판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으로도 돌

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달하게 되자 연극영화인으

로서의 자신의 지적 자산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접목시켜 보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허 영은 인

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후융 박사(Dr.

Huyung)’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연극영화 활동

을 통해 그의 남은 여생을 인도네시아에 바치기로 결

심한다. 그와 교류하였던 현지인들의 증언을 빌면 그

는 불철주야 작업에만 몰두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1946년 1월 화란군이 자카르타에 재 진주하자 인도

네시아 정부는 중부자바 족자카르타로 이전하여 임

모에꼬(元子)가 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허 영이 

자바로 출정하자 하나꼬(花子)는 장남 겐노스케(憲之介)와 

장녀 모에꼬의 양육에 최선을 다한다. 돌이 채 되지도 않은 

딸 모에꼬를 안고 있는 하나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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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시 수도로 정한다. 허 영도 연극영화업계의 현지인 제

자 및 동료들과 같이 족자카르타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 당시 족자카르타에서 허 영의 활동상을 지켜 보았

던 미스바 유사(Misbach Yusa)의 증언을 듣는다.

미스바 유사; 허 영이 기여한 최대의 업적은 그 자신이 

설립한 연극영화학교(Kino Drama Atelier)에서의 

교육과 작품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영화

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데 있었다. 그 이전까지 

대중들은 영화를 예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

었다. 그가 전수한 기법들은 연극영화의 위상을 인도

네시아 문화의 범주 안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그

리고 이것은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허영의 연극영화학교(KDA) 학생대표였고 현재 

자카르타 예술대학장(Rektor Fakultas Film dan 

Televisi)으로 재직 중인 수마르죠노(Soemard-

jono)는 그의 스승이었던 허 영에 대한 소견을 다음

과 같이 피력한다.

수마르죠노; 내가 처음 허 영을 보았을 때의 인상은 바

지 멜빵과 스카프를 두른 멋쟁이였고 그의 헤어 스타

일은 항상 단정하였으며 매우 친절하였다. 그러나 강

의시간엔 무척 엄격하여 중도에 퇴학 당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는 나에게 영화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

대로 가르쳐준 첫 번째 스승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

게 특별한 존재였으며 나는 그를 매력적인 사나이로

서 존경하였다.

수마르죠노는 한편으로는 허 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

각도 가지고 있었다.

족자카르타에서 활동할 당시 허 영은 『여인

(Perempuan)』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는데 이 

작품은 실제로는 영국 작품을 표절한 것이었다. 이 

표절 사실이 알려지자 허영은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하

였으나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던 것이다. 즉 허 

영은 중국 혁명을 주제로 한 『성야(聖夜)』라는 연

극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도 창작물이 아닌 모방작

이었던 것이다. 수마르죠노는 이에 몹시 실망하여 그 

때부터 허 영 곁을 떠나게 되었다.

허 영이 임시정부를 따라 족자카르타에서 연극활동

에 전념하던 시기, 북부 슬라웨시 마나도(Manado) 

출신으로 학교 교사이던 현지여인 안나 마리아 까

룬뚜(Anna Maria Karuntu)를 만났다. 허영의 나이 

40세, 안나 마리아의 나이 24세로 16살의 나이 차이

를 극복하고 이들은 1948년 족자카르타에서 결혼식

을 올렸다. 허 영에게는 재혼이었다. 허 영이 안나 마

리아와의 사이에 두 딸을 남기고 1952년 세상을 떠

났을 때 안나 마리아의 나이는 28세였다. 4년 만에 

과부가 된 것이다. 영화제작에 전 재산을 투입하였으

니 남긴 유산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혼예물로 받은 

금반지 하나만이 아직도 그녀의 손가락에 덩그렇게 

걸려 있을 뿐, 허 영이 남기고 간 물질적 흔적은 어디

에도 없다. 부친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두 

1958년, 모에꼬(元子)가 여고 1학년 여름방학 기간, 당시 모

친 하나꼬(花子)는 육신에 병마가 스며들었음을 감지하자 유

일한 혈육인 딸을 데리고 도꾜 남부 휴양지인 나라가와 겐

(神奈川縣) 오이소(大磯)시를 찾아 딸과 함께 다정하게 해변

가를 거닐고 있다. 그 후 수시로 병원신세를 지다 2년 후인 

1960년, 모친 하나꼬는 신부전증(腎不全症)으로 동경대학 부

속병원에서 눈을 감게 되며 모에꼬는 직계 혈육을 모두 잃어

버린 고아가 된다. 모친 하나꼬가 사망한 나이는 부친인 허 

영이 1952년 자카르타에서 타계할 때와 같은 나이인 43세라

는 짧은 생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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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성장하자 안나 마리아는 남편의 과거 전력을 철

저히 숨기고 두 딸을 키워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갑

자기 한국으로부터 취재진이 들이 닥치자 아버지의 

모국이 한국이란 사실과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

이 두 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짧고 기구한 삶

을 살다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난 아버지의 고행에 북

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취재진의 인터뷰

에 응할 때마다 딸들은 줄곧 눈물을 보이곤 했다. 현

재 허 영의 부인 안나 마리아는 둘째 딸 엘비라 이누

한(Elvira Inuhan, 1950년생)과 함께 자카르타 근교 

땅거랑(Tangerang)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950년에 발표한 영화 『하늘과 땅 사이(Antara 

Bumi dan Langit)/개명 Frieda』는 인도네시아 영

화사상 최초의 키스 씬을 등장시켜 장안의 화제를 불

러 모았던 작품이었다. 이 작품이 뜨거운 사회적인 논

쟁거리가 되었던 것에 반해 작품성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졸작이었다. 주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이다. 혼혈여성과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결합하여 인

도네시아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의도되었으나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특기할 사항은 극중의 화란 혼혈 

여성 ‘후리다(Frieda)’의 처지와  허 영의 실제 모

습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후리다’나 허 영 모두 주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며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전전해 온 허 영

은 조국과 그의 주체에 대한 의문부호를 항상 달고 다

녔던 것이다. 극중에서 후리다는 결국 현지인 아비딘

(Abidin)을 선택하여 인도네시아인으로 살기로 결정

2004년 11월 자카르타 시내 뻐땀부란

(Petamburan) 공동묘지를 찾아 부친 

허 영의 묘소를 참배한 후 자카르타 

시내관광에 나선 모에꼬(元子) 여사.

한다. 허 영은 그 스스로 오랫동안 번민 속에 의문부

호를 달아왔던 그 자신의 주체성을 극중의 ‘후리다

(Frieda)의 선택’으로 답변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허 영은 그 자신의 인생관을 ‘후리다’ 라

는 영화 속에 함축시켜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는 인도네시아를 제 3의 조국으로 삼아 그의 여생 전

부를 인도네시아 연극영화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였

으나 불행하게도 43세라는 한창 나이에 요절하고 말

았다. 그리고 제 3의 고향으로 설정한 인도네시아 수

도 자카르타의 시내 중심부 뻐땀부란(Petamburan) 

공동묘지에 마나도 출신의 장모 ‘이나 리엔 까룬뚜

(Ina Lien Karuntu)’와 합장되어 있다. 그는 비문

상에 출생지를 만주로, 사망지를 자카르타로 새겨 놓

았다. 그러나 그가 교류한 동료들에게는 그의 출생지

를 함경남도 또는 강원도라고 밝혀 왔었다. 그렇다

면 그의 비석에 새겨 놓은 만주라는 출생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아마 이 만주라는 지명은 ‘잃어버린 조

국’인 한국에서의 출생사실 자체를 아예 지워 버리

며 그를 그토록 국제 미아로 떠 돌게 한 제 2의 고향 

일본의 흔적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싶어 의도적으로 

만든 가공의 출생지였을까? 

허 영의 딸 모에꼬(元子)가 여고를 막 졸업하고 19세

쯤 되었을 때 “옛날 옛적에 허 영이 명장(名匠) 기

누가사 테이노스케(衣笠貞之) 감독 밑에서 조감독으

로 일하다 촬영사고를 내어 일본열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모

에꼬는 부친 생존시의 가장 확실한 증인인 기누가사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신청을 하자 노(老) 감독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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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깜짝 놀라며 흔쾌히 모에꼬를 동경자택으로 초청

하여 환대하였다. 비운의 삶을 살다 요절한 자신의 

옛 문하생 허 영 만큼이나 기구한 운명을 대물림 받

고 있는 모에꼬를 보자마자 노회한 명장의 가슴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35년 전의 허 영의 모습

을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의 딸에게서 보는 듯한 환영

(幻影)에 빠져있던 기누가사 감독은 부모로 부터 물

려받은 불운의 멍에를 지고 살고 있는 모에꼬 소녀에

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후 

사회인이 된 모에꼬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나까니시(中西)라는 성(姓)을 가진 평범한 

일본인과 결혼하여 2남을 낳았다. 모에꼬가 여고 1년

생일 때 “예술인과 출세욕이 강한 사람과는 절대 결

혼하지 말 것.”을 생전의 모친으로부터 당부 받았던 

유언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셈이었다. 

필자는 허 영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영화작품을 추적

하기 위해 2006년 6월 자카르타 꾸닝안(Kuningan) 

지역에 소재한 <우스마르 이스마일 영화센터> 도서

관을 뒤지기로 했다. 허 영의 문하생인 우스마르의 

일제 점령기 계민문화지도소(啓民文化指導所) 시절

의 족적을 찾다 보면 허 영과의 관계가 끌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도서관 사서가 보여준 

방명록에 2004년 11월에 허 영의 손자를 자처하며 

이 도서관을 찾아 허 영의 묘소 위치와 자료를 수집

해 간 일행이 있었다. 동경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나

까니시 레이꼬(中村令子), 그녀는 2005년 11월 러

바란 연휴기간에 필자가 허 영의 묘지를 찾았을 때 

바로 그 1년 전에 묘소를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

리고 다녀갔다는 일본에서 온 허 영의 유족과 알리바

이가 일치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허 영과 일본 부인 

하나꼬 사이의 혈통을 잇고 있는 외손자 며느리인 것

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허 영의 후손들도 조상의 뿌

리를 본격적으로 찾아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필자와 

두 번씩이나 스쳐 지나며 서로 각자의 시각에서 ‘뿌

리를 찾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으니 이것도 묘한 인

연이구나 싶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굴곡이 있고 허물이 있다. 그의 전

력이 어찌되었던 간에 엄연한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은 우리들 선인(先人)들 중 한 사람으로서 기구한 운

명의 포로가 된 채 요절하여 이국 땅 우리들 처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잠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명히 인도네시아 연극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개척

자였음을 인도네시아 역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리고 그를 소개하는 인도네시아 문헌상에는 뚜렷하

게 <한국출신 인도네시아 국적자 후융 박사, 한국명 

허 영>으로 그의 국적이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 한국

인 허 영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 오

빠를 모두 잃고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며 이제

는 그녀의 차남 부부를 데리고 그들의 조부인 허 영

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2004년 11월 머나 먼 

이국 땅 이곳까지 찾아왔던 허 영(許 泳)의 딸 모에

꼬(元子, 64세) 여사의 열정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

하며 아울러 여사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P.S.; 부친의 글재주를 이어받은 모에꼬(元子) 여사

는 현재 도꾜에 거주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속적

으로 양친(兩親)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여생을 보내

고 있다. 모에꼬 여사의 암울한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는 부친과 모친의 과거사에 대해 이것 저것 파고드

는 필자의 이메일 인터뷰에 응해 주신 모에꼬 여사에

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다음 호에는 <제 8부 최초의 메리야스 공장을 세운 

유홍배>편으로 이어 집니다.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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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이름을 가진 영화감독 허 영』/ 신

동아 파나비젼 제작, 김재범 연출,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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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정  -  솟대이미지

솟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힌 마을의 신앙대상물로.지역이나 목적에 따라 소

줏대.표줏대.솔대.거릿대.수살목.서낭대 등으로 불린다. 마을의 안녕과 수호, 그리고 풍농을 위하여 마

을에서 공동으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밖에도 전통사회에서는 行舟形地勢(행주형지세;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인 마을에 돛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건립하거나 또는 급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

우기도 하였던 일종의 totem pole이다.

분류상 디지털프린트로 써야 할 김은정의 <솟대이미지>는 금기로 상징되는 솟대라는 원시적 신앙의 수

호물 이미지를 표현의 주제로 하고 있다. 당연히 그럴 것이지만 현실의 어떤 존재라도 그것이 일단 표

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원래의 의미 보다는 그림이 차용한 시각적 언어로서 더 큰 역할의 의미로 

변환되어지게 마련이다. 작가는 전통적 이미지인 솟대의 모양 위에 세마리의 새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특정한 한 곳을 지향하는 일점투시의 순환적 배치로 그려내고있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만이 알고 있을 

모종의 바램과 기다림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의미로 해석된다.

다양한 재질의 텍스쳐로 처리한 하늘을 연상시키는 나무의 재질감이 솟대라는 목재로 된 주제와 잘 어

우러지는 이 작품에는 그의 자연에 대해 거스르지 않은 순리와 관조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솟대이미지   -  digtal  art  printed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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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술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그 대상이 사회이든 개인이든 참으로 다양하고 다르게 작용

하고 해석된다.   추측컨대, 아득한 원시시대에는 문자를 대신한 기록으로서 또 제사나 

중요한 의식의 진행을 돕기위한 시각적 보완수단으로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비교적 문

맹하던 중세에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문자를 대신하여 전달하기도하고, 왕정시대에는 국왕의 업적이

나 귀족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위엄과 부를 과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 미술이 순수한 조형을 그 목표로 지향하기 시작한 것은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으로 

인한 귀족세력의 몰락과 때를 같이한다. 프랑스혁명이라는 역사의 대사건은 오랜 기간 귀족세력들

의 비호에 길이 든 화가들에게는 지지세력인 소위 patron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창작

을 비롯한 인간으로서 삶의 모든 부분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 가야하는 엄청난 충격의 상황을 맞

이 하지만 지난 날의 안락한 삶에 대한 반대급부로 치러야했던 귀족 취향의 제한적 표현으로부터 자

연스러이 벗어나게되는 계기가 되기도했다. 어찌보면 미술이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어온 것은 제작

에 필요한 엄청난 재료비와 작품대금이 주된 원인이었을 수 있다.  주로 천연안료를 사용하던 당시

의 물감값은 재료에 따라 그 무게로 따져서 같은 양의 황금값에 해당했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부를 

소유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고서 그림을 소유하거나 화가에게 그리도록 주문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된 귀족이라는 지지계급(소위 patron), 

누가 과연 길거리에 황금을 뿌려대는 미친 짓을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오래 할수 있을 것인

가?  미술이라는 예술은 인류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필요가 있으면 해

결책은 반드시 있게 되는 법.  같은 시기 인류는 과학의 공헌으로 Mauve(모브; 보라색)라는 제1호 

합성물감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인쇄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Magenta(마젠타;일종의 

분홍색)를 비롯하여 예전보다 훨씬 많은 가짓수의 화학물감들이 만들어진다.  첨단의 테크놀러지는 

미술이 맞이한 유사이래 가장 충격적인 절망의 상황을 화가에게 표현의 자유와 일반 대중에게 그것

을 같이 향유할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낭만주의니 인상주의니 큐비즘이니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술사 상의 이야기는 사실 채 150년도 되지않

는 짧은 시간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인 것이다. 찬양할지어다, 과학의 공헌이여! 

1900년대 후반에 들어 인류는 디지털이라는 과거에 비하여 그 성과를 따져 가히 비교할 바 없는 기

술상의 대진전을 이룬다.  과거의 합성물감이 그랬던 것처럼 빠른 처리속도를 구사하는 컴퓨터는 물

감이 아닌 빛이라는 매체(media)를 써서 모니터상에 회화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게 한다. 

디지털아트로 불리는 새로운 미술은 종래의 모든 기법을 표현 기능하게 하며 키네틱에서나 가능하

던 움직이는 그림도 만들어 내고 손에 잡힐 것같은 삼차원의 영상도 만들어 낸다. 웹(web) 상에서 

서로 공유할수 있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원한다면 수백, 수천장이라도 프린트해서 손

으로 만질 수 있고 벽에 걸 수도 있다.  특히 R,G,B 세가지 단색광으로 조합되는 모니터로 1600만 

가지의 다른 색을 분리하는 기능은 그 어떤 인쇄물이 재현할 수있는 것보다 정확하고 우수한 색상

을 구현한다.                 

편리함과 행복지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인류의기술은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발

전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디지털아트는 기술이 가능하게 한 미술의 혁명이다.    

                                                                  朴 興 植 . 畵 家 artph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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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한국의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간접 책임

을 진다고 되어 있다. 주주는 출자금액(주식)을 한도

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며, 회사에 대하여 출자 의

무만 부담하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회사 채권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

으며, 간접 책임이란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

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주주의 출자액으로 구성된 회

사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한국 주식회사

의 주주는 확실하게 유한 책임으로 상법의 보호를 받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

은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주주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네델란드 식민통치 시대인 

1848년부터 발효한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주주

의 책임은 한국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이었으나, 1996년에 주

식회사법(1995년 법률 제1호)이 발효되면서 주주에

게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제 개정의 결과로 

많은 주식회사의 주주의 수가 최소 인원으로 줄어들

었다. 그 전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후견인 혹

은 그들의  대리인을 실제적인 출자 없이 정관에 주주

로 등재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주식회사법이 

발효되고 주주에게 무한 책임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으로 제도가 바뀌자 실제 출자자만 정관에 남기고 정

관에서 그 이름들이 다 사라졌다. 일부에서는 실제 출

자자마저 주주명단에서 빼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나 가족을 정관상에 주주로 등재하고 본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는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이사회원으로 등

재하지 않고 법적 책임이 비교적 작은 감사로 등재해

놓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주주의 무

한책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주주들이 무한 

책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미리 차단시키겠

다는 의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과 

거래는 사전에 신용조사 및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하

고 매사를 조심스럽게 헨들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경영을 

맡고 있는 사장의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유사시 

채권자가 주주와 사장에게 취할 수 있는 제도상으로 

가능한 법적조처를 설명한다. 

1. 회사의 종류 및 사원(사주.주주)의 책임

상법전에서 회사는 3종류로 한정하여 분류하고 있다. 

사주의 책임이 직접 책임인지 간접 책임인지 유한 책

주주와 사장의 책임(1)

자료제공 :변호사 . 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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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사장의 책임(1)

임인지 무한 책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Fa(

Perseroan Firma), CV(Perseroan Komanditer 혹

은 Commanditaire Venootschap) 및  PT(Perseroan 

Terbatas)로 구분하고 있다. 식민통치 시대에 설립

된 NV(Naamloze Vennootschap) 혹은 SA(Societe 

Anonyme)는 PT와 같은 의미이다. 상법전에는 회

사를 이상 3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전에 의한 

Maatschap(Persekutuan Perdata)라는 형태의 회

사가 있으며 조합법에 의한 Koporasi 라는 형태의 회

사가 있다.

 1.1. Fa는 합명회사이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불할 수 없을 때에

는 모든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변제할 자력이 있을 때에는 사원은 책임을 지

지 않는다. 회사에 회사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을 때에 

사원은 무한 책임, 직접 책임, 연대  책임, 보증적 책

임 및 보충적 책임까지 진다. 합명회사의 채무 변제의 

1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회사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술한 2차적인 책

임이 사원에게 있다는 뜻이다. 회사 채권자는 회사가 

채무 변제 불능 시 각 사원에게 연대적으로 채권 전액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 미지불시 회사 및 전 사

원에 대하여 동시에 파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사원

이 회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CV는 합자회사이다. 

CV는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된다.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만 하고 회사 경영에 관

여하지 않는 사원으로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의 영업권이나 회사 대리권이 없는 

사원이다. 유한 책임 사원은 유한 책임 사원이라는 사

실을 정관에 기재하고 회사의 경영에 여하한 형태로

도 관여를 하지 않아야 유한 책임의 보호를 받는다. 회

사 이름으로 된 서류(“예”를 계약서, Invoice, 은행

업무 관련 서류 등)에 서명을 하거나 회사의 상호로 

거래를 하면 장관상에 신분 변경을 기재하지 않더라

도 그 신분이 유한 책임 사원에서 무한 책임 사원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하고 회사 경

영에 참여한 사원을 뜻한다. 무한 책임 사원은 합명 회

사의 사원처럼 무한 책임, 직접 책임, 연대 책임, 보증

적 책임 및 보충적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사원은 출

자 의무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 출자액의 일부

를 미출자한 경우에는 미출자액까지 유한 책임을 진

다는 뜻이다. 회사가 채무 변제 불능 시 채권자는 회

사 및 무한 책임 사원에 대하여 동시에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3. Maatschap(Persekutuan Perdata)은 연합회사

이다.

민법전에 규정된 회사로 변호사, 의사 혹은 공인회계

사 등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금전, 설비, 전문지식 혹

은 노력을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는 형태가 많으며, 한 

멤버의 법률행위를 다른 멤버가 승인 시에는 연대 책

임이 있으나 다른 멤버의 승인을 얻지 않고 행한 법

률행위는 해당 멤버가 책임을 지는 특이한 형태의 회

사이다.        

 1.4. Koporasi는 조합회사이다.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써 소지역 단위, 직

장 단위, 업종단위 등으로 최소 회원 20명으로 설립

되는 경제적으로 강하지 않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연인들 혹은 법인조합이 설립하는 회사이다. 서민 

경제개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정부 조직에 Kop-

erasi 담당 장관을 두어 Koperasi 육성에 상당한 비

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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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T는 주식회사이다. 

1996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발효로 상법전에 규정

된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 실효됐다. 주식회사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명한다.      

2. 주식회사의 개념과 설립

주식회사란 2인 이상의 설립인(주주)이 계약으로 출

자와 영리사업을 영위를  약정하고 회사의 자본을 주

식으로 세분화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관계 법규

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자격을 취득한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단체이다. 설립인은 자연인뿐만 아

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

인 및 외국법인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

나 법인이 아닌

단체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이 출자액 한도이므로 

회사가 잘 못 됐을 경우에 주주의 책임이 유한이며, 주

식이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매매가 자유로우

며, 회사 존재의 계속성이 더 높으며, 추가 자금이 필

요시에는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

게 자금 공급이 가능하며, 전문가를 고용하여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

로 세제면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즉, 이익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금을 주주에

게 배당하면 주주는 다시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 소

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도 반드시 공증

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해야 하며 법인자격을 취득하

고 등록하는 일등 더 번잡하고 소요 경비가 더 들어 

간다. 매년 주주총회에 전년 경영실적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회사의 대부분의 비밀이 공개되는 불리

한 점이 있다.

2.1. 주식회사의 종류

주식회사의 사업허가서를 기준하여 일반 주식회사

(PT Non Fasilitas/BRO),

내자투자 주식회사(PT PMDN), 외자투자 주식회사

(PT PMA) 및 국영회사(PT Persero)가 있다. 일반 

주식회사 혹은 내자투자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는 내

국인에게만 허용되며, 외국인은 외자투자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만 허용되며, 투자법상 외국인에게 투자가 

개방된 일반 주식회사 혹은 내자투자 주식회사의 주

식을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취득할 수 있다. 외국

인이 일반 주식회사 혹은 내자투자 주식회사의 주식

을 단 1(한)주라도 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신분이 외

자투자 회사로 바뀐다. 그러난 정부에서 투자규제 완

화를 위하여 외자투자법과 내자투자법을 폐기하고 새

로 투자법을 제정하여 내자투자 회사와 외자투자 회

사 간의 제도적인 차이를 없에고 제도상으로 같은 신

분을 만들겠다고 투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

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 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

면 일반투자, 내자투자, 외자투자의 구분이 없어진다

는 이야기이다.

 2.2. 설립 

법정 최소 공칭 자본금은 2천만 Rupiah, 발행 자본금

은 최소 공칭 자본금의 25%, 불입 자본금은 발행 자

본금이 50%이다. 그러나 법인자격 취득 조건이 발행 

자본금이 다 불입되어 있어야하는 조건이므로 현실적

으로는 발행 자본금 = 불입 자본금이 바람직하다. 외

자투자의 경우 법정 최소 투자액은 없으나 투자 업종, 

제품, 생산능력 등을 심사하여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화 천만불 

투자 규모이면 이 회사의 최대 공칭 자본금은 천만불, 

최소 공칭자본금은 2백5십만불, 최대 발행 자본금은 

천만불, 최소 발행 자본금은 2백5십만불이며, 최대 불

입자본금은 천만불, 최소 불입자본금은 1백2십5만불

이다. 공칭 자본금 천만불에 발행자본금 2백오십만불 

불입자본금 2백5십만불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설립

인이 준비한 정관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면 회사가 

설립이 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외자투자 회사는 투

자가(주주)가 먼저 정부에 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여, 심사를 받고, 외자투자 승인서를 받아, 이 외자

투자 승인서를 근거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나 

일반 주식회사나 외자투자 회사는 먼저 회사를 설립

하고 그 다음에 사업허가서를 받는다.

 2.3. 정관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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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외국어로 작성을 금하며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로 작성해야 한다. 주식회사법에 자본금 표기는 Ru-

piah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자투자 회사의 자본금 

표시는 Rupiah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US$로도 표시

하여 액면 가액 보호가 필요하다. 외자투자 회사 중에 

US$ 표기없이 Rupiah로만 표기된 회사들이 더러 있

으며 설립자 혹은 공증인의 무지의 결과로 주주가 손

해를 본 경우이다. 법인 자격 취득을 위해 정관에 기

본적으로 넣어야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은 설립자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주소, 국적, 업종, 법적

소재지, 회사존립 기간, 주주의 성명, 자본금, 발행된 

주식의 수량, 액면가액, 불입 자본금, 주주총회 개최

장소, 개최 방법, 이사회원 및 감사의 선출방법, 해임

방법, 이익금 이용 방법, 배당 방법, 최초 이사회원 및 

감사의 구성,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주소, 국

적  등이다.    

 2.4. 정관 승인, 회사 등록 및 설립 공시    

회사를 설립 후 구좌를 개설하여 출자금을 불입하고 

법무부에 정관 승인을  신청한다. 법무부에서 정관 승

인 여부 법정시한은 60 일이나 대게 1달 정도면 나온

다. 전에는 Mannual 로 처리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

으나 3년 전부터 컴퓨터로 On line 처리되고 있다. 법

무부에서 정관을 승인하면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회사 등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공국에 회

사를 등록하고, 관보에 회사설립을 공시한다. 정관 승

인, 회사등록 및 공시가 끝나야 회사는 비로소 법인자

격을 취득한다. 회사는 생물학적인 기능이 없이 자연

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법인

이 되며 주주와 이사회원 및 감사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 책임으로 

바뀌고 법인이 되면 회사 명의로 부동

산의 소유도 가능해진다.

 2.5.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된 회의체 기

관으로 회사의 기본 조직 및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사의 

최고 기관이다. 그러나 소유 경영 분

리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가 직접 회사

주주와 사장의 책임(1)

를 경영하는 것은 금하며 반드시 경영진과 감사진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사를 경영

하게 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법과 회사의 정

관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회사의 

최고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결의를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회의체 

기관이므로 소집이 필요하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주주 100%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이나 개최 

없이도 결의가 가능하다.

 2.5.1.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에는 연례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있

다.  연례 주주총회란 이사회가 매년 한 번씩 의무적

으로 개최해야한 주주총회이다. 이사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

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i) 대차대조

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ii) 그룹회사인 경우 

그룹 전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iii) 경영 상황 보고 및 실적 보고 iv) 회사의 주요 활동 

및 변화 v) 문제점 및 그 영향 vi) 회사의 활동에 영향

을 미친 지난 1(일)년간 발생한 문제점의 상세한 내

역 vii) 이사회원 및 감사 명단 viii) 이사회원 및 감사

의 봉급 및 수당.

진출기업 중에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지난 년도 경영실적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경영 

손익 책임을 회사에게  인계시키는 회사의 수보다 그

렇지 못한 회사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경

영결과에 대하여 연례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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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사회가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지도록 인도네시

아 주식회사 법은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경영책임을 

엄하게 요구하고 있다.

     

 2.5.1. 소집권자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리이나 정관

에서 정한 경우에는 감사에게도 소집권이 있다. 이사

와 감사 이외에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권이 있다. 

발행주식 액면 금액의 10(십)% 이상을 보유하고 있

는 1(일)인 혹은 수인의 주주는 안건을 제시하고 이

사회 혹은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주주의 정당한 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이

사회가 30(삼십)일 이내에 개최하지 않으면, 해당 주

주는 회사를 관활 하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당 주주의 청원에 의거하

여 지방법원장은 주주총회의 소집, 개최, 진행, 성원 

요건 및 의결 요건을 주식회사 법 혹은 정관에 규정된 

요건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주주 간에 분쟁으로 인

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주 측에서 주주의 정

당한 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 방법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5.2. 소집시기

연례 주주총회는 아무리 늦어도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의무사항인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

으면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주주는 이사회에게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3. 소집절차 

이사회에서 소집을 원칙으로 하나 상술한 2.5.1.항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소집한다. 소집은 소집장 발송

일과 주주총회 개최일을 제외하고 14(십사)일 전에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각 주주의 주소로 등기우편으

로 발송한다. 주식회사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은 반드

시 두 개의 일간지에 주주총회 개최 공고를 하도록 되

어 있으나 많은 비상장 법인도 신문에 공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장에는 개최 일자, 시간, 장소, 안건을 

명시해야 하며 안건의 

내용을 소집일로부터 개최일까지 회사 사무실에 준

비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연례 주주총회인 경우 지난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소집일부터 사무실에 준비

하고 요구하는 주주에게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2.5.4. 주주총회 의장

대표이사(사장)가 주주총회 의장을 맡는 것이 원칙

이나 유고시에는 다른 이사회원, 감사, 주주의 순으로 

맡으며,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최 시에는 

허가서의 내용에 따른다. 청원서를 낸 주주가 청원서

에 자신을 의장으로 정해달라고 청원하고 지방법원

에서 청원서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의장이 

된다.     

 2.5.5.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주식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ii) 자사 주 

매입에 관한 사항 iii) 증자에 관한 사항 iv) 감자에 관

한 사항 v) 거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vi) 

이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vii) 이사회원 및 감사의 선

임, 해임 및 직무 분장에 관한 사항 viii) 회사 재산 양

도 및 담보에 관한 사항 ix) 합병에 관한 사항 x)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xi) 파산에 관한 사항.    

(다음 호에 계속)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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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편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공격하라, 그것도 단 한 방으로 - 원앙

JIKS 교사 이상기

 복수에도 급수가 있고 차원이 있다. ‘눈에는 눈, 이

에는 이’의 방식. 이것은 굳이 차원이라고 할 수 없

다. 다만 통쾌하기는 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화근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남기

기 때문에 또 다른 복수의 빌미를 줄 염려가 다분하

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한 방법

으로 애용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두 발로 걷는 

동물인 사람이란 것도 그리 고차원적인 존재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래도 차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

다. 아군인 척 알고 있다가,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한 말을 뒤늦게 후회하게 하는 방법. 다만 이럴 때는 

상대방이 철저히 속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오 왕 

합려가 전왕 요의 아들 경기를 죽이는 모습을 보라. 

 오자서는 자신의 원수를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하

여 야심이 가득한 공자 광을 왕위에 올릴 필요가 있

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 왕으로 있는 요를 죽

여야 하였다. 그래서 왕 요는 오자서의 의동생 전제의 

꾀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공자 광에게서 왕 요를 죽

일 명분과 의도를 들은 전제가 마른 기침을 하고 묻는

다. “요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공자 광이 말한다. 

“그는 양념을 발라 잘 구운 생선을 좋아한다.” 전

제,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어디를 좀 다녀올까 합

니다.” “어디를 다녀온다는 말인가?” “생선 굽는 

기술을 배우러 갈까 합니다.” 행방도 말하지 않고 전

제는 집을 떠난다. 그가 간 곳은 태호(太湖). 태호에

서 그는 3 개월 동안 생선 굽는 기술을 배운다. 3 개

월이 되자 그의 생선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솜씨

를 칭찬했다. 그만하면 되었다고 판단한 전제가 태호

에서 돌아오자 합려는 그에게 ‘어장(魚腸)’이라는 

단검을 내린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전제는 공

자 광의 뜻을 알았다. 

 집에 돌아 온 전제는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 앞에서 그

저 울기만 했다. 어머니가 묻는다. “왜 그리 우는 것

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공자께서 어려운 일을 맡기

시더냐? 그 분에게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그 분이 바라는 것을 해 드려야 한다. 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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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는구나. 물을 떠오너라.” 

전제가 물을 떠오는 사이, 어머니는 목을 매어 자살을 

한다. 전제는 통곡했다. 

 오자서가 공자 광에게 계획을 말한다. “대저, 새를 

잡기 어려운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부터 요의 날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요의 숙부인 엄

여와 장군 촉용에게 이웃 초 나라를 치게 하고, 아들

인 공자 경기를 다른 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사자

로 천거하십시오. 공자께서는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삔 것처럼 하여 출전하지 마십시오.” 오 왕 요

는 그것이 계략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날개나 다름없

는 심복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공자 광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삔 것처럼 하여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요를 직접 출전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공자 광은 승전

을 기원하는 잔치를 집에서 베풀고 요를 초대한다. 그

러나 요는 신중한 사람. 아니면 조심성이 많거나 겁이 

많은 사람. 쇠로 된 갑옷을 세 벌이나 걸치고서도 왕인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는 사람은 철저한 몸수색은 물

론이고 호위병의 감시를 받으며 무릎 걸음으로 걷도

록 하였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자 공자 광은 옷을 갈아 

입겠다며 자리를 빠져 나왔다. 시작하라는 신호. 

 전제가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해 만든 생선 

요리를 가지고 들어 왔다. 그도 철저히 몸수색을 당

했고, 호위병의 감시를 받으며 무릎으로 걸었다. 칼

은 보이지 않았다. 생선을 내려 놓고 전제는 생선을 

뜯어 놓는 척하였다. 그러다 생선의 뱃속에 감추었던 

비수 ‘어장’을 꺼내어 요를 찔렀다. 전제는 힘도 장

사였다. 어장은 세 겹이나 되는, 쇠로 된 갑옷을 뚫고 

요 의 등 뒤에까지 칼날이 빠져 나왔다. 

요는 고함 한 번 지르지 못

하고 나자빠졌다. 그러

나 왕을 죽인 전제

도 요의 호위병

에게 난도질을 

당하여 그 자리

에서 죽었다. 

이 아수라장

을 공자 광의 

군사들이 간단

히 제압하고 드

디어 광은 왕위

에 오른다. 때마

침 촉용과 엄여도 

싸움에 패하여 달아나

고 만다. 근심거리는 이제 

경기 한 사람 뿐.

 경기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고, 

군사를 조련하고 있었다. 경기를 죽이기 위하여 오자

서가 합려(공자 광은 왕이 된 후 스스로 ‘합려’로 

이름을 바꾸었다.)에게 다시 한 사람을 천거했다. 그

는 천민 출신인 ‘요리’(要離)라는 사람이었다. 그

러나 합려는 요리를 보자 크게 실망하였다. 체구가 왜

소하여 힘을 쓰지도 못할 뿐 아니라, 특별한 재주도 없

어 보였기 때문이다. 왕이 실망하는 빛을 얼굴에 드러

내자, 요리가 나서서 말했다. “저의 가족을 모두 역

적으로 몰아 죽이시고 소인의 오른 팔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경기는 틀림없이 저를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합려는 놀

랐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찌 죄없는 사람의 팔

을 자르고 그 가족까지 죽이란 말이냐?” 요리가 달

콤한 말로 합려를 감동시킨다. “왕께서 근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신하의 죄입니다. 저는 다만 나라에 충성

할 뿐입니다.”

 다음 날, 합려는 요리에게 역적의 죄를 씌웠다. 요리

는 왕을 비난하며 무죄를 주장하다가 팔을 잘린 채 감

옥에 갇혔다. 그리고 가족도 모두 죽음을 당했다. 오

자서는 요리를 변호하다 한탄을 하며 자리를 떴는데, 

이것이 연극임을 아는 사람은 이들 다섯밖에 없었다. 

셋이 아니라 다섯이라고? 참, 생각 좀 해 보라. 아, 천

지(天知), 지지(地知), 자지(子知), 아지(我知)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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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가 오자서까지면 다섯 아닌가? 재미 없는 숫자 놀이

는 그만하고, 그 날 밤중, 감옥에 갇혀 있던 요리는 탈

출하여 경기에게 달아났다. 경기는 처음 요리를 의심

했으나 상황을 알아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신은 팔을 잘리고 가족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지 않

나? 이후, 요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경기는 요리

와 함께 군사를 조련하고 복수에 대한 계획을 점검

해 나갔다. 

 드디어, 3 개월 후, 경기는 군사를 이끌고 배에 올랐

다. 경기와 요리는 맨 앞에서 선단을 이끌었다. 점차 

배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뒤에 따르는 배와도 거리가 

생겼다. 어느 한 순간, 요리는 바람을 향해 서 있다가 

몸을 돌리면서 힘차게 경기의 배를 창으로 찔렀다. 창 

날이 경기의 등까지 삐어져 나왔다. 그러자, 그의 배

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경

기는 역시 대단한 장사였다. 

 그는 중상을 입었으면서도 요리를 두 손으로 잡고는 

물 속에 세 번이나 쳐박았다가 꺼내고는 자신의 배 

위에 앉혔다. 그리고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

다. “참, 대단한 용사 아닌가? 감히 나를 찌르다니.”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요리를 죽이려 하자, 경기는, 

“하루에 두 명의 용사를 죽게 할 수는 없다. 이 자는 

용사다. 죽이지 말고 살려서 보내 주어라. 공을 세운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치자 경기는 푹 허리를 꺾으며 앉은 채로 숨을 거두

었다. 부하들은 요리를 살려 주려 하였다.

 그러나 요리는 살기를 거부했다. 경기의 부하들이 말

했다. “무엇 때문에 굳이 살 수 있는데도 죽으려 하

는 것이오?” “나는 자신의 몸은 물론 가족의 목숨

에도 미련이 없는 사람이다. 하물며 부귀 영화리오?” 

“그래도 사는 게 더 낫지 않소?” 그러자 요리가 비

감하게 말했다. “나는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죄를 지

었다. 왕을 돕기 위해 전왕의 아들을 죽였으며, 일을 

하기 위해 죄없는 가족을 모두 죽였다. 뿐이냐, 내 자

신의 팔도 잘랐다. 이는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나라

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목

을 가지고 가서 사실대로 고하여라. 상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말을 마치자, 요리는 스스로 제 목을 찌

르고 죽었다. 

 원앙과 조착은 한(漢) 나라가 차츰 안정을 찾으면

서 등장한 관료들이다. 그러나 둘은 견원지간이나 마

찬가지였다. 어느 곳에 원앙이 나타나면 조착이 자리

를 떴고, 조착이 나타나면 원앙이 자리를 피할 정도였

다. 둘은 서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 방에 날려 버

릴 기회를.

 원앙은 유학을 정치의 실제에 적용시켜 나간 인물이

었다. 어떤 정책이든 유교의 이론에 맞추어 그 허실을 

지적해 나갔으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자신을 내세우

지 않고 장단점을 세세히 열거하여 황제가 판단을 내

리도록 했다. 한 번은 회남왕이 벽양후 심이기를 철퇴

로 때려 죽인 일이 있었다. 회남왕의 오만방자함을  여

러 번 지적해도 시큰둥하던 황제는  일이 터지고 나서

야 그를 귀양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원앙이 말렸

다. “회남왕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너무 연로하여 처

벌을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

기면 폐하께서는 동생 하나도 포용하지 못했다는 비

난을 받을까 염려 되옵니다.” 그러나 황제는 듣지 않

았다. 그런데 염려한 대로 회남왕은 귀양을 가던 도중

에 죽고 말았다. 밥을 먹던 황제가 놀라더니 자신의 잘

못을 한탄했다. 그러나 원앙은 그것이 황제의 잘못이 

아니라 호송하는 관리의 잘못이라며 위로했다. 황제

는 그 말에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처럼 처음에 황제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으나 언제나 너무 직접적이고 

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점차 멀리하게 되었다.

 조착은 개혁가였다. 제후의 영지를 삭감하고 법령

을 엄격히 적용하여 대신들의 잘잘못을 바로 잡아 나

갔다. 특히 태자로부터 ‘지혜 주머니’로 인정받다

가 그 태자가 경제(景帝)로 즉위하게 되자 조착도 무

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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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하는 사람은 황제뿐, 나머지는 모두 이를 갈고 있었

다. 마침내 걱정이 된 그의 아버지가 조착을 찾아왔

다.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온

통 너를 비난하고 있으니 그래서야 목숨인들 온전히 

보전할 수 있겠느냐?” “이는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중도에 그만 둘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우

리 집안은 망해도 좋다는 말이냐?” 실망한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 때, 오왕 비가 반란을 일으켰다. 조착은 이 일이 원

앙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하든 그를 법

으로 옭아 넣으려 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그를 조사

해 죄상을 밝혔으나 황제는 파면만 했을 뿐 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놈을 다

시 조사해서 끝장을 보아야 해.” 그러자 부하들이 말

했다. “이미 저들이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고 있는

데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합니까? 어서 대책이나 세우

시지요.” 그러나 당장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 넣을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을 원앙도 알았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위

태롭다는 것을 알고 두영을 찾았다. 두영도 조착에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원앙이 말했다. 

“이 일을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황제를 만나게 해 주시지요.” 황제를 

만난 원앙이 말했다. “지금 적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예, 저들은 반란의 

구실로 간신배 제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들의 표적이 되어 있는 간신 한 명만 내주신다면 반란

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신하를 벌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오나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잠시 고민하던 황제가 고개를 끄

덕였다. 

 얼마 후, 명을 받고 입궐하던 조착은 관복을 입은 채

로 처형되었다. 나라를 위한 정책을 세우면서도 자신

의 목숨을 건지지는 못했던 것이다. 또한 원앙도 자객

이 경고를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고 돌아 

오던 중 미행하던 또 다른 자객에게 목숨을 잃었다.  

남을 죽일 방법은 세 치 혀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

었으나 그 또한 화를 부르는 문이었던 셈인가? 이들

의 화는 모두 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수

준으로 치면 원앙이 그래도 좀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예 하나를 보자. 

 원앙이 오 왕에게 보내진 적이 있었다. 오 왕은 포악

하고 비위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에게 보내 죽

게 하자는 조착의 계략이었다. 원앙의 성격상 오 왕의 

비위를 맞추기도 어렵고 또한 그의 잘못을 묵과하지

도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카가 원앙

에게 말했다. “이제 오 왕께 가시면 이것저것 지적

하거나 간섭하지 마시고 그저 술이나 드시면서 시간

을 보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을 하

지 않는 것은 좋지 않으니 가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고 한 마디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공연히 시

시비비를 가리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테니까요.” 그

래서 원앙은 오히려 오 왕의 곁에 있으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다.         

 똑똑하다는 것, 누구도 그와 논쟁을 벌여 이기지 못

하고 꼬리를 내리고 만다는 것은 그리 자랑할 만한 일

이 아니다. 상대방은 그에게 설복당하여 자리에서 물

러난 것이 아니라 그의 고집과 독선에 기가 질려 입을 

다물고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을 달리 말한

다면, ‘저 혼자 잘났으며, 제 잘 난 멋에 빠져 있는 독

불장군’ 이라는 비난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 물론, 아주, 진짜, 정말로 잘 난 당신이야 

절대 수긍하고 싶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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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제 125호)에서는 자바의 전통 민속극 와양 (wayang) 혹

은 링깃 (ringgit) - 링깃은 와양과 동의어로서 자바의 낮은 신분

이 사용하는 ngoko언어임 - 과 전통연주단 가멜안 (gamelan)에 대

해 살핀다. 

            

와양은 그림자라는 의미다. 와양극은 신비스런 모양들을 갖

는 여러 형상의 가죽 인형 그림자 (wayang kulit)를 등장시

켜 인간 변사 혹은 화자 (dalang; narrator)가 각 형상의 행

동과 생각을 대변하는 극이다. 와양극이 공연될 때는 반드시 

가멜안 연주단이 동반한다. 

지금은 자바의 전통극이나 전통음악을 누구든지 관객이 되

어 극예술 혹은 음악예술로서 즐길 수 있지만 그런 전통극과 

전통음악도 수십년 전--더 오래 전의 자료는 입수하지 못

해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에는 도회지, 읍내에서 소위 지

방의 상류층 priyayi (쁘리야이)가 아닌 서민층 tiyang alit 

(띠양 알잍)이 대다수의 관객이 되어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다. 지방의 상류층 priyayi 즉 지방 관공서에서 근무했던 공

무원들은 서민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얻어 행

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밤의 시장터 극무대를 찾아 

전통연주단 가멜안이 흥을 돋우는 가운데 공연된 전통극을 

감상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자바의 전통극은 자바의 낮은 신분이 

쓰는 언어 ringgit이라는 표현 자체가 암시하

는 것처럼 자바의 도회지, 읍내에 사는 낮은 신

분의 서민층이 주로 즐겼던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가멜안 악단 (gamelan)과 

더불어 와양 인형극 (wayang puppet dra-

matic art)은 이제 priyayi들이 즐겨 찾는 여

가 선용처가 되었다.    

밤 시장터 (night fairs; pasar malam)의 전

통극: 자바의 전통극은 중부 자바 네가리

궁 (Negarigung) 지역, 동부 자바 만차네

가리 (Mancanegari) 지역 그리고 수라바야 

(Surabaya) 지역 등 세 지역을 중심으로 발

전해 왔다. 각 지역에 따라 전통민속극이 불리

우는 명칭도 각각 다르다. 이를테면, 링깃 띠

양 빵궁 ringgit tiyang panggung, 께또쁘랔 

ketoprak 그리고 루드뤀 ludruk 등이다. 그러

한 전통민속극은 밤의 시장터 무대에서 공연

되었다. 적도지역에 위치한 자바에서 낮의 불

빛 더위를 피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시원하게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생태와 문화 시리즈(8)

글: 김용. UKI 교수.영문학

자바와 자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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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밤 시간에 시장터에 극무대를 가설

한 상태에서 서민들은 전통 민속극을 신명나

게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자바의 와양 (wayang)극 혹은 링깃 (ring-

git)극: 자바 문화 속에서 와양극이 지닌 영향

력에 관해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와양극

은 강한 종교적 신화 요소를 갖고 있어서 자

바 전역에 걸쳐 전체 자바인이 와양극의 내용

을 새겨듣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다 (An-

derson, 1965, p. 5).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는 동

의할 수 없는 견해다. 두 번째로, 자바인들 가

운데 화이트 칼라 즉 배운 자들 그리고 가진 

자들은 거의 10퍼센트에도 미치지 않는 선에

서 앞에서 지적한 견해를 따른다는 통계가 있

고 노인들은 근 20퍼센트 정도가 와양극이 제

시한 생활의 원리를 유념해 듣는다는 것이다. 

(Koentiaraningrat, 1990, p. 286). 

세 번째, 어떤 와양 민속 인형극의 스토리들

은 종교적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 그런 와양 인

형극이 하나의 종교적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

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를 위시

해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접할 수 있는 민속

극 또는 민속음악이 종교적 요소를 내포한 것

처럼 보일지라도 그 민속극 (drama)과 민속

음악 (music)이 종교적 체계 속으로 함몰되

지 않고 각자 독자적인 예술의 세계로 승화되

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Koentiaran-

ingrat, 1990, p.287).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

실은 전통 와양극과 회교와는 전혀 관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바의 농촌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와 무관한 전통 와

양극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들을 수용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바의 와양극은 민

속 예술의 한 형태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통 

민속극이라 하겠다.    

자바의 전통 와양극의 종류: 자바의 와양극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6가지 종류로 분류 된다. 

1. ringgit purwa 

2. ringgit gedog 

3. ringgit golek 

4. ringgit klitik 혹은 krucil 

5. ringgit beber 

6. rigggit madya. 

이제부터 각 와양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자바 와양극 

중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ringgit purwa 극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본다. . 

1. ringgit purwa - 가장 인기 있는 와양극이다. 이 극은 중

부 자와의 궁중 센타에서 기교적 

차원 면에서 민속 예술로부터 궁

중 예술로 발전을 거친 극의 종류

다. 대 서사시 Serta Rama (Ra-

myana) 및 Bratayuda (Ma-

habharata)에서 이야기의 줄거

리를 취했다. 이 극에 대해서는 

각 극의 종류를 약술한 후에 본

고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겠다. 

2. ringgit gedog - 가죽 인형

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줄거리

는 동남아시아의 Panji 서사시에서 취하였다. 이 극은 ring-

git purwa처럼 기교 차원에서는 발전했지만 자바사람들에

게 인기가 덜하다. 

3. ringgit golek - 이는 수평, 수직, 공간을 활용하는 목

재 인형극으로 ringgit gedog보다는 인기가 더 높다. 줄거

리는 Menak 이야기에서 취했다. 자바의 Bagelen 마을에서

는 ringgit purwa만큼이나 인기가 있다. 서사시에서 nar-

rator역을 맡는 것과 유사한 역할의 와양인형극 변사를 

dalang이라 부른다. 이 극의 극중 인물이 보다 유연성을 지

자바와 자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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녔기에 관객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다. 

4. ringgit klitik 혹은 krucil - 평면 목재 인형극으로서 움직

이는 가죽 팔을 지녔다. 줄거리는 Panji 서사시의 내용을 갖

는다. 현재 이 종류의 와양극은 공연되지 않고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 

5. ringgit beber - 이 종류의 와양극은 현재 자취를 감추었

다. 여기서도 이야기 변사가 등장하여 길이가 긴 천 혹은 가

죽 혹은 종이에 그린 그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극이다. 긴 천, 가죽, 종이는 양쪽에 세워둔 지탱 막대기에 감

으면서 극이 전개되었다. 

6. rigggit madya - 이 명칭은 19세기 서사시 혹은 20세기 

역사적 사건들에서 착상을 얻어 만들어진 극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여러 극들이 포함된다. 즉, Yogyakarta 왕

장 인기가 높다. 자바의 와양극에 대한 네덜란

드 학자들의 연구서를 보면 ringgit purwa가 

지닌 고전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이는 10세기 

경으로 그 기원을 잡고 있다 (Holt, 1967. p. 

128). 그러나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자바 민

속 와양극을 자생적인 극으로 보며 인도 혹은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문화가 아님을 주

장한다 (Rassers, 1922, 1925, 1931). 그들

의 주장은 자바 와양극이 자바인의 선사시대 

토댐사상의 시원의식 (initiation ritual)에 토

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인기가 높은 자바 전통 민속 와양극 

ringgit purwa는 그 구성 내용은 이렇게 시

작한다. Panji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잃어버

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이

는 곧 자바인의 선사 시대에 반쪽 조상의 시

원 (the initiation of the prehistoric moiety 

ancestor of the Javanese)을 상징한다고 보

는 것이다. 극 속에서 반쪽을 잃어버린 조상이 

다른 반쪽을 찾는 과정이 연출되는데 ringgit 

purwa의 변사 (화자)는 극 중 의식에서 대제

사장 역할을 맡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이 세상에서 나타난 곰이 짝을 이루어 그 사

이에서 단군이 태어났다는 우리의 단군신화

는 자바 조상의 반쪽 조상 신화와 동일하지

는 않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반쪽을 찾

았다는 신화의 틀이 자바의 조상 신화와 유사

한 패턴을 지녔음을 엿볼 수 있다. 각 민족마

다 고유하게 내세우는 미확인된 민족 신화는 

상징 (symbol)의 해석 과정처럼 다분히 문학

적임을 필자는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듯 자바

의 전통 와양극의 줄거리는 신화적 내용을 담

고 있다. 

ringgit purwa극의 공연 무대를 보면, 변사 

(화자; dalang)가 하얀 스크린 (kelir) 앞에 

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ringgit kuluk이 있으며 ring-

git dupara는 Surakarta 왕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

다. ringgit jawi는 1825-30년 식민제국 화란 사람인들과 

자바인들 간에 벌어진 Diponegoro 전쟁의 이야기가 그 줄거

리이다. ringgit suluh는 혁명을 포함한 현대의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극의 줄거리이다. ringgit wahana는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이야기로서 사회적인 문제들부터 줄

거리를 취했다.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자바 전통 와양극의 형식들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 와양극들 중 ringgit purwa 극이 가

생태와 문화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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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자세로 앉아 있고 그 스크린의 아래 쪽

에는 두개의 바나나 줄기가 수평으로 걸려 있

다. 인형의 팔들이 두 바나나 줄기에 곧추 세

워져 변사에 의해 그 와양 인형들은 동작을 하

게 된다. 극 중에서 이른바 선한 인물들은 화

자의 오른 쪽에 그리고 악한 인물들은 화자의 

왼쪽에 정렬된다. 가장 하찮은 인물들은 중앙

에 더욱 근접해 자리 잡고, 보다 큰 인물들은 

양쪽 끝에 근접해 있다. 선한 자들 편과 악한 

자들 편 사이의 거리는 약 1.5m 정도 벌어진 

상태다. 가물거리는 기름 램프 (blencong)가 

화자의 앞쪽 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죽 인형

들의 반사된 그림자들이 하얀 스크린 상에 비

친다. 화자의 오른쪽 발가락에는 둥글게 생긴 

작은 나무봉 (cempala)이 끼어 있는데 화자

는 그것으로 인형이 담긴 목재 통 (kotak)을 

차서 가멜안 연주단을 지휘한다. 시작 음악 

(buka), 종결 음악 (suwuk), 박자의 빠름과 

느림, 강약, 음의 크기 등을 조정한다. 화자의 

발가락에 낀 나무 지휘봉으로 전달하는 상이

한 신호들에 의해 가멜안 연주단의 멜로디는 

그 형식을 달리한다.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세 개 인형들의 팔 줄 (gapit)을 동시에 잡

고 노련하게 그들을 작동시킨다. 화자가 발가

락 사이의 cempala로 인형통을 차는 소리와 

그 인형통에 매달린 철판들 (kecrk)이 서로 

부딪쳐 나는 소리가 교차되어지는데  이는 마

치 인형들의 움직임, 행동, 갈등 등을 고취시

키며 흥분과 동요에 박차를 가해주는 음향효

과 역할을 한다.           

화자는 멜로디 자체의 변화를 위해 악사들에

게 요청을 한다. 그것은 cempala로 차서 내는 

다양한 신호들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sasmita라는 화자의 신비스런 음성

에 의해 제시된다. sasmita는 요청한 멜로디

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화자의 구술 

속에 절묘하게 뒤섞인 단어 혹은 말이다.   

ringgit purwa극의 구조 (structure)는 초저녁 단계, 자정 

단계 그리고 새벽 단계로 구분된다. 초저녁 단계에서는 왕들

의 지루한 담론이 전게 된다. 이 때는 아직도 관객이 졸음을 

느낄 때가 아닌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자정 단계가 되면 어

떤 관객은 졸기 시작할 때다. 그럼으로 광대들이 등장해 사

건의 전개 및 갈등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짓궂은 유머로써 

관객의 졸음을 몰아낸다. 새벽 단계에서는 관객이 거의 잠에 

떨어져 버리는 시간이므로 놀라운 전쟁을 일으키며 소란과 

극적인 행동으로 관객을 잠에서 깨운다. 바로 이런 점은 자

바의 전통 민속 와양극 ringgit purwa의 예술성을 간접적으

로 시사하는 것이다.   

자바의 전통 연주단 gamelan: 자바의 전통 오케스트라로 볼 

수 있는 가멜안은 타악기와 드럼 류로 구성되고 관악기와 현

악기는 보조역할을 한다. gamelan의 전체 악기 수는 23 개

자바와 자바사람



한인뉴스 11월호

49

생태와 문화시리즈

이며 그 가운데 13 개가 타악기로 이루어져 있다. 4 개의 드

럼들 및 징 그룹, 두개의 전통 현악기, 지더 (zither; celem-

pung), 한 개의 원시 바이올린 (rebab), 한 개의 전통 관악기 

그리고 대나무 플룻 (suling) 등이다. 

가멜온 곡 (gending)의 기본 멜로디는 여러 개의 음악적 구절

로 이루어져 반복된다. 일정한 구절들은 saron이라는 3 개에

서 14 개의 철판 실로폰 (metal xylophnes)에 의해 연주된

다. 그 중 demung이 제일로 크고 peking 및 ricik이 가장 작

다. 기본 멜로디 (balungan)는 큰 징 (gong)을 쳐 가장 긴 음

악 구절들을 나타낸다. 여타의 짦은 음악 구절들을 표현할 때

는 일련의 작은 징들 (kempul), 검은 솥모양의 북들, kenong 

및 ketuk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어떤 음악 곡에서는 리듬을 

작은 심벌들 (symbals)과 딸랑이들 (kemanak)로 고조시킨

다. 자바인은 그런 악기들을 큰 소리의 앙상블이라 하며 작은 

소리의 악기들은 기본 멜로디에 대해 다양한 즉흥적 변화를 

더해준다. 거친 소리 앙상블은 검은 솥들 (bonang)로 구성

되고 부드러운 소리 타악기는 gender panembung, gender 

panerus 및 panembung, 그리고 목재 실로폰 (gambang)으

로 구성된다. 지더 (zither), 바이올린, 플룻은 부드러운 소리

에 속하는 악기로 본다. 

가멜안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악기는 네 개의 드럼들, 즉 

ketipung, kendang batangan, kendang ageng, 그리고 be-

dug이다. 그럼으로 그 드럼 치는 자들은 가멜

안의 지휘자로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위

치다. 그는 가멜안 연주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멜로디의 종류, 리듬, 템포, 소리의 크기, 연

주의 강약의 역동성, 그리고 전체 음악의 변

화를 책임진다. 가멜안은 10명에서 15명으로 

된 여성 중창단 (gerong)과 2-3명의 독창단 

(pesinden)이 따른다. 자바 음악은 2개의 음

조 체계 (tuning system)와 7개의 음색 영역 

(tone gamelan scale) 그리고 5개의 음색 조

절 체계 (tone slendro)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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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문화탐방

  오래 전의 경험 하나가 문득 생각난다. 필자가 발리에 처음 갈 때

의 일이다. 자카르타에서 발리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발리에 도

착하기 30분전쯤 갑자기 외국인들이 창 쪽으로 몰려들지 않는가. 

카메라와 망원렌즈까지 들이대면서. 

  스튜어디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 유명한 브로모산을 보기 위

해서라는 것을 알았다. 서둘러 창가로 가서 보니 위에서 내려다 본 

분화구는 거대한 폭탄으로 폭격을 맞은 것 같았고 허연 연기를 뿜

어내고 있었다. 부근의 산은 전체가 쭈글쭈글하게 깊은 주름이 져 

있었다. 유황과 연기의 지옥이 연상되어 두려움을 느꼈다. 비행기

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탄성을 지르지 않고 침묵하고들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브로모산은 그렇게 내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뒤에 브로모산을 

직접 가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산은 신비로울지언정 두렵지

는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그 신성성에 의해 정서를 평안하게 이끌

어주고 있었다.             

  외계 같은 풍경 - 브로모산 여행

  언제나 허연 연기를 내뿜고 있는 활화산이면서도 사람들이 내부

로 들어갈 수 있고 이에 따른 애틋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주

변의 여러 봉우리들의 이름들을 묶어 브로모산으로 부르고 있다. 

16세기말 이슬람 세력에 자바섬 전체가 점령당했을 때에도 뜽글

족은 힌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험한 산악지대인 브로모산으로 숨

어들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브

로모가 불의 신이 사는 성스러운 산이기 때문

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었

던 것은 아닐까? 

  이런 가정들을 다 접어두고 실제로 뜽글족과 

함께 이른 아침에 브로모산에 올라 장엄한 일

출과 유황 연기 솟아오르는 화산, 주름진 산들

을 보면 이 산이 어째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

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

브로모산은 자바 동부의 쁘로보링고군과 빠수

루안군에 위치한 국립공원 뜽글르산맥 중심부

에 솟은 활화산이다. 높이는 2천392미터로 아

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해발 2천여 미

터가 넘는 5천여 헥타의 거대한 사막을 이룬 

분화구 가운데 솟아 있어 신비해 보인다.  

앞뒤 좌우로 마치 형제처럼 솟아 있는 복성

화산들- 바똑봉(2,440미터), 위도다레봉

(2,614미터), 아엑아엑봉(2,819미터), 스메

루봉(3,676미터)-과 함께 빼어난 조형미를 

보여 연중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다.  

  뜽글족은 그 옛날 이곳에 살았다는 왕비 로

글 : 사공 경 (한인회 문화탐방반 운영)

불의 신이 사는 산

브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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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뜽(Roro Anteng)과 왕 조꼬 스글(Joko 

Seger)의 성 끝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부족 

이름이라고 한다. 

  차를 타고 구불구불 느릿느릿 브로모산의 

입구인 응아디사리 마을에 들어서면 고지 특

유의 차분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먼 데서 온 

여행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두터운 사

롱으로 온몸을 감싸거나 가슴에 묶은 마을 사

람들의 복장은 다른 자바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복장이다. 분명 자바섬의 동쪽 끝자

락에 위치해 있는데도 마치 다른 섬에 온 느

낌이다. 더욱이 마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깎

아지른 푸른 대계곡과 주름진 산을 보면 그야

말로 장관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을 입구에 있는 문에 도착하면 입산 허가

료를 먼저 지불하고 등산자 명단에 이름을 기

재한다. 지불하는 입산 허가료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해발 고도가 높아 새벽에는 춥기 때문에 스

웨터 등의 방한복이 필요하다. 새벽 기온은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초겨울 날씨쯤 되는

데 추위를 피할 옷가지를 갖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텔에서 모포를 빌려간다.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야 하며 밤길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회중전등도 필요하다. 일출을 

보려면 새벽 3~4시경부터 등산하기 시작해

야 한다. 일찍 잠에 들어 다음날 새벽의 일출

을 준비한다.

  한밤중에도 거리에는 뜽글족 마부들이 손님

을 기다리고 있다. 응아디사리에서 브로모산 

정상까지는 5km의 외길이다. 뜽글족이 운영

하는 지프 차를 타고 올라야 한다. 길이 워낙 

가파르고 어느 구간에서는 비포장길이라 일

반 차량으로서는 오를 수가 없다. 응아디사리

에서 40분 정도 달려 쯔모로 라왕의 촌락에 

이르기까지 오르막길이 계속되고 촌락을 지

나치면 길은 외륜산 속을 향해 내려간다. 

 분화구 안은 화산재로 이루어진 광대한 사막

으로 되어 있어  마치 달세계에 온 듯한 느낌

이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우주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묵직한 어둠 속 전방에 화산 활동을 계속하는 회

갈색의 브로모산과 이어지는 섬세한 주름이 경건하게 느껴지는 바

똑산의 형태가 희미하게 느껴진다. 황갈색의 섬세한 주름치마를 펼

쳐놓은 것 같은 바똑산에는 아직도 고대인이 움막집에서 살고 있을 

것 같다.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돌 표적물을 따라 달 표면 같은 거대

한 분화구를 걷는다. 거리감을 느낄 수 없는, 마치 달의 사막을 걸어

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장엄한 드라마 브로모 산의 일출  

   이곳에서 산 정상 방향으로 20분 정도 오르면 일출을 바라볼 수 

있게 한 해발 2천740미터의 전망대가 있는 뻐난자깐산에 당도한

다. 하늘에는 금세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무수한 별들이, 땅에는 

뜽거족들이 들고 있는 횃불과 함께 조랑말이 보인다.   

  새벽의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속에 동쪽 하늘이 조금씩 황금빛으

로 변하면서 군청색 하늘을 지워나가면 하늘의 별은 하나, 둘씩 사

라진다. 브로모산군 일대에 태양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빨

갛게 이글거리는 불덩이 태양은 산맥을 물들이며 눈부신 열대의 태

양으로 바뀌어간다. 밑은 온통 구름바다다. 그야말로 신선처럼 천

상의 세계에 와 있는 것이다. 장엄한 풍경이다. 

  먼 옛날 자식이 없었던 스글 왕과 안뜽 왕비는 간곡하게 기도를 드

렸다. 신들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많은 자녀를 주겠으니 그 대신 

막내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자식을 갈구했던 왕과 왕비

는 신들의 조건을 수락했다. 그 결과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된 왕과 왕

비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신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신들은 왕과 왕비가 다스리는 온 마을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안 막내아들 케슈마가 마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스

스로 화산의 분화구에 몸을 던졌다. 그제야 신들이 노여움을 풀었

다는 표시로 분화구로부터 거대한 구름을 피어오르게 했다는 그 구

불의 신이 사는 산, 브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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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일출을 보러갈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장담

하건대 일출의 장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

고 나면 대개 해가 숨어 버린 것으로 생각해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

은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야 진짜 해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브로

모산의 일출을 볼 때에는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터득한 철

학이기도한 -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 라는 이 말을 반

드시 잊지 말기를 바란다. 건기 때는 화산의 분화구에서 나온 연기

와 재가 하늘을 덮기 때문에 멋진 일출을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조랑말을 타고 오르는 브로모 봉우리 - 신이 만든 대 

파노라마

  어느새 일대는 완전한 밤이 지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여명이 걷혀진 주변의 장관에서 브로모 화산 주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넉넉한 높이에 만족한다. 또 멀리 보이는 동부 자바 최

고의 높이 3천676미터를 자랑하는 스메르산의 위용에 놀란다. 스

메루산은 5~30분 간격으로 봉우리에서 검은 연기를 분출하고 있

다. 

  브로모산군이 햇살을 받으며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는 이 장엄

한 의식의 여운을 즐기면서 산등성이의 아슬아슬한 길을 따라 지

프를 타고 분화구 분지로 내려와 브로모봉을 관람한다. 봉우리들

이 솟아 있는 분화구 고원은 2천 142미터다. 화산의 아래쪽에 도

착하면 화산까지 타고 올라갈 조랑말과 마부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랑말은 야위고 눈이 슬퍼 보인다. 조랑말에서 내리면 산 중턱부

터 외륜산까지 247 개의 계단의 가파른 층계가 일출의 감동에 젖

어 있는 여행자를 맞이한다. 이 화산의 분화구에 이르면 브로모산

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허연 증기 같은 유황 연기를 뿜

어내는 분화구의 유황 냄새를 맡으면 지옥이 연상되기도 하고 화

성에 온 것은 아닐까하는 착각도 하게 된다. 

유황 냄새로 브로모 화산은 죽어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화산

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화산임을 직감할 수 있다. 최근 큰 분출

이 1993년, 2001년에 있었고, 수시로 변하는 유황 연기의 분출량

에 따라 접근이 통제되기도 한다.  

  아침을 맞은 분화구로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말을 타고 화산재

가 쌓여 이루어진‘모래바다’라 불리는 곳을 지날 때면 태고적

의 황야를 지나는 기분이다. 모래를 날리며 황야의 무법자 기분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 

  산에서 만나는 뜽글족들이 손에 에델바이스 꽃을 들고 나타나 

약 5000루피아(500원)에 파는데 이 꽃을 사서 신들이 거처한다

는 분화구에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단순한 상술인지 

아니면 저들 특유의 전통적인 주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생계

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세세

한 걸 따지기 전에 한 번쯤 모른 체 속아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도 이 성스러운 산에 대한 

예의일 것 같다.   

  까소도 축제(Upacara Kasodo) 

  운이 좋으면 브로모산을 삶의 터전으로 대대

로 살아오고 있는 뜽글족의 ‘까소도 축제’도 

볼 수 있다. 이 축제는 뜽글족 최대의 종교 행

사로 그들의 달력으로 마지막 달(까소도)의 보

름날에 거행된다.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다 했지

만 일년에 단 하루만 있는 축제이므로 이를 보

기 위해서는 미리 축제일을 알아보는 등 철저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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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로 

이 축제는 해마다 12월~3월 사이에 있다. 

  축제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다. 거기에는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이나 행위도 없다. 축제

는 오직 저들의 전통 신앙에 의한 의식일 뿐

이다. 축제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오직 저들만

의 것이다. 의식의 의미나 의의도 알 필요가 

없다. 여행자는 이들의 축제가 가지는 내면적

인 신성성과 경건성을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

다. 단지 같은 인간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누

구나 할 수 있을 제례적 행위를 바라볼 수 있

을 뿐이다. 

  축제일의 저녁때가 되면 뜽글족이 브로모

산을 향해 이웃 마을로부터 모여든다. 깊은 

밤 보름달이 브로모 분화구의 바로 위에 왔

을 때 사제에 의한 신성한 예배가 행해지고 

마을 사람들은 제물을 분화구에 던진다. 제물

로는 살아있는 닭부터 꽃다발, 돈 등 실로 여

러 가지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는 선조가 죽

음의 세계에서 고생 없이 여행하기를 기원하

는 행위이다.

  영웅의 도시 수라바야

  브로모산은 인도네시아 중요한 해군의 기

지이며 대표적인 고도(古都) 중 하나인 수

라바야에서 남쪽으로 차로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쯤 되는 

대도시로 활발한 무역 도시이다. 식민지 시

절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있었던 곳으

로 네덜란드식 건물이 많으며 수도인 자카

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다른 대도시

들과 달리 거리가 깨끗하다. 

  이 도시는 또한 위대한 장군 수디르만과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출신지이기도 하

다. 영웅의 날로 명명된 11월10일은 수

라바야에서 중무장한 영국군과 재식민지

화를 도모하는 네덜란드군과의 전투에서 

12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죽

창을 들고 연합군에게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조국을 위해 순국한 

젊은이들을 기리기 위해 이 도시의 중심에 죽창 모형의 영웅탑

이 세워져 있다. 격전지였던 1910년에 세워진 마자빠힛 만다린

(그 당시의 이름은 야마또) 호텔에 들러 호텔에 꽂혀있던 네덜

란드 국기를 뽑고 인도네시아 국기를 세울 때의 감격을 느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 말랑의 북서쪽 28Km에 신부가 남편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

진 쪼론 론도 폭포가 유명하다. 흥미로운 전설과 함께 폭포 부근

에 있는 개량지와 야채 농장을 견학하는 것도 단순한 시간 때우

기를 넘어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참고서적 

세계를 가다 - 발리, 인도네시아 (중앙 M&B)

131회 한인회 송년 문화탐방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 9시

한인회관(코리아 센터)에서 출발합니다.

군인 박물관/수하르토-하타 기념비/Cemara 갤러리/오아

시스 레스토랑/ 30년 전통의 라비스트로 외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8

             사공경  0816-190-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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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근 교수의

인니어 특강

1. 다음 문장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세요.

    1. 내일 친구 집에 가겠습니다.

    2. 식당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3. 아버지는 맥주를 사셨습니다.

    4. 은행은 병원 뒤에 있어요.

    5. 아침에 신문을 읽어요.

    6. 내 이름은 홍길동 입니다.

    7. 나는 한국사람입니다.

    8. 누구를 찾습니까?

    9. 전화 받으세요.

    10. 요리 중입니다.

2. 괄호 안에 제시된 답변을 인도네시아로 바꾸세요.

    1. Kapan datang dari Korea?

        (2달 전에 왔습니다)

    2. Sekarang turun hujan?

        (아니오, 날씨가 좋습니다)

    3. Hari libur kerja apa?

        (정원에서 일합니다)

    4. Celana ini harganya berapa?

        (55.000 루피아화 입니다)

    5. Bagaimana Kimchi ini? 

        (맛있습니다)

    6. Mau pergi ke mana?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3.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도네시아어로 쓰세요.

4. 색깔을 아는 데로 쓰세요.

5. 1부터 10까지 인도네시아어로 쓰세요.

6. 기본전치사 ke, di, dari를 넣어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7. 다음을 인도네시아어로 쓰세요.

    1. 9월 16일

    2. 3시 45분

    3. 네 명, 책 5권, 생선 두 마리, 자동차 두 대, 

       집 두 채, 빵 한 조각, 맥주 4병

    4. Rp. 27.000

8. 한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세요.

    1. 들어오지 마세요.

    2. 서두르지 마세요.

    3. 맛 보세요.

이번 호에는 그간 한인뉴스를 통해 배워온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점검해 보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험을 치르겠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은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더 없이 좋은 방법중

의 하나이다. 시험을 통해 구사하게 될 간단한 문장 하나가 차후에는 인도네시아어 실력을 부쩍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지인과의 대화에 폭넓게 사용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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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엇이든지 원해요.

    5. 네 마음대로 해라.

    6. 한국사람이죠, 그렇죠?

    7. 각자 지불합시다.

9.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1. Lain kali saja.

    2. Pedas sekali.

    3. Coba masak Kimchi.

    4. Jalan macet sekali.

    5. Saya mau minum kopi tanpa gula.

    6. Biasanya orang Korea rajin.

    7. Yang mana suka, minum kopi atau the?

    8. mungkin hujan.

10. 맛의 종류를 아는 데로 쓰세요.

11. 다음을 인도네시아어로 적어 보세요.

    1 + 1 = 2

    2 X 3 = 6

    4 - 1 = 3

12. 다음 단어의 반대어를 쓰세요.

    Banyak -  Tidur -  

    Kecil -   Mahal -

    Dingin -   Lebih -  

    Bodoh -  Tua -

    Panjang -  Kering -  

    Buka -   Luas - 

    Jauh -   Tinggi -   

    Kering -  Gemuk - 

13. 끝말 이어짓기를 해보세요.

    Makan - nasi - isi - istri - ini - ikut -….

답안 작성을 한 후 자신의 점수를 직접 체크해 보

세요. 이번 시험에 5문제 이상이 틀렸다면 인도네

시아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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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긴 건기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다리는 비는 오지 않는다. 세상이 바짝 말라 버린 듯, 도시의 

먼지 속에 숨 가쁘게 살아가던 일상의 한 가운데에서 추석을 맞았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가을이 한창 무르

익는 시기라고 하여 한자어로는 ‘중추절(仲秋節)’ 이라고 불린다. ‘한가위’의 가위는 원래 ‘가운데’라는 뜻

을 지닌 순 우리말이다. 그야말로 ‘한가위’는 ‘한가운데’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추석 다음날 우리는 추석 때 먹은 송편과 빈대떡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도시를 떠나 자카르타의 놀이터라고 하는 

뿐짝으로 떠났다. 분명 인도네시아는 일년 내내 더운 나라인데 뿐짝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시원

한 가을바람을 느꼈다. 한국의 가을날처럼 서늘하게 불어 오는 바람과 청명한 햇빛이 싱그러웠다. 한가롭게 찻잎을 

따는 중년의 여인들, 분명 그들은 노동의 현장에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노동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여 

도의 경지를 느끼게 한다고나 할까? 나뭇가지 사이에서 연한 속살을 내보이는 차나무 사이에서 여인들의 손길이 오

가며 넓은 차양 모자 아래 무르익는 인생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청명한 햇살과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찾아간 곳은 Melrimba Garden. 아담하게 조성된 정원을 들어선 순간 코끝을 

환하게 자극하는 치자의 향기.  Melrimba Garden은 마치 마법의 세계에서 나오는 정원처럼 그동안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진귀한 꽃들과 식물이 가꾸어져 있었다. 오솔길을 따라 정원의 여기저기를 걸어가다 보면 탄성의 

저절로 나왔다. 저렇게 향기가 좋은 치자가, 저렇게 색깔이 아름다운 난초가, 저렇게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

무가, 아니 저렇게 나무처럼 자란 고사리가 있었다니.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탄성에 함께 가던 분들도 발걸음을 멈

추며 이것 좀 봐, 여기 좀 봐 하며 그 신기함을 함께 나누게 된다. 문화탐방을 함께 하는 것의 좋은 점은 바로 이렇게 

느낌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낯선 곳을 함께 가는 분들과 탐방 길에 눈이 마주치고 , 느낌을 서로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는 지식이 모여 새로운 앎의 세계로 인도하고……

  Melrimba Garden의 한쪽 끝에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열려 있었다. 우리는 조금씩 머뭇거리며 그 문을 열고 발을 

내딛은 순간, 푸르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차 밭. 아니 그런데 차밭에 보라색 차 꽃이 잔뜩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는 너무나 신기해서 차나무를 확인하는 순간, 나무마다 얽혀 피어있는 나팔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차

꽃동산으로 가는 소풍

글 : 오현주 JIKS 국어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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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현주 JIKS 국어과교사

와 나팔꽃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듯이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다. 오전의 신선한 햇살을 받아 푸른 찻잎의 빛깔과 활

짝 핀 남 보라색 나팔꽃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표현해 낼 수 없을 듯 하였다. 아마도 이곳은 

위치가 차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손이 덜 가는 곳이라 이런 모습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팔

꽃이 이렇게 차와 더불어 있지는 못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경이로웠다. 어느 순간에나 

느끼는 바이지만 인간이 공들여 만든 그 어떤 것보다 자연의 조화가 훨씬 더 위대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뿐짝의 차밭을 지나 뿐짝빠스에서 10분 정도 더 내려가면 Taman Bunga 표지판이 나타난다. 그 표지판을 따라 왼

쪽 길로 10분정도 더 가면 꽃으로 만든 동산 Taman Bunga Nusantara가 나타난다. 이곳은 마치 현실 세계가 아닌 

동화 속의 별천지에 온 듯한 느낌이다. 여러 나라의 식물이 어우러져 개성이 살아있는 정원이 꾸며져 있다. 꽃 공원

으로 들어가면 꼬마자동차가 나타나고 공원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내려 산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미국 

정원은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미국적인 개성이 살아 있고 일본 정원은 극동의 문화에 굶주려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정원은 섬세하고 화려하게 가꾸어져 있어서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프랑스 정원 옆에는 미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미로 속에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

녔다. 나타날 듯 나타나지 않는 출구를 찾아다니며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게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한참을 헤매도 출구를 찾지 못해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협의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출구에 도달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

로 저편에 높은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서 보면 미로의 구조와 출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아마도 

전망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행보를 하는 것이 보이겠지. 인생이란 이렇게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로 같지만 아마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조할 때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미로를 빠져나와 ‘백조의 호수’에 도달했을 때 우아한 자태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를 보고 우리는 그 여유와 

품위와 고결함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Taman Bunga Nusantara에서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의 경지를 느끼면

서, 가을날의 한가로운 소풍을 마치고 내려왔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긴 건기의 끝을 알리는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다. 모처럼 내리는 빗방울에 목마른 자연이 생기가 돋아나는 듯했다. 스펀지같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방울

을 바라보며 어느 날, 내가 자카르타에 처음 온 날, 어느 비 내리던 날을 떠올리며 그때 가졌던 설렘과 새로운 세계

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이제 건기가 끝나고 비 내리는 계절이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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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군고구마와	파인애플
-벗과 함께 살핀 인도네시아 풍정 3-

손인식 (서예가, 자카르타 YPKI 주재)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떠나온 벗과 또 떠났다. 벗은 당연히 새로우려니와 나 또한 설렘이 못지않다. 떠나는 것은 

언제나 가슴 두근거리게 한다. 자카르타 도심을 벗어나자 고속도로가 가슴을 탁 틔운다. 끝 간 데 없다는 말이 딱 어

울리는 들판, 볼 때 마다 내 땅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나라 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무한한 대지다. 

  군데군데 심장처럼 들어선 숲, 그 사이사이에 수줍은 듯 들어선 집들. 넓은 들판엔 벼가 푸르게 자라는 곳도 있고 

누렇게 익어가는 곳도 있다. 두서너 명이 모를 심는 곳도 있고 역시 두서너 명이 벼를 터는 곳도 있다. 아무리 농부

의 숫자를 헤아려 봐도 한 곳에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그 또한 매우 드문데 도대체 분주해보이지도 않는다. 

저 넓은 벌판을 누가 다 씨 뿌리고 누가 다 거둘꼬.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한국의 농번기 모습과는 달라도 영

판 다르다. 

  “이 길로 냅다 달리면 서울이 나오겠지?”

  벗이 틈을 메운다. 짓쳐나가도 이어지는 고속도로 양쪽의 들판이 지루한 탓일 게다. 하긴 벗의 엉뚱한 생각이 틀리

지 않을 것이다. 그 옛날 인도의 드라비다 지방의 아유타국에서 발원한 허황옥 일행이 바닷길로 한반도 남부로 찾아

들어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일연이 쓴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이지 않던가. 언젠가 나

도 하염없이 그 해류를 따라 흘러가봤으면 좋겠다는 생뚱맞은 생각을 해본다. 

  “눈길 스치는 곳 발길 다다르는 곳 모두 목적지로 삼아봐. 해질 무렵쯤이면 짐을 풀게 될 거야,” 

  찌아떠르(Ciater)! 천연 온천수가 펑펑 솟아올라 폭포를 이루며 쏟아져 내리는 곳. 표고 2,096ｍ에 자리한 거대한 

땅꾸반 쁘라우 분화구와 몇 가지 주변 볼거리가 그렇거니와 오가는 길의 정취와 풍광으로 인해 자카르타 인근에 사

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는 곳. 그리고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한 번쯤은 안내를 하는 곳. 오늘 밤

엔 벗과 함께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쏟아질 듯한 별을 헤어보며, 서로 지나온 길을 헤집어 보고 나아갈 길을 가늠이

나 해 볼까나.

  벗과 내가 걸어온 길은 같고 또 다르다. 앞으로도 다르고 또 같을 것이다. 서예가인 나는 먹과 붓으로 화선지 위에 

길을 내고, 건축가인 벗은 지상위에 입체로 길을 다져왔다. 나는 늘 곡선의 변화를 찾아 나서고 그는 늘 직선의 다양

함을 추구해왔다. 나는 선이 늘 살아있게 하기 위해 고심하고 벗은 늘 선이 아름답기를 추구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작품을 눈으로 느껴 마음에 감동이 일기를 바라고, 그는 몸으로 체감하며 행복이 느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 같

이 공간과 평면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리고 오늘 가슴을 텅 비운체로 길을 간다. 내일은 우리의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안고 간다.

  “돌아갈 곳이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 괜찮지? 

  내 말이 싱거웠을까? 벗은 대답하지 않는다. 길은 가물가물 멀고 넓었다. 이내 고속도로가 곁길을 낳더니 차머리 

방향도 바뀐다. 풍경도 따라 바뀐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무진장으로 펼쳐진 고무나무 단지를 지나 얼마를 더 

달렸을까. 오밀 조밀한 마을이 가까이 스친다. 야산이 돌아나가고 계단식 논밭은 연방 뒤로 밀려난다. 논밭 언저리

에 바나나 나무가 빼곡하고 드문 한 야자수에는 따복따복 열매가 달려 있다. 

바나나와 야자열매는 푸르게 익는다. 빨갛게 익는 것이 있다. 람부딴이다. 무성한 잎 사이로 흐드러지게 달렸다. 길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차를 세웠다. 람부딴을 샀다. 거봉 포도 알맹이만한 크기에 털이 많이 

달린 람부딴은 생김새도 맛도 특별하다. 

  군고구마도 샀다. 군고구마! 누구에게나 추억 한 페이지쯤은 장식해주는 군고구마. 이 코스의 여행 중에 빼놓을 수 

없다. 아니 빼놓아서는 안 된다. 여행 중 느끼는 즐거움이야 어디 하나 둘일까만 그 중에서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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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나스 편지

먹는 즐거움 아니던가. 그러나 이국에까지 찾아온 벗에게 겨우 군고마나 

대접하다니 될 말이 아니다. 하지만 굽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 이 군고구

마의 맛을 한 번 보더니 벗도 그의 아내도 그만 곧 인정을 한다. 

  찌아떠르 행에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반둥의 파인애플이

다. 언젠가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를 거쳐 이곳을 여행하고 간 친구가, 그 

이후 더 이상 다른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없다고 이메일에 하소연해왔

는데, 바로 그 파인애플이다. 정해진 일정, 가이드를 따라 명승지를 바쁘

게 도는 여행에서는 맛 볼 수 없는 메뉴이거니와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

을 맛으로 증명한다. 열대나라 인도네시아에 믿기지 않는 만년설이 존재

하듯 이런 고랭지가 있어 특별한 맛의 지방 특산품들이 생산되어 여행자

를 즐겁게 한다. 

스치는 마을이 실증이 날 즈음 길 양쪽으로 차밭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인도네시아가 차 생산 세계 7위국이야.”

  내 말이 곧 탄성에 묻혔다.

  “어머 저 꽃 좀 봐.” 

  벗의 아내가 감탄사를 내지른다. 나의 아내도 함께 합창을 한다. 차밭사

이로 아름드리 둥치에다가 키도 우뚝 큰 나무가 잎도 없이 짙은 오렌지색 

꽃을 무더기로 피워 올려놓고는 환영의 물결을 이룬다. 열대의 꽃들은 유

난히 원색적이다. 초록의 물결가운데서 눈부시게 도드라진다. 가까이 들

여다보면 이내 눈이 아릴 정도다. 

  밋밋하게 오르던 길이 가파르게 변한다. 나무들의 키가 점점 줄어들고 

숲은 더욱 빽빽하다. 잎은 더욱 푸름이 짙다. 화산재를 뚫고 생명을 이은 

의지의 빛이다. 

  자연의 신비는 참 놀랍다. 그 많은 나무와 가지와 잎 아무것도 꼭 같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강가의 돌도, 너른 잔디밭에 잔디 잎 하나도 꼭 같

은 것이라곤 없다. 이 놀라운 가르침이라니. 

  “세상에 작품 아닌 것이 있을까?”

벗은 이국 풍경이 내민 감동을 한 마디로 축약했다. 

  “많지. 자연이 그걸 증명하잖아? 독자적 생명력이 없는 것을 작품이랄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엇박자는 없었어도 좋았을 걸 그랬다.

  이튿날 아침, 자연이 빚은 감동의 작품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부부에게 환호를 지르게 했다. 미명에서 깨어나는 맑디맑은 아침 산하는 

눈과 가슴을 탁 틔워 주었고, 이제 막 기지개를 펴는 골프장은 조기 라운

딩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쳤을 페어웨이와 홀컵을 중심에 둔 그린. 그런데 밤은 대지위

에 어제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놓고 있었다. 마치 멀리서 찾아온 벗을 위

한 듯 처녀지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아무도 지나치지 않은 길, 플레이어

를 위해 요처요처에 이슬을 털고 지나간 카터의 바퀴흔적만이 선명하다. 

이슬을 지우며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그날의 골프 스코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다. 

1. 늘어선 고무나무 숲

2. 출하를 기다리는 길가에 쌓인 람부딴 더미 

3. 거대한 분화구

4. 한 밤의 야외 온천

5. 미명에서 깨어나고 있는 페어웨이

6. 햇살이 엄습하는 대지. 
  호텔의 수영장 너머로 계곡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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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무더운 날씨에 사

람들도 지치지만 컴퓨터도 지친

다. 특히 우기로 접어들수록 컴퓨

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로 컴퓨터

가 오작동이나 고장이 나는 경우

가 많다. 이유인즉 컴퓨터도 수많

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 전자 

제품의 특성상 열이 많아서 과부

하 가 걸리는 경우 또는 습기가 많

아 오작동이 생긴다. 

  컴퓨터도 여름에는 시원한 자리

를 찾아줘야 한다. PC위에 다른 물

건을 올려놨다면 치워줘야 하고 

벽에 바짝 붙어 있는 컴퓨터는 벽

으로부터 10Cm미터 가량 띄워야 

한다. 특히 직사광선이 쬐는 곳은 

피하고 10시간이 상 장시간 사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장시간 사용할 경우 3~4시간 사용 

후 잠시 전원을 꺼두는 것도 좋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장마철이 한

국보다 길다. 그래서 습기로 인해 

컴퓨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

다.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에 한번씩은 에어컨으로 습기를 

제거해줘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

를 1주일 이상 전원을 켜지 않으

면 습기가 누적돼 고장의 원인이 

된다. 쓸 일이 없더라도 하루 20분 

이상 PC를 켜두는 게 바람직하다.

  비 오는 날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장마 철은 천

둥 번개를 동반한 경우가 많다. 번

개가 전화국 시설이나 케이블에 

맞으면 컴퓨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컴퓨터의 전

원이 켜져 있지 않더라도 컴퓨터

에 영향을 준다. 만약 번개를 동반

한 호우가 있다면 PC에 연결된 모

든 선을 잠시 제거해두는 게 좋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노트북의 

가격이 떨어지고 비즈니스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닌다. 노트북은 일반 테스크톱 

PC보다 방열기능이 떨어진다. 게

다가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

문에 그만큼 열에 노출될 가능성

도 크다. 테스크톱 PC와 같은 요

령으로 열이나 습기를 피해서 관

리하면 된다. 특히 자동차 안 에 방

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인도

네시아 오후에 차 내부온도는 섭

씨 60~80도로 노트북을 즉시 고

장 낼 수 있는 온도이다.

  컴퓨터 내부를 보면 의외로 빈 공

간이 많이 있다. 그 빈 공간에 냉각 

팬을 설치하면 내부 온도를 줄일 

컴퓨터 상식

컴퓨터 관리요령

글 : 김동현

데이콤 인도네시아 
컴퓨터사업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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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요즘에는 냉각 팬도 종류

가 많고 성능도 다양하다. 그러므

로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 후 구입

해서 장착하도록 하자.

  컴퓨터의 바이러스도 여러 종류

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바이

러스 한가지만 설명하겠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

는 웜 바이러스이다. 웜 바이러스

는 예전에는 PC상에서 그리 중

요하게 인식하지 않았었다. 그러

나 1999년 들어 전자우편을 통하

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형태

의 웜이 많이 출현하면서 일반인

들 에게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였

던 것으로 기억된다.

  웜의 번식을 위해서 웜 스스로 다

른 사람에게 보내는 e-메일에 자

신을 첨부하는데, 실제 자신이 작

성한 편지보다 더 큰 크기의 편지

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메일프로그램의 주소록을 뒤져 서 

알수록 쉬운 컴퓨터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웜이 첨부된 e-메일을 

자동으로 보내거나 아직 답장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보내기도 한다.

  웜이 첨부된 메일만 보내어 인터

넷 등의 속도나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특정파일을 0바이트로 만들거나 

재부팅하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

고 사용자 정보를 빼내가는 등의 

특별한 웜 바이러스도 있다.

  예방하는 방법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온 이 메일의 첨

부파일은 되도록 열어 보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권장하며 백신

프로그램 등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를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바이러스의 예방법은 인터

넷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다

운로드를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받아

야 한다.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프

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행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바이러

스가 검색 됐다 면 인터넷 케이블

을 뽑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일반

적이다. 그리고 최고의 예방법은 

백업이다. 수시로 백업을 해줘서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도

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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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
     손은희 작가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내게는 아름다운 그림엽서처럼 떠오

르는 장면이 하나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였을 것이다. 한겨울 날, 추위에 몸을 웅

크리고 이른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 담임 선생님은 시골교실의  중

앙에 놓여 있는 난로에 벌겋게 불붙은 석탄을 넣어 교실에 온기를 채

우고 있었다. 

  하나 둘 등교하는 친구들은 그 난로 주변에 의자를 끌어 놓고 앉아 언 

손을 녹였고 셋째시간이 끝나면 이미 차갑게 식은 양은도시락을  꺼내 난

로에 차곡 차곡 올려 놓았는데 선생님은 다 데워지는대로 다른 도시락을 바

꿔올려 주어 점심때가 되면 모두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했다. 또 도시락

을 다 먹고 나면 난로위에서 퐁퐁퐁 입김을 품으며 데워진 따뜻한 물을 주전자에

서 컵에 일일이 따라 주셨다. 그렇게 선생님의 사랑으로 따뜻이 배를 채운 우리는 남

은 점심시간에는 도란 도란 난로에 둘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자상한 선생님이 좋

았던 우리는 선생님 사랑을 받고 싶어 응석아닌 응석을 부리곤 했었다. 그건 다름아닌 별

로 아프지도 않은 다리의 작은 상처를 보이면서 어제 다쳐서 많이 아파다는 둥 누구와 머리

를 부딪쳐 멍이 들었다는 둥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였는데! 선생님은 어느 친구의 말한마

디도 흘려 듣지 않고 상처를 봐주고 멍자국을 살펴 주었다. 그러면 응석을 부린 친구는 선생

님의 그 관심있는 말한마디로 족했고 마냥 행복해했다. 

  돌아보면 친구들이 그 난로곁에 둘러 앉아 있었던 더 큰 이유는 그 난로의 온기같던 선생님 마

음속에 흐르던 사랑의 온기때문이였던 것 같다. 

  그 사랑을 먹고 학창시절을 지내왔음을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빛바랜 흑백사진속의 정겹던 

그 시간은 돌아볼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다보면 이렇게 난로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다. 

  내게도 그렇게 따뜻한 언니같은 분이 있다. 내가 마음이 상해 우울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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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서 혹은 뜻하지 않은 오해로 속상해 내 마음을 털어 놓으면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다독여 주곤 해서 언제나 

마음을 털어 놓고 나면 후련하면서 개운한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분은 내게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늘 그렇게 온화하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엄마같

은 마음으로 품어 주어 그 괴팍한 사람을 순하게 만들곤 한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일하는 가정부나 운전기사

에게도 참으로 따뜻해서 드센 운전기사도 이분에게는 머리 조아려 인사를 한다. 물론 깊은 신앙으로 인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늘 넘쳐 흐르기 때문임을 알지만 어떤 모난 성격의 사람에게든 배타적이

지 않고 포용적인 성품이 참 돋보인다.  나는 늘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난로같은 온기를 가

질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어느날 대화 중에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장점을 보면 내가 배워야지 하고 생각하고 단점을 보면 내가 기도해줘야지하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난답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분의 인간관계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은게 사실이다. 누구나 남의 

단점을 보면 비방하거나 판단이 앞서기 마련이다. 자신의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주관적인 기

준에서 벗어나면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무리 남보다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온기

가 없는 냉정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단점까지 감싸줄 것 같은 사람

에게 다가가기 마련이다. 

 ‘인격의 따스함은 언제나 빛을 발휘하는 특질이 있다. 당신이 따스함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 가

서든 어느 화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따스한 사람을 만나면 와서 

자기 마음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 이 따스함이 발견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날씨 얘기와 신문 얘기를 접어 두고 자

기 삶의 상처와 희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느 책에서인가 읽은 이 글귀처럼 따스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테러와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넘어 자

신의 아픔과 고민과 상처를 열어보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세상에는 닮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혹은 여러 방면에서 남보다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닮고 싶은 사람 은 난로처럼 따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초등학교때 담임선생님

이 그 당시 수업시간에 무

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

지는 세월속에 까마득

히 잊어버

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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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아득한 세월속의 빛바랜 청동거울 같은 추억속에서도 또렷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

침 등교길에 추위에 언 손으로 교실을 들어서면 난로에 언손을 갖다 대 주며 “오늘 많이 춥지?”하며 물어 주셨

던 기억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난로같은 따사로운 사람이다. 그가 비록 학식

이 짧고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가 낮다고 해도 사랑이 가슴안에 충만한 사람은 언제 기억해도 따사로운 난로처럼 

가슴을 훈훈하게 해 준다. 예기치 않은 삶의 슬픔이나 환란이나 역경으로 인해 마음이 얼어버리기 쉬운 각박한 현

대의 삶속에서 따스한 난로같은 온기는 얼마나 절실한지... 

  미우라 아야꼬의 ‘사랑의 천재’라는 책에도 이런 난로같은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주인공인 

‘니시무라 히사조오’는 6남매의 아버지요 한 교회의 장로요 상업학교의 교사요 제과점주인이라는 평범한 

55년 2개월이라는 짧은 삶의 행적을 이 지상에서 살았지만 그의 전생애 동안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

줘서 그의 말과 행동으로 용기와 힘을 얻고 삶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살아 생전의 생

생한 증언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워 미우라 아야꼬는 그의 삶속에 녹아있던 사랑의 편린

을 모아 두툼한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이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면서 사

는 그 사랑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전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소천한지 30년의 세월이 지나

도 그 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반드시 가슴이 뜨거워져 눈시울을 적시며 옛 추억을 회고하게 되는, 그렇게 많은 사

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나는 책을 읽는내내 생각했다.  

어쩌다 마주치는 타인에게 베푸는 일회용 밴드같은 친절보다 인격화되여 일상화된 친절과 사랑이 몸에 배기까지 

내게는 얼마나 더 많은 훈련과 절제와 시간이 필요한지... 

  나이가 들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더욱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편협해지고 배타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마치 시골됫박으로 쌀을 될 때 칼

날처럼 뒷박의 윗부분을 쓸어내듯 정확하고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뒷박의 윗부분

을 절대 쓸어내리지 않고 오히려 쌀의 우수리를 퍼올리며 쌀을 되듯 논리를 너무 정확히 따지지 않고 남의 허물

을 대충 눈감아 주며 넘어가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릴때 쌀을 되는 것을 보면서 왠지 딱 떨어지게 정확하고 계산적으로 쌀을 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해 보

이지 않아도 뒷박의 우수리를 깍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 보였다. 그것은 쌀 몇톨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눈에 보이

는 손익을 생각해서가 절대 아니다. 그 쌀의 우수리에는 쌀보다 더 큰 따사로운 정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

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정확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허용범위를 넓혀 나이가 들수록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더 좋다. 

  컴퓨터와 디지털기기로 모든 것이 정확히 처리되는 21세기와는 걸맞지 않는 사고일지라도 기계적인 사고를 요

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마음만은 기계화되지 않는 따사로운 가슴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나 또한 지금은 아직 젊은 탓인지 모든 것을 수용할만큼 포용적이 되지 못할때가 많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도 반백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면 지금보다는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열린 태도로 살게 되길 바란다. 

‘내 의견과 다를뿐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나와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의 사

람도 품고 끌어안고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바다같은 넓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로처럼 온화해서 마

음이 아픈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쬐러 늘 다가오는 그런 사람으로 아름답게 늙어갔으면 정말 좋겠다.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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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도네시아에선...

印尼 91% 이슬람테러 반대 

 무슬림이 87%나 차지하는 인도네시

아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이

슬람 무장세력의 과격 행위가 이슬람

교 방어 목적을 띠고 있다 하더라고 

반대한다’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

과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16일 인도네시아 조사연구소의 여론

조사 발표를 인용, “인도네시아 국

민 9%만이 지난 2002년 민간인 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발리 폭탄테러와 

같은 이슬람교도의 과격 행위에 찬성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조사연구소는 아울러 인도네시아 국

민 80%가 알-카에다 및 관련 테러조

직 제마이슬라미야의 전술을 강하게 

비난하고 평화적 민주주의를 선호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출 무자니 조사연구원장

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가운데 9%는 확실히 발리 폭탄테러

와 같은 무슬림의 과격행위를 지지하

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 인도네시아 내 제마이슬라미야

와 같은 과격집단의 테러 위협이 여

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론 조사는 지난 9월23∼24일 이

틀 동안 인도네시아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다.

印尼 연무에 주변국 피해 속출  

 인도네시아 농민들이 경작지를 확보

하기 위해 숲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

무가 주변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말

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속앓이를 하

고 있다.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

시아는 연무 피해가 확산되자 인도

네시아에 삼림을 태우는 행위에 분

명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아세안(동

남아국가연합)의 월경연무오염(THP) 

협정에 조인하라고 압력 수위를 높

이고 있다. 

 BBC방송은 아즈미 할리드 말레이시

아 환경장관이 “2002년 아세안 회원

국들이 조인한 THP 협정에 인도네시

아가 왜 참여하지 않는지 알 수 없

다”며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국민에게 야외 활동

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던 싱가포르도 

산불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며 대

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

도네시아는 묵묵부답이다. 

 1997년 인도네시아발 대형 산불로 

호된 곤욕을 치렀던 싱가포르와 말

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등

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면서 대형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당시 학교와 

공장이 모두 문을 닫는 등 인도네시

아 주변국 경제가 마비되면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발 연무로 주변국들에서

는 가시거리가 100m에도 못 미치게 

되면서 운전자들은 한낮에도 전조등

을 켠 채 운전할 수밖에 없고 항공기 

결항이 빈발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남부 지역에 연무

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당국이 주

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상

황이라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농민들이 개간을 위

해 관목 숲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불

법화했지만, 오지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연무 피해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섬 무시반유아신 

주민들이 19일 연기가 자욱한 산불 현장 

인근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인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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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印尼 최고 수출기업 

 LG전자가 2006년 인도네시아 최우

수 수출기업으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

접 수여하는 2006 프리마니야르타 어

워드(2006 Primaniyarta Awards)에서 

올해의 최고 수출기업으로 선정됐다

고 12일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현지 기업, 

외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 

국내 영업 실적, 기술 이전, 사회공

헌, 홍보 활동 등 총 7개 부문을 종

합 평가하고 있다.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05년 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왼

쪽)이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기주 부사장

(오른쪽)에게 직접 상패를 전달했다.

印尼 산불, 지구 온난화 부채

질 

  인도네시아 열대림에서 매년 되풀

이되는 산불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국제적인 관심과 대책

이 필요하다고 싱가포르 현지언론이 

전문가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문

제 연구소’(SIIA) 주최로 최근 싱가

포르에서 열린 환경 세미나에서 세

계 각국의 환경단체 회원과 환경 및 

산림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열대림

의 이탄(泥炭)지대에서 매년 발생하

는 산불로 인해 다량의 탄소가 연무

(煙霧)와 함께 방출되면서 지구 온난

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

적했다. 

  이번 모임의 의장을 맡은 시몬 테이 

SIIA 연구원은 “몇몇 전문가들은 산

불이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를 초래한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인도

네시아 산불은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

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도아주어야 할 

국제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니얼 무르디야르소 인도네시아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 연구

원은 “동남아시아는 열대 이탄지대

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지

역 산불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과 연

무 확산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

적했다. 

  우나 초칼링함 CIFOR의 또다른 연

구원은 “지구상의 21%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늪지대의 탄소는 앞으

로 40년 안에 온실가스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조사

를 벌인 결과 아카시아 펄프와 야자

유 채취를 위한 농장 조성이 열대림 

산불의 주범으로 밝혀졌다”며 “늪

지대가 마르고, 산불이 발생하는 과

정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

기 중으로 방출돼 기후 변화를 초래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하는 연무는 해마다 인접한 싱가포르

와 태국 등지에서도 큰 골칫거리로 

등장, 지난 97-98년의 경우 항공 결항 

등으로 주변국가에 90억 달러의 손실

을 끼쳤었다. 전문가들은 당시 7억

7천만t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도 수마트

라와 서부 칼리만탄주(州)에서 발생

한 산불이 수주간 계속되면서 연무현

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항공

기의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큰 피

해를 냈다. 

출 11억 불, 올해 목표 13억불로 압도

적인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영업 실적 또한 적극적인 마케

팅 투자로 내수 시장에서도 TV, 냉장

고, 세탁기, 모니터, 오디오 등 주요 

가전 제품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각종 교육?문화 행사 후원, 지

진 피해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

헌을 펼쳐 인도네시아의 국민 브랜드

로 발돋움한 점이 최우수 기업 선정

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기주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비단 LG전

자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알려준 점에서 의미

가 크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현

지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

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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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인력송출 양해각서

(MOU) 갱신체결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엘만 수파르노

(ERMAN SUPARNO) 인도네시아 인

력이주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

derstanding)를 9일 갱신체결 했다.

 이번 MOU 갱신체결은 지난 2004년

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올 8월말 현재 57,85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

에 취업하였으며, 그 중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5,400명으로 9.3%를 차지한

다.

 금번 MOU는 ‘04에 체결했던 

MOU와 비교하여 송출과정의 투명

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

역 및 총액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

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이 추가·강

화되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

는 사용주는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

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

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인도네시아, CTAP 가입 

 매년 불법 화전으로 인한 대규모 산

불로 주변국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

생시키던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경을 넘어선 

대기오염을 규제할 월경성대기오염

에 관한 협약(CTAP:Convention 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에 가입

할 예정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 대변

인이 12(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변인은 “인도네시아는 CTAP를 

비준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개간을 위

한 벌채 활동으로 산불이 빈번해 주

변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심

각한 대기오염을 야기시키면서도 

CTAP의 가입을 미뤄 많은 비난을 받

아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CTAP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

가다.

인도네시아서 목사 피살…

세계 곳곳 기독인 테러 

 기독교인 3명의 사형 집행으로 이슬

람과 기독교도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

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목사

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종

교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수탄토 경찰청장은 16일 “중부 술라

웨시의 주도(州都)인 팔루에서 부인

과 함께 쇼핑을 하던 이리안토 콩골

리 목사가 이날 머리에 총을 맞고 숨

져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98년 말부터 

2001년까지 양 교도 사이에 충돌이 

발생,2000여명이 숨졌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당시 군중을 선동한 혐의로 

기독교 청년 3명을 체포했으며,기독

교 단체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2일 총살형에 처했다. 처형소식

이 전해진 뒤 기독교인이 불만이 높

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또 다

시 목사 살해 사건이 발생해 이슬람

과 기독교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현

지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까지 위협

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원장 문

상철)에 따르면,최근 필리핀에서 목

회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디오니시오 

징징과 알베르토 라멘토 감독 등이 

살해를 당했다. 기독인들은 “정부가 

기독교 인권운동가들의 죽음을 단순

히 공산 반군의 소행으로 돌리고 실

체적 진실 파악에 나서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도 예배 중인 교회에 

괴한이 침입,4명이 죽고 14명의 성도

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콜롬비

아 교회는 극우 민병대와 좌파 게릴

라들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한 목

회자와 기독교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살해,테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개종을 거절한 선교사 자녀 2명이 부

모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집트에서는 15세 기독교

인이 버스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에게 납치당했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

을 타 탈출했다. 이집트에서는 올해

에만 21세 미만의 기독인 소녀들이 

12명이나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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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통신시장 

- 앞선 IT기술로 공략 서둘러야,   연내 2개 도시 3G 서비스 추진

- 2010년 이통가입자 1억명 달해,  DMBㆍ와이브로로 시장 선점을

 인도네시아 최대이동통신사인 국영 텔콤셀과 말레이시아의 텔레콤 말

레이시아(Telekom Malaysia)가 대주주인 민영통신사 엑셀코민도는 지

난 9월부터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엑셀코민도는 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연말까지 10만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 5개 이동통신사에 3G 서비스 사업권을 주

고, 올해 말까지 최소 2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

다. 인도네시아 제 2통신업체인 인도샛(Indosat)은 올 11월중에, 나트린

도 텔레폰과 허치슨 텔레콤도 올해 내 서비스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5년 말 기준 4200만명으로 2억

3000만명 인구대비 18.2% 정도다. 인구대비 76% 이상인 우리나라에 비

하면 아직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가입자 수가 

매년 60%씩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08년에는 8000만명, 2010년에는 1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구조상 이동통신이 아주 중요한 나라이다. 무려 

1만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어 유선통신의 보급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수가 인구대비 불과 7%인 1600만명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87%가 사무실이나 PC방에서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비싼 점도 

있지만, 제한된 유선 인터넷 망에도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무

선통신 도입이 확대되면 사용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은 잠재력이 대단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 업계의 진출 노력은 다소 부진한 것 같다.

 텔콤셀과 엑셀코민도의 3G 네트워크는 에릭슨과 노키아, 지멘스, 중

국의 화웨이가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콤셀은 오는 2007년까지 3G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을 위해 3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다른 통신업

체들도 유사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3G 통신 보급이 확대되면 

동영상이나 화상ㆍ음악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또한 커질 것이

다. 우리의 진출 여지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통부는 오는 2015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전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DMB 규격, 유럽의 DVB 규격, 말레이시아의 인터

넷 프로토콜(IP) 방송 규격 등을 조합한 디지털 방송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중 인도네시아 표준 규격을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가 아직은 IT 서비스 보급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이는 곧 엄

청나게 큰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MB건 와이브로

건 우리 기술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인

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 민경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印尼, 조류 인플루엔자 55번째 

사망자 발생 

 세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희생

자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55번

째 AI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6일 웹사이

트를 통해 중부 자바주(州)에 사는 

27세 여성이 AI 증세를 보이다 병원

에 입원한 지 하루만인 지난 13일 숨

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의 AI 희생자는 

5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인도네시아 보건부 산하 ‘조

류 인플루엔자 정보센터’는 “서부 

자바주(州)의 시사루아 지방에 사는 

67세 여성이 AI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5일 밤 숨졌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수일 동안 인도네

시아에서는 AI 희생자가 연일 발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가금류를 집에서 기르

는 경우가 많고, 집단 폐사하거나 도

살처분한 가금류에 대한 보상금이 적

어 AI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H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0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72명이 AI 감염돼 

이중 55명이 숨져 세계에서 AI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수하르토 3남, 살인죄 형기 절

반 남기고 가석방 

  인도네시아를 32년 동안이나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이면서 살인죄로 복역 중

인 후토모 만달라 푸트라(40 일명 토

미)가 가석방된다고 AF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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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은 국영 안타라 통신을 인용

해 판사 살해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돼온 후토모가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카르타의 교정 당국자는 “토미

가 치피낭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검

찰청으로 가서 보호관찰에 관한 수속

을 밟게 된다”고 밝혔다.

  후토모는 2002년 살인 교사와 무

기 소지 혐의가 인정돼 금고 15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에 

의해 형기가 10년으로 감형됐다.

  그간 후토모는 욕실이 딸린 호화

감방에서 생활한다는 구설에 오르기

도 했는데 이로써 후토모는 형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않은 채 석방되

는 셈이다.

  후토모는 2001년 7월 청부 살인업자

를 동원해 과거 자신에게 유죄를 선

고한 샤피우딘 카르타사스미타 대법

원 판사를 살해했다.

  그는 아버지 수하르토가 집권할 당

시 권력을 동원해 국고를 횡령한 혐

의로 기소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징역 18개월이 선고되

자 재판장을 맡았던 샤피우딘 판사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비 월드투어, 세계 언론 주목

 오는 12월부터 ‘월드투어’에 나서

는 가수 비(24)의 공연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AP통신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

트 등은 12일 “한국의 팝스타 비가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12개국을 순회하며 35회의 공연을 갖

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하며 관

심을 보였다. “마이클 잭슨이 음악

을 통해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아

시아 뮤지션도 아시아의 음악으로 세

계를 정복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비의 바람을 전하

기도 했다.

 외신은 비의 해외 진출에 대해 “아시

아의 자존심과 문화의 우수성을 선보

이고 싶어서”라는 그의 코멘트를 실

으며 내년에는 영어로 된 첫 앨범을 발

표해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도한다

는 소식도 덧붙였다.

‘RAIN’s Coming’으로 이름 지어진 

비의 월드투어는 새로운 4집 앨범 발

매에 맞춰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한국

(12월 15,16일)을 필두로 미국(12월), 

싱가포르(1월), 일본(2월), 태국(2월), 

베트남(3월초), 중국(4월),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대만 등 

12개국 주요 도시를 돌며 총 약 35회 

이상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투어를 진행하는 스타엠 관

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비

의 월드투어가 우리나라의 공연문화를 

10년 앞당길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희

망한다”며 “이번 프리미어는 월드투

어 전체모습 중 비록 일부가 공개될 

뿐이지만 이번 투어의 전체컨셉과 규

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했다.

印尼서 교량 붕괴사고…수십

명 사상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인도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25일 센트럴자

바주의 휴양지 바투라덴에서 인도교가 

무너지는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교량이 붕괴하면서 교량 

위에 있던 관광객 등 인파가 20여m 아

래 강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당시 교량

이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아

니라 강바닥에 바위가 많아 인명피해

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교량을 지탱하고 있던 

철제 강선 한가닥이 끊어진 후 다른 강

선들에 하중이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

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식월 라마

단의 끝을 알리는 일주일간 계속되는 

Idul Fitri  축제기간 동안 상당수의 인

도네시아 국민들은 휴양지를 찾아 몸

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바투라덴 역시 

Idul Fitri 기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

장 많이 찾는 휴양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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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한국무역진흥공사   574 1522
한국국제 협력단   522 7771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둥 한인회       022 200 657/582
발리 한인회       0361 755 130
수라바야 한인회   031 732 7280/81
스마랑 한인회     024 831 9664
메단 한인회    061 821 1588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코리아센터빌딩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 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     721 0271~2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39 9009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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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삼붕야와        867 255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        3190 2119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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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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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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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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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750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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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산타코리아        722 9921
수라청         527 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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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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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153 TOUR        5720 153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345 7288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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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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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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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컴퓨터, IT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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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BOOKS

 우리의 혀와 눈을 유혹하는 박재은의 맛있는 수다! 

  푸드 칼럼니스트 박재은의 감성 레시피를 담은 책. 요리사와 푸드 스타일리스

트, 그리고 한 가수의 누나로 알려졌지만, 자신은 ‘푸드 칼럼니스트’임을 강조

하는 저자가 ‘동아일보’, ‘한국일보’, ‘행복이 가득한 집’, ‘무비위크’ 등

에 연재해온 칼럼 중에서 삶과 맛, 그리고 음식에 대한 맛있는 칼럼 53편을 선별하

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여섯 가지 맛으로 꾸며졌다. 저자는 ‘체리케이크’의 레시피를 소개하

면서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낫토를 넣은 두부 스테이크’의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독신주의자였던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건강을 위한 식사습관을 제안하고, 아이들을 위

한 간식을 소개하며, 여행을 통해 맛의 세계로 안내하고, 음식에 곁들여지는 서비스의 중요성을 역설하

며, 음식의 전통과 향수에 대해 들려주는 등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전하고 있다. 

  53가지 음식에 덧붙여진 저자의 53가지 수다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뛰어넘어 맛과 삶, 가족과 사

랑, 생활과 사회, 일상과 여행 등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여준 음

식에 대한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감각은 우리의 혀와 눈을 자극하고 있다. 

육감 유혹 
- 글 쓰는 요리사 박재은의 감성 레시피

저자 박재은 | 출판사 해냄출판사  

사랑이 서툰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   
 저자 이보연 | 출판사 아울북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녀교육서! 

『사랑이 서툰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는 부모의 욕심과 서툰 사랑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가 

마음을 치유해 가는 과정이 펼쳐진다. 책 속에 소개된 가족은 저자가 그동안 상담 치료를 해 

온 많은 가족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그 상담치료 과정을 상세하고

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이 책은 저자와 미정이의 상담치료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특히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았던 미정이가 놀이치료, 말하기 게임, 모래놀이 게임 등을 통해 차츰 마음의 빗장을 풀고 

억압되어온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보

여준다. 

☞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소녀의 심리 상담 사례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이면에는 부모들

의 욕심과 어긋난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방식에 따라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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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공부법 김은실의 | 전교1등 핵심 노트법 

  
저비용 고효율 공부법 

『전교1등 핵심 노트법』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전교 1등 10명의 학습 노하우가 담겨 있다. 그 안에

는 중학생 7명, 고등학생 3명의 생생한 노트 작성법은 물론 그들의 시험대비 요령과 평소 공부 스타일 

등 공부에 대한 최강 비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치동 공부법’으로 유명한 교육전문작가 김은실은, 공부 방법에 대해 일반화시키기보다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 각각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성향과 근접한 학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다. 

☞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학습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중하위권 학생

들은, 전교 1등 10인의 학습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DAY FITNESS(원 데이 피트니스)
  오윤아와 김민철의 피트니스 & 뷰티 가이드 <원 데이 피트니스>. 레이싱걸에서 매력적인 연기자로 거

듭난 오윤아와 슈퍼헤비급 레슬러에서 60Kg을 감량해 슈퍼모델된 김민철이 최초로 공개하는 몸매 만

들기와 다이어트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해 빠른 효과, 간단한 운동, 최소

한의 시간이라는 컨셉에 맞춰 구성하였다. 

  이 책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생활 속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의 모

든 장소를 피트니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24시 트레이닝’과 함께, 신체 부위별 근육 강화를 위한 ‘디

테일 피트니스’와 체력에 맞춰 단계별로 운동할 수 있는 ‘슈퍼 트레이닝’을 소개한다. 보다 쉽고 확

실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윤아와 김민철이 들려주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그들이 전하는 뷰티 노하우까지 총망라하

였다.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존의 다이어트 책과는 달리 남성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건강한 몸

과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피트니스 지침서이다.

오윤아, 김민철 지음

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

김은실 지음

서울문화사 펴냄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한류 열풍이 일본 열도와 중국대륙을 가로질러 남하하여 적도 넘어 이곳까지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JIKS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계시는 사공 경 선생님께서 한인회 문화탐방 반을 이끌면서 

인도네시아 곳곳을 탐방하고 모은 자료와 느낀 점을 정리하여 그 결실을 책으로 엮어 내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간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주로 경제 활동에 주력해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한인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이 곳 Jakarta에 

오시면서 역사 깊고 수준 높은 인도네시아 문화전반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발로 뛰면서 이 곳 사

람들과 풍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생활에 실천함으로써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이에 교

류의 잘을 여는데 일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탐방 회원 이재원

사공경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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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에 정착을 하게 된 후부터 더욱 거세진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 열망이 인니 한인사회의 문화를 

한권의 책으로 남기게 된 동기라고 인제 손인식씨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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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와 교육계, 체육계,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단체, 활동이 매우 활발한 한국인 2세들, 사회단체

로서 3곳의 한인회와 노인대학, 부인회, 정부파견 기관으로서 코이카와 홍보센터, 대사관을 탐방하

며 그 공동체들의 역할과 공로, 비전 등을 그의 특유의 필체로 기록하고 있다.

손인식 지음

한타임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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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MOVIES

황진이
  16세기 최고의 명기 황진이는 가야금의 달인인 

악기 현금과 황진사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는 

종모법(어미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

는 것)이 엄연했던 사회였으므로 그녀는 기녀로 살아가

야 할 명운이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여식을 사내들의 노리개요, 

노류장호의 인생인 기녀로 키우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 현금은 성거산(개경에 

있는 산) 깊숙한 암자의 노승에게 황진이를 의탁하게 된다.

  그러나 쉬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운명이었다. 어느 날, 노승의 시선을 따돌

리고 동자승 서넛과 몰래 소풍을 나갔던 황진이는 만월대 너른 마당에서 화

려한 연희를 보게 된다. 꽃처럼 고운 여인네들의 흐드러진 한바탕 춤과 소리, 

그리고 전아한 악기들의 음률. 긴긴 밤, 처음 접한 예술에 대한 감동으로 뒤

채이던 황진이는 산사를 탈출, 제 발로 송도 교방으로 찾아가 재주를 배우겠

다 나서기에 이른다. 이미 7세에 교방에 들어 재예에 이미 눈뜬 동기가 수두

룩한 교방에서 진이는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악기인 현금의 피를 이어받

아 재주를 타고 났을 뿐 아니라, 한번 흥미를 느낀 일에는 무섭도록 파고드는 

집중력을 지닌 탓에 진이는 3년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송도교방의 가장 빛

나는 동기로 우뚝 서게 된다.

  그로부터 6년 후, 그녀의 나이 십육 세, 황진이는 

반가의 자제 은호와의 첫사랑에 빠져든다. 오즉여

이즉오, ‘너는 나고 나는 너라’ 수만 겁을 떨어

져 있던 천생의 인연을 만난 듯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공들여 서로를 보듬었다. 그러나 기녀와 반

기의 자제의 사랑은 신분질서가 엄연한 당시 조선

사회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이 정한 

권위와 법도라는 둔중한 벽에 부딪히게 된 사

랑, 그러나 권위와 법도에 굴복하기엔 그들

의 사랑이 너무 깊고 컸다. 마침내 황진이

와 은호는 사랑을 지키고자 야반도주를 

결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행수기녀 백

무와 은호의 어미 차씨의 방해로 그 뜻

을 이루지 못한다.

  세상은 어린 연인의 사랑을 자르고 생

이별을 강요했다. 결국 상사지정을 이기

지 못한 은호는 그 명줄을 놓아버렸다. 혹독

한 우중에 생가를 떠나 장지로 가던 은호의 상여

는 진이의 집 앞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망자

는 그 깊은 사랑을 끝내 거둘 수 없었던 모양이었

다. 황진이는 그런 연인의 상여에 처연히 제 제고

리를 벗어 덮어주었다. 지상에 머무는 망자의 무거

운 마음을 거둘 길은 오직 그에게 제 사랑이 아직

도 크고 장함을 보여주는 길 뿐이라 믿었던 것일

까. 그제야 망자의 상여는 집 앞을 떠났다. 이 어

린 연인들의 별리를 지키던 지인들은 그 사랑이 애

달파 고개를 돌렸다. 비는 억수로 내렸다. 세상에

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그렇게 지고 있었다. 이

날 황진이는 제 진정을 짓밟은 세상과 행수 백무

에게 제 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맞서고 또 맞설 것

을 결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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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트레이드 센터
 죽음을 눈 앞에 둔 12시간… 그들을 살린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9월 11일, 평범했던 그날의 아침은 전 세계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을 만들었다. 4남매를 둔 평범한 가장이자 뉴욕도시를 순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뉴욕, 뉴저지의 항만경찰청 경사 존 맥라글린(니

콜라스 케이지 분). 그날도 그는 뉴욕 중심가의 순찰로 하루를 시

작했다. 그러나, 하늘로 거대한 비행기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순간, 

‘꽝’하는 굉음과 함께 다급히 세계 무역센터로 출동하라는 명령

이 떨어진다.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실려 나오는 사람들과 여기

저기 파편에 맞아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

는 사람들. 마치 생 지옥과도 같은 그곳은 항공기 두대에 의해 세

계 무역센터가 붕괴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다.

  우리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에 살아 돌아가야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다급한 지원요청에 의해 ‘존 맥라글린’ 

경사를 비롯한 4명의 대원들은 사고가 난 건물로 들어가지만 순식

간에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건물의 잔해 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맥라글린’과 ‘히메노’ 단 둘뿐이었다. 그러

나, 살아있다는 안도도 잠시, 시간이 흐를수록 감각을 잃어가는 다

리와 메케한 공기, 무거운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 속에서 죽음의 그

림자는 점점 짙어만 간다...

가을로
 

  사랑은 멈췄지만 그리움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마침내 고대하던 검사

가 된 현우(유지태).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인 민주(김지

수)를 낯선 아파트로 초대한다. 장미꽃 한 다발과 함께한 수줍

은 고백.

“사랑해. 나랑.. 결혼해줄래?”

  1995년 6월 29일. 결혼준비를 위해 함께 쇼핑을 하기로 약속을 

한 현우와 민주. 현우가 일하는 곳에 찾아온 민주에게 현우는 일

이 남았다며, 혼자 가기 싫다고 기다리겠다던 그녀의 등을 떠밀

어 억지로 백화점을 보낸다.

 “민주야, 금방 갈게!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일을 끝낸 현우가 급한 걸음으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백화

점 앞에 도착한 순간. 민주가 지금 현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화점이 처절한 굉음과 함께 그의 눈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

고 만다. 

  그리고 십년 후, 지금.  누구보다 소중했던 민주를 잃어버린 지

울 수 없는 아픔.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자신이라는 

자책감으로 현우는 지난 십 년을 보냈다. 항상 웃는 얼굴의 해맑

은 청년이었던 현우는, 이젠 그 웃음을 잃어버린 차갑고 냉정한 

검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여론과 압력에 밀려 휴직처분을 받고 

상실감에 젖어있던 현우에게 한 권의 다이어리가 배달된다. “민

주와 현우의 신혼여행”이란 글이 쓰여있는 다이어리. 민주가 죽

기 전 현우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현우는 민주가 준비한 마

지막 선물, 다이어리의 지도를 따라, 가을로, 여행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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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행사 및 공지 사항

송년의 밤 행사  및  노래. 장기자랑 경연대회

	 	송년의	밤	행사
  2006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저희들 곁을 떠나가고 있

습니다. 타국에서 한 해를 넘기는 아쉬움과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 한인회는 그 동안 인도네시아 치안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중단되었던 송년의 밤 행사를 올해는 교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일시: 2006년 12일 12일(화요일) 오후 7시
장소: Hotel Mulia Senayan, Grand Ballroom
참가비: Rp 300,000.-/1인당
입장권 판매처: 무궁화유통(자카르타, 땅그랑, 찌가랑, 끌라빠가딩), 
                  뉴-서울 슈퍼마켓(자카르타), 한일마트(자카르타)
입장권 판매일시: 11월 10일경부터 판매예정
주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행사내용
   사회 : 김준호, 손심심 부부(한국민속학,소리의 대가, 해학의 달인)

  MBC 'TV 전국기행', KBS 휴먼네트워크 '아름다운 만남' 출연
   - 색동회 공연, 라뮤즈 합창단 공연, 자카르타 남성중창단 공연
   - 노래.장기자랑 경연대회 본선
   - 전통국악의 밤 ‘우리가락 좋을시고’- 김준호, 손심심 부부

          노래.장기자랑	경연대회	오디션	안내

				 	일		시:	1 차: 10월 11일 (금) 오후 1시 / 2 차: 11월 24일 (금) 오후 1시 / 본선: 12월 12일 (화) 오후 7시

	자		격: 교민 성인 남녀   	곡선정: 자유곡 2곡

	오디션	장소: 뮤직 아카데미(Music Academy), Tel: (021) 7280-1663~4

	접수처: 한인회 사무국  Tel: (021) 521-2515, 고관복 원장  HP: 0818-417-805

또한 행사의 찬조를 원하시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양식에 기입하신 후 11월 

20일 까지 찬조품과 함께 한인회 사무국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	찬조

찬조사(인)

찬조 상품명

찬조 상품 수량

찬조사(인) 연락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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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운항스케줄 안내

대한항공

금번 동계 KE628편 자카르타 출발시간은 인천공항 도

착시 동절기로 인한 기후상태 및 육상 교통편 운행시

간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인천   23:40 / 08:30*    매일

 KE627    인천  자카르타   17:15 / 22:20     매일

  *) 다음날

기간: 2006년 10월 29일 ~ 200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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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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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3: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8:3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

객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인니한인기업을 위한
TPS(Toyota Production System) / Lean 세미나

일시: 2006년 11월 22일 오후 12:00 ~ 18:00

장소: HOTEL SULTAN(HILTON) Anggrek Room

참가대상: 재인니한인기업 최고경영자, 생산및 혁신담당 임원

참가비용: Rp 400.000,- (점심식사, 교재 및 음료제공) 

주관: 한생컨설팅(PT. KPC Indonesia) /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 한생컨설팅(PT. KPCI) Tel.(021)5290- 0670~0671

강연내용

  (1)PNM(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진흥공사),

     - 한인기업의 인니 소매시장(MADANI MART) 진출 기회 -

  (2)성공적인 TPS 실행을 위한 이해와 실천

     - 기업환경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왜 TPS 인가?)

     - TPS의 탄생과 발전/목적/TPS의 7대 낭비란

     - TPS의 핵심사상과 기법(JIT/VM/표준작업/자동화)

      - TPS의 전개: TPS의 3대 기본사상/토요타 생산방식의 체계/개선

  (3)TPS 도입 추진사례 및 성공사례 소개

한국기업인을 위한 경제세미나
<2007년도 인도네시아 경제-환율 및 투자환경 전망>

일시: 2006년 11월 9일(목) 13:30~17:20

장소: 리츠칼튼호텔(The Ritz-Carlton Hotel) Ballroom 3 (Tel: 2551-8888)

      메가 꾸닝안 메리어트호텔 건너편

주최: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주요 주제(세미나는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2007년도 인니 경제전망
       - Mr. Fauzi Ichsan(스탠다드차터드 수석연구원)

    인니투자환경 전망
       - Mr. Stephan Schwartz(인니주재 IMF 수석대표)

문의: Ibu Silvana 021-5799-9402 / Ibu Evi 021-5799-9459

      스탠다드차터드은행(한국데스크) Tel:021-5799-9337  Fax:021-571-9642

     *한정된 좌석여부로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오니 Fax 및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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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I Language Center

(Universitas Kristen Indonesia 외국어학당)

Place: UKI Campus - Cawang

Subject: English for Entering University, 

General English, Korean for KLPT(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Class: As per Replacement Test (배치고사)/

Tutoring and Lecturing

Contact:(021) 800 9190, 809 2425 (ext.315) 

FKIP-UKI

Dr. Kim (081310205331)

Drs. Hemat Purba (08131864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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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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