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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상대회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산벡스코에서 

제5회 세계한상대회를 개최됐다.

   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신문사 부산시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세계한상대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리딩CEO 운영위원회

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대회는 수출상담이 총 3억 

4천말 달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 행사라고 

평가되고 있다. 

   올해 대회 핵심 주제는 식품과 음식으로서 미주 한미

식품상연합회, 캐나다 한인실업 인연합회, 재일한국식

품연합회 등 각국 식품 관련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대

거 방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대 중국 직

접투자 중 70%가 화교네트워크 자본이고,인도 본국에 

대한 인상(印商) 투자 역시 33%에 달한다”며 “한상

이 모국 기업의 글로벌화에 나서 달라”고 전했다.

   정진철 대회장(로열아이맥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

해 “지구촌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상이 정보 공유 등 

윈윈 하는 자세로 역동적으로 나선다면 한민족의 새

로운 블루오션이 창출될 것”이라며 “이번 5차 대회

가 세계 한인 상권 허브로 확실히 자리잡게 하자”고 

말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개회식에 참석해 고국을 찾은 한

상들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격려했다. 한 총리는 “국

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에 동포 경제인이야말로 

우리의 살아있는 정보망이자 신경망”이라며 “한ㆍ

미 FTA 협상을 벌여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전세

계 한상 네크워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

산”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조규철 

동중인도네시아 사장, 송창근 KMK Global 사장이 참

석하여 세계 한상과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한상 네트워

크 구축에 일조했다.

   총 2,500명의 재외동포가 참여하고, 수출상담이 총 

3억 달러 가까이 이루어져 성공적 행사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번 한상대회는 150년 밖에 안된 한국의 교포

역사 속에 전세계 160개국 67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

으며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노력

만으로는 불가능했으며,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재외동포

의 인적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이유임에는 틀림없다는 

평가다.

재외동포는 한국의 소중한 자산
제5회 세계한상대회 성공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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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까지 터졌는데 경제까지 터지

면 우리 해외동포들은 갈 곳이 없어

요.”

   승은호 코린도(KORINDO)그룹 회

장은 “국민소득 2만불이 곧 될 거라

고 좋아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도 없

어요”라고 했다. “기업이 경쟁력

을 갖추고 국민이 진짜로 잘살게 돼

야지, 환율이 떨어져 2만불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승은호 회장은 동남아에서 화상(華

商)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한국기업인으로서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코린도 그룹

은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20위

권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승은회 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유행처럼 

분배를 외치는데, 분배는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기회의 분배’라

야 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있는 재산을 

4000만에게 다 나누자고 하면 결국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

어요.” 

   승은호 회장이 한국인임이 가

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때였다고 했다. 인

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낯뜨거울 정

도로 한국을 칭찬했다고 한다. 그런

데 “요즘은 북한 핵실험이며, 이미

지 깎아 내리는 일만 터지니….”라

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승은호 회장은 리더십이 나라의 운

명을 가른다며 인도네시아에서 교훈

을 얻으라고 주문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30년 독재를 

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만 경제는 강력하게 끌고 나가서 그

런대로 괜찮게 성장했어요. 외환위

기만 없었으면 인도네시아는 소득 

4000~5000달러의 안정적인 나라

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

시아는 연립정권으로 리더십이 없어

요. 위에서 결정해도 아래에서 안 따

라줘요.”

   승은호 회장은 한국 젊은이들의 도

전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또한 안타까워 했다. 

“1998년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났

을 때도 한국사람만 도망가지 않았

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밀림까지 들어가 원목을 구해왔는데 

요즘엔 그런 젊은이들이 없어요. 한

국에서 직원을 채용해 와도 밀림에 

1년 내보내면 그만둬 버립니다. ‘청

년실업’이라는 데도 일자리를 찾아 

인도네시아에 오려는 도전적인 사

람이 없어요.” 

   코린도 그룹의 직원은 2만여명. 

그중 250여명이 한국인이다. 몇 

년 전 공채로 한국에서 30여명의 

젊은이를 뽑아 인도네시아 현지에 배

치했지만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돌아

갔다며 아쉬워 했다.

    또한 승은호 회장은 정부가 해외

동포를 더 지원하고 코리안 네트워크

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용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하며 우리

의 700만 해외동포는 고국에 있어서

는 너무나 큰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

고 강조했다.

지금은 도전정신이

필요할 때 입니다

지난 10~11월 한국을 방문한 승은호 코린도 회장은 모 유명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리더들의 리더십 부재,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의 부재등 

한국의 공황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도전정신을 통한 해결의 실마

리를 제시했다. 한인뉴스는 인터뷰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게재한다.

나라의 운명은 리더십에서 나와

기회의 분배를 통한 도전 기회를 줘야

세계한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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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를 맞은 세계한상(韓商)대

회는 모국인 한국과 동포 한상들의 상

생(相生)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지난 

11월 2일 막을 내린‘제5차 세계한상

대회’ 정진철 대회장(로열 아이맥스

(ROYAL IMEX INC)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가시적인 성과로 한상

대회는 전세계에 흩어진 한상들을 하

나로 모아 ‘윈윈’할 수 있는 의미있

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정진철 회장은 “그동안의 한상대회가 

전세계 단절된 한상들을 결집,네트워

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

했다면 이번 대회는 그 기반을 바탕으

로 한상대회를 본 궤도에 올린 것”이

라고 말했다. 이번 한상대회에서는 다

양한 각종 협약 체결이 이뤄지고 참여

한 한상의 수도 지난해에 비해 1천여명 

이상 급증했고 실제 이루어진 상담 실

적도 3억4천만달러가 넘어 기대 이상

이란 평가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진철 

회장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30년 전부

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상 결집

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02년 처음 열

린 한상대회의 공동대회장을 맡는 등 

한상 결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 조직이 엇갈린 톱니바

퀴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며 이들을 결

집해 조국 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한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

했었다”며 “특히 21세기는 지식 정

보화 시대여서 네트워킹이 잘 돼야 사

업도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 한상

을 한곳에 결집시키는 것은 만만한 일

이 아니었다. 정진철 회장은 “일부 한

상 단체들은 한상대회에 대해 부정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협조를 잘 하

세계 한상대회 이끈

정진철 대회장

이번 대회는 전세계 한상들의

Win-Win 계기 마련

지 않았고 전세계에 흩어진 방대한 한

인 조직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힘들었

다”고 당시를 뒤돌아봤다. 그러나 정

진철 회장을 비롯 제1차 한상대회 공

동대회장을 맡았던 기업인들은 일일이 

한인단체를 찾아가 설득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천신만고’ 끝에 한상대

회를 만들어냈다. 정진철 회장은 한상

대회가 모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한상 중 리딩

CEO 22명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국내 국방비와 맞먹는 20조

원이며 이들이 한상대회를 개최하면

서 모국의 각종 산업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상대회

가 모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에 정진철 회장은 “정부

는 모국과 재외동포가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논의하면 좋겠

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정

진철 회장은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

었다. 사진은 간담회 후 조규철 한인뉴

스 편집인과 함께했다.

   정진철 회장은 대회장에서 승은호 재인니한인

회장을 만나 재인니한인회 섭외홍보 분과 위원회

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한인뉴스가 더욱더 발

전하고 한인사회의 중요한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하며 한인뉴스에 미화 1만불을 쾌

척했다. 정진철 회장은 미국 LA이에서 직접보낸 

이메일 친서에서 “ 지난 7월 15일 이광규 前재

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창우 (주)마루한 회장과 함

께 인도네시아를 방문, 재인니 교민들과의 간담회

를 갖을 때 교민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어

려운 여건인데도 꾸준히 사명감을 갖고 한인회에

서 한인뉴스를 발행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진취적

이고 희망적인 교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명감

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교민사회가 되었으면 한

다”고 전했다.

   한인뉴스 발행인 이하 모든 편집인 일동은 정

진철 회장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진철 회장

한인뉴스에 미화 1만불 쾌척

세계한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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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소식

“정으로 가슴으로 동포들에게 다가서는 동포재단

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6일 700만 재외동포를 지

원하는 재외동포재단 사령관으로 취임한 이구홍 신

임 이사장은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지난 

43년 동안 교포문제연구소와 잡지를 운영할 수 있

었던 것은 동포 선배와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

기 때문”이라면서 “동포들을 가슴으로 대하는 것

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민

단체를 운영했을 때와 다름없이 막걸리 한잔을 걸치

면서 해외동포들과 의견을 나누는 동포재단을 만들

겠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동포재단

에 대한 외교부 간섭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겠다

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동포재단 이사장은 대

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 외교부와 사전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나 간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대외 동포정책과 관련해 그는 “외

교부는 머리로 접근하지만 동포재단이나 시민단체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중 일부개정법률

안’이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여야 17인 의원 공동으로 발

의됐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외체류자에게 투표권행사를 가능케 하고 재외동포 중 

해외단기체류자로 속하는 상사 주재원, 파견 군인, 외무공무원, 유학생 등에게도 투표가 가

능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참정권 부여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재외동포 영주권자는 외교정책상의 문제와 선

거관리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08년 이후 대선부터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부칙에 명기했다. 김성곤 

의원은“이번 개정안 발의는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활동의 결실이다”며 “작년 재외동포기자간

담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과 합의한‘영주권자 투표권부여에 대한 명기’약속에 대한 실천이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부재자 신고 및 투표 행위를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법안 수반 비용과 관련, 2007년 대선 223억원, 2008년 총

선 235억원으로 분석했으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외부재자투표선거권자는 각각 약 142만명과 

163만명으로 예상했다.

     이구홍 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동포들과 가슴으로 대화할 것”

는 정으로 접근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면서 

“동포들의 숙

원인 참정권과 

이중국적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700만 해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재단 개혁 

구상을 갖고 있는 그는 “재단 임직원들도 그 동안 책임

을 회피하기 위해 외교부나 국회를 끌어들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

난 이 이사장은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재학중 한ㆍ일회담 

반대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63년 해외교포문제연구

소를 설립해 지금껏 운영해왔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광

규 前 이사장을 비롯해 정진철 제5차 세계한상대회 대회

장과 동포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 추진 
 - 김성곤의원 등 17명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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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지난 11월 24일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1976년에 개교한  이래, JIKS는 교민들

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해외 동포 교육 기

관으로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입시 및 주변 환경

의 급격한 변화로 학교도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될 상

황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번 30 주년이 다만 지난날을 돌

이켜 보는 의미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30년사를 발간하는 한편 다양한 행사

를 교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JIKS는 대강당에서 개교 30 주년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 해외 한국국

제학교의 모범이 되고 더욱더 교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

이 되도록 정진할 것을 각자의 가슴속에 새겼다.  기념식에 이어진  합창

제, 에어로빅, 사물놀이 공연 및 태권도 시범등의 공연으로 개교 30 주년

의 뜻을 더했다.   

   한편 JIKS 교정 곳곳에서는 21일 부터 24일 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이

어졌다. 강당에서는 30년을 지내온 학교 역사를 생생히 전하는 사진전시

회가 열렸고 시화전, 초.중등 미술 전시, Quilt 전시회등도 연일 많은 관

심속에 열렸다. 또한 T-Shirts 패션쇼, 중등 합창제, 중등 음악 발표회와 

의류, 화장품, 골프 장갑 등 생활 용품, 각종 먹거리을 저렴한 가격에 판

매하는 바자회등이 열려 명실공히 교민과 함께하는 JIKS라는 축제의 장

을 연출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개교 30 주년 맞아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 뜻 깊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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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바자회 수익금 기증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학부모회 (초등 김순식, 

중등 허염희, 고등 남기인) 회장단은 11월27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교장 김정일)를 방문하

여 지난 11월24일 JIKS 30주년 기념 사랑의 장

터 에서 거둔 수익금 2,500만 루피아 를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김정일 교장은 이 기금을 학생들 도서 구매용으

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JIKS 30년 기념 행사

를 위해 힘써준 학부모회에 감사를 표시했다.

   학부모회는 그 간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

하여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및 교육문화 증진을 위

한 학사일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그 역할을 다하

고 있다.

JIKS 30주년 행사 이모저모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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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9일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는 스탠다

드 차터드 은행(이하 SCB)이 주최하는 한국기업인들

을 위한 ‘제1회 한국기업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SCB의 시온 회장은 짧은 시간에 눈부시게 성장한 한

국사회에 존경을 표하고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

로 해외에 진출에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을 할것을 밝혔다.

   이선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한국기업

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 SCB에 감사를 표하고 우

리 업체들이 좀더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을 통해 점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한국 기업인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영환경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 갈 수 있기를 바랬다.

   이날 세미나는 Fauzi Ichsan SCB 수석경제연구원의 

<2007년도 인니 경제전망>과 Stephan Schwartz 인니주재 

IMF 수석연구원의 <인니투자환경 전망>에 대해 객관적인 자

료에 근거 객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각각의 세미나가 끝나

고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엔 참석한 교민 경제인들의 각 세미

나 주제에 관한 열띤 질문으로 세미나장을 학구열로 뜨겁게 

달궜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하게된 SCB 황윤홍 한국데스크는 한국

기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한국기업에 대한 금

융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한국기업인들의 성공적인 사

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임을 밝혔다.

한인기업인들을 위한
TPS / Lean 세미나 게최

  

지난 11월 22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술탄 호텔에서

는 한생컨설팅(PT. KPC Indonesia)과 한국중소기

업진흥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한인 기업인들을 위한 

TPS(도요타생산방식) / Lean 세미나가 한인기업 최고

경영자 및 생산,혁신담당 직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

데 개최됬다.

  이날 세미나는 ‘한인기업의 인니 소매시장 진출의 

기회’, ‘성공적인 TPS 실행을 위한 이해와 실천’의 

강연을 시작으로 ‘TPS 도입 추진 사례 및 성공사례를 

소개’ 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주된 주제가 된 TPS에 

관한 강연자의 열정적인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

들은 이에 못지 않은 학구열을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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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7일 늦은 오후, 한국대사

관저에서는 자선과 음악이 어울어진 작

은 음악회가 있었다.

   자선음악회를 주최한 한국대사관 부인회는 매년 300여개의 인도네시아 기업과 30여 각국 대사

관이 참여하는 WIC(Woman International Club)에서 주최하는 자선바자회에 참가하여 그 수익금

을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기부해왔다. 한국대사관 부인회 교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

을 나누고 그 티켓판매금으로 얻은 행사수익금을 WIC에 기부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관행적인 

자선바자회를 대신했다. 1시간 30여분에 걸쳐 열린 이 작은 음악회에는 성악과 첼로, 크라리넷, 해

금, 플룻등 재인니한인음악협회 회원들의 빼어난 실력으로 참여한 150여 교민들의 열렬한 박수갈

채를 받았다. WIC에 전달된 기부금은 인도네시아 고아원, 양로원, 불우청소년등의 장학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대사관저에서 울려퍼진

자선음악회

 지난 11월 10일과 24일 에서는 송년의 밤 행사의 노래경연대회 오

디션이 뮤직 아카데미(원장 고관복)에서 열렸다.  오디션을 위해 모인 

11명의 교민들은 그간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뽐냈다. 

  이날 오디션을 통과한 전무연, 홍찬기, 임연식, 박향숙, 김정희, 이동

윤씨는 오는 12월 12일 ‘2006년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 때 있을  

노래경연대회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송년의 밤
노래경연대회 오디션

한인회 소식



한인뉴스 12월호

14

한인회 소식

   PT. MKU(Multi Konstruksi Uta-

ma)와 PT. API(Aneka Panel Indo-

nesia)는 지난 11월 15일 Karawang 

Timur에 소재한 초등학교인 SD 

Negeri Anggadita II 에 학생과 교사

들의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동기구(미끄럼틀, 그네, 철봉, 

농구대, 축구공 등), 교실 실내 설비

시설(교실 파티션, 칠판, 안내판, 교실 

출입문 등)과 그외 국기게양대와 학

생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어린

이 선물세트 160여 점을 전달했다.

   또한 PT. MKU와 PT.API는 금년  

7월 족자-중부자바주에 닥친 강진

으로 마을 사무소를 잃어버린 반뚤군 

방운따빤면 뽀도로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새 마을 사무소 건물을 무상으

로 제공하는 등 어려운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인도네시아 곳곳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인도네시아 사랑을 꾸진히 

실천하고 있다.

PT.MKU와 PT.API의

인도네시아 사랑

박흥식 화백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에서 개인전 개최

자카르타에서 전업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흥식 화백이 11월 22일 부

터 30일 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궁화 문화원에서 첫 말레이

시아 전시를 개최했다. 박흥식 화백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Motherland, 

Korea>라는 주제로 그의 특유의 유화기법을 담은 30여점의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 선보였다. 평소 스치듯 어디선가 본듯한 자연 스럽고 평

범해 보이는 풍경을 담는 유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박흥식 화백은  

<Motherland, Korea>라는 주제를 통해 어머니와 같은 모국의 포근함으

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한인사회를 이어주는 전도사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개인전의 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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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소식

한인상공회의소는 11월 10일 인도네

시아 외무부에 한-인니 전략적 동반

자 관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한

인 상공인들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외무부에서 있

었던 인도네시아 현인그룹과 한인 기

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들

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산하 협

의회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작성

한 이 건의서에서 한인상공회의소는 

현인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과 양국정부에 대해 두 나라

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대한 분

명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 줄 것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필

요성을 제기하며, 기업들이 이를 수

긍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가지 제

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다수의 한인기업들이 분포되

어 있는 노동집약산업과 수출산업이 

겪는 주요 문제들, 즉, 높은 해고비용

으로 인한 노동의 유연성 부족 문제, 

최저임금 문제, 계약직 노동자 허용

문제등과 부가세 환급문제 등의 세무

관련 사안들, 루피아 환율의 안정성 

문제,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 이미

지 재고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제

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하였

다. 이외에도 관광협의회에서 제기한 

도착비자 문제, 공항 및 항공사의 서

비스 문제, 그리고 버스웨이 및 모노

레일 건설과 3in1제도로 인해 야기되

는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등

도 언급되었다. 이 건의서는 인니의 

현인그룹에 전달되어 한-인니 양국

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 및 발

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한인상공회의소,
인니 외무부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성공적 이행 위한 건의서 전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임 이사 선임

12월 1일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강호성(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와 김

덕우(PT. HARDAYA ANEKA SHOES INDUS-

TRY)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임이사로 선임했

다. 선임된 이사들은 한인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게 된다.

신임이사

     성  명   회 사 명  연 락 처

강호성 신임 이사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021 5420 0261~4(Hunting)

김덕우 신임 이사     PT. HARDAYA ANEKA SHOES INDUSTRY    021 590 0143(Hunting)

강호성 신임 이사 김덕우 신임 이사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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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소식

   지난 11월 22일 수마트라섬 메단

에서 <북부 수마트라 투자의 잠재성

과 투자환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

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육찬 사무총

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북

부 수마트라 지역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플라스틱 

산업을 제외하고는 고무산업과 같은 

농산물 가공등의 분야 보다는 자바지

역에서 섬유, 봉재, 신발, 완구 등에 집

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며 한인들

이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 부진한 투

자를 보인 원인을 밝혔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북부 수

마트라 지역의 고무산업에 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 이미 오랫동

안 한국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고무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고 전

하고 앞으로 북부 수마트라 지역에 

삼림, 임업 특히 고무산업에 대한 투

자와 핵발전소 시설을 세울 가능성과 

함께 올해 13개 프로젝트에 많은 투

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누를리사 긴팅 인도네시아 투

자진흥청장은 “1968년 부터 현재까

지 이미 두개의 한국회사가 가동되고 

있고 그 기간동안 건설과 생산 분야

에 265억 달러가 투자되었다”고 설

명하고 한국이 고무산업에 대한 투자

를 희망하고 한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부 수

마트라 투자진흥청은 한국상공회와 

관련된 투자자가 가까운 미래에 북

부 수마트라를 방문, 원료와 재반설

비시설, 항만시설에 관련한 현황 조

사를 원할 시 북부 수마트라 지역의 

투자 잠재력을 적극 홍보하고 다각

도에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임

을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총

액은 2005년도 50억 달러에 이르고 

2006년도 9월 까지 35억 달러에 이

르고 있다.  한편 대인도네시아 한국

의 수입 총액은 2005년 82억 달러였

으며 2006년도는 9월 현재까지 66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한-인니 양국의 

무역의 교류는 양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 수마트라, 투자 유망지역

한인상공회의소 메단에서 투자세미나 참여



한인뉴스 12월호

17

동부자바 한인회 소식

동부자바 한인회 제4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동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10월17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시마스터 식당에

서 제4차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

의에서는 지난 행사 업무 보고와 함께 동부

자바 제22기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자리를 가

졌으나 많은 운영위원들의 해외 출장으로 인

해 차기로 미루어졌다. 훌륭한 봉사가 되도

록 한인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란다.

제5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동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11월3일 오

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시마스터 식당에서 

제5차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차 운영위원회의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제22기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자리를 다

시 한번 갖었다.

코라바야 제192회 토너먼트 개최

코라바야(회장 이봉운)는 10월29일 12시30분부터 그라

하 패밀리 골프장에서 제192회 토너먼트를 개최했다. 

이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는 강준구 회원이 82타로 베스트 그로스에, 이규창 회

원이 87타로 베스트 넷에, 조진석 회원이 94타로 런

업에 선정됐다.

동부자바 한인회 이태윤 고문 Ciputra 대학에서 강연 

동부자바 한인회 이태윤 고문은 10월16일 오전7시30분부터 9시까지 Ciputra 대학에서 ‘외국인 투

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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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사회복지와 남녀평등 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할로넨(Tarja Halonen) 여성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내각 7명 중 4명이 여성장관일 정도로 여권이 신장되어 있으며 여성이 임신한 것으로 일단 판명되면 월 일정액의 

태아 건강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고 출산후 6개월 동안의 모든 양육비용을 물품과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21세기 한국. 세상은 많이 바뀌고,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역차별론 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권위도 

많이 신장되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성우월주의는 아직도 건재해 보인다.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이하 KOWIN)는 남녀 평등을 외치는 단체는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지향점일 뿐 움

추려 있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잠재성과 능력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내집

의 따뜻한 온돌방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반겨주는 안영란 KOWIN 인도네시아 지역담당관이 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크워크 

인도네시아 지역 담당관

인터뷰 이사람

  

   2001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출범된 여성부(현 여성가족

부)는 세계 각 지역 여성 연대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를 

위해 흩어져 있던 해외 거주 지도층 여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KOWIN을 결성 하였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한민족 여성으로 각 주류사회에 진입하

여 활동하는 여성들을 국가는 민족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 국가의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큰 에너지로 생각하고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OWIN을  해마다 가지는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

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

하는 한인여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

로 마련하고자 여성 가족부 장관이 지역 담당관

을 위촉하여 현지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12개국 13지역에 제 1기 지역담

당관을 위촉하여 출발하다가 현 2005년에는 제 

2기 지역담당관을 14개 지역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

나,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프랑스, 이집트, 

독일, 러시아, 필리핀, 뉴질랜드에 16명의 지역담

당관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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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제 2기 (임기2년) 지역담당관이 활동

하는 시기이며 기간은 2007년 6월 30일 까지 입

니다

   지난 2006년 7월에 제6회 세계한민족 여성 네

트워크(KOWIN 이하 코윈)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1년 여성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여성과 세계 

170여 곳에서 활약하는 동포 여성의 교류 및 연

대를 구축하고 한민족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이 행사는 매일

경제신문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도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러

시아 중국 등 24개국에서 여성 리더 3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해외 거주 한민족 여성 100명, 국

내 참가자 250여명 그리고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는 해외 초청인사중 차세대 리더 50명 내외를 선

발하였습니다.

   대주제로는‘글로벌 시대의 주체, 차세대 한민

족 여성’으로 기업인과 사회문화계인사 교육계 

핵심인물 등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이고 교류

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 번 대회에서는 그간 발족 준비를 해왔던  「

KOWIN 재단」 설립을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

습니다. 호주의 이경희 담당관이 회장을 맡고 그 

외 현 담당관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있습

니다.  1년에 1회 여름에는 여성가족부의 모임을 

하고 그  사이에 코윈 재단 주관 하에 각 지역에서 

한차례 더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세계의 지역담당관을 구심점

으로 각 지역 위원회 결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에 부응하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속한 각 기

관의 여성 리더들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지회를 2005년 4월 창립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KOWIN 인도네시아 지회는 별도의 목

적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전문분야에서 활동하

시는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 즉 정보교류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

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KOWIN의 지회입니다.

KOWIN 인니지회 활동 목적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 인니거주 한민족 여성의 인적자원 발굴 및 지도층 여성들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대한 민국 여성가족부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 국내여성단체나 개인간의 실질적 교류협력

-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각 지회 간의 연대교류 활성화 및 

    자원 공유

- 인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KOWIN 인도네시아 지회는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협회, 미술협회, 월화차회 회원, 의료기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

교 근무교사, 그리고 개인 사업하는 분 등 25명의 회원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KOWIN 인도네시아 지회의 사업은 크게 여성 인력개발사업, 교

육사업,(한글교육 문화 예절 교육), 문화사업 (문화예술분야 교

류활동), 장학사업, 의료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 인력개발사업

-인니에 거주하는 기성 여성 전문 인재를 발굴하여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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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작성하고 이

를 인니에 진출한 기

업과 한국과 연관된 

현지인 기업 및 기

타 외국인 기업에 적

극활용할 수 있게 추

천하여 전문인력 채

용의 문을 열수 있도

록 한다

교육사업(한글교육 

문화 예절 교육)

인니거주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그 

2세에 대한 한글 및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한민족의 전통과 정

체성을 심어주며 한인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문화 콘텐츠와 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어 및 한국문

화의 인도네시아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문화사업 (문화예술분야 교류활동)

현재 이 곳에서 한국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인 음악협회, 한인 

미술협회, 한인 문인협회를 지원하여 현지인도 참여 할 수 있는 

각종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한다

장학사업

인니거주 한국인의 차세대 인니주류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인니 대학 진학을 독려하고 활성화하기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의료사업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교민, 현지주민

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 봉사활동을 치과의사, 한의사, 양의사

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지만「여성발전기본

법」에 KOWIN 관련 지원근거 신설(2005.12.29)로 국내외 한

민족 여성의 연대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필요를 밝힌바  향후 

지원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첫 사업으로는 아무래도 밀알 한글학교의 시작

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밀

알한글학교는 부인회의 밀알학교가 전신입니다. 

2001년 5월에 땅그랑 지역에 세워진 밀알학교

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인2세들에게 구제를 겸

한 한글교육을 목표로 세워져 5년 동안 계속하

여 왔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학교가 중단 되

었습니다. 

   마침  KOWIN 이 발족되어 한인 2세들 뿐 아니

라 이 지역사회에서  한글교육도 사업 중 하나로 

되어있어 부인회와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인회에서는 갖고 있던 밀알학교의 후원금까지 

다 넘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밀알한글학교(땅그랑 )은 처음 입학식 당시 

11명이었으나 이제 40여명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한국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한

글을 배우겠다고 오는 것을 현재는 그런 인원까

지 수용할 수가 없어서 명단만 받아두었으며 국

제 결혼한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외국학

교만 다녔던 한국자녀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

습니다. 땅그랑의 교민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기꺼이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은 각 나라마다 한글교육 열풍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것은 한류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SAT II 과목 속에 한국어가 들

어간 것은 큰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일로 보고 있

으며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제 2외국어로 한국

어가 9번째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자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여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외국어 과

정속에 한국어가 채택되어 한국어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전 세계적이 언어로 발돋음한다

고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도 필요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일에는 밀알한글학교(찌까랑)을 개교

할 것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고 장소 대관료가 

만만치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 지역

도 찌까랑 한인성당공소를 빌려주셔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머니 반의 남편되시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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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집에서 인니어를 자꾸 써 버려

서 도움을 못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만 

열심히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문화교육사업의 하나 일 뿐입니다. 앞으

로는 인니 대학에 진학한 차세대의 인재양성을 목

표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현지에 사장되

어 있는 다양한 여성고급인력들이 전문지식을 발

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해외 지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지방

문의 차원으로 여성가족부 국제 협력팀 3분이 인

도네시아 오십니다. 11월 30일 (목)지역간담회

를 지역인사와 코윈회원들과 함께 가집니다.  이 

날 여성가족부 및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업

설명과 지역 활동현황 점검, 한민족여성 DB현황 

파악 및 확대방안 논의, 지역 활동 관련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등을 논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활발한 사업들이 이 지역사회에

도 든든하게 자리잡고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네트

워크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현지 교민들에게 3가지 정도로 말씀 드리고 싶

습니다.

   저는 올해로 인도네시아거주 30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간 교민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과 어려움을 지며보며 살아왔습

니다. 교민사회는 다소 역동적인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좀 부정

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 물결 속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려 살았다기보다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발을 내

딛지 않으면 나아길 수가 없고 참여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지금도 묻혀 지내는 전문여성 인력이 이 모임

에 참여하고 함께 활동해 나아가길 권유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생각하는 교민들

은 자녀를 외국대학이나 한국대학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이 곳 

인니 현지 대학에 진학시켜서 인니 주류사회로 진출하여 인도

네시아 전문가가 되도록 준비하고 발판을 굳혀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교민사회가 더욱 

팽창한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폭넓은 시장성

이 계속 열리고 있어 준비를 해놓으면 앞으로 꼭 기회

가 올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곳 현지 기업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곳에는 전문 능력과 자격

을 갖춘 주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과 

달리 주부들이 가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좋은 강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

가 없어서 거의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는 굳이 한국에서 인력을 채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현지에 들어와 적응이 된 인력, 또 전문 실

력을 갖춘 고급 여성 인력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

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윈은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DB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좋은 성

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지켜

봐 주시고요.

   KOWIN에 관심가져 주시고 홍보해주신 한인뉴스에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역주민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주신 

교민 교회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가톨릭 성당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KTV에서 밀알한글학교에 대한 광고를 방영해신 것 정말 감사

드리고 후원자로 자청해주신 한나프레스에 지면을 통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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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위…… 망가

셋째 사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민들에게는 망가(Mangga)는 셋째 사위 격 입니

다. 바나나를 첫째 사위라고 한다면, 파인애플이 둘째 사위, 그 이후 셋째 

사위로 자격을 갖춘 것이 ‘망가’ 입니다. 우리 나라에 열대 과일이 유

입된 이후, 정말 온 국민의 대중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과일 중에 

하나이며, 더욱이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 입니다.

망가는 분류상 옻나무과(Anacardiaceae), 망고속(Mangifera)에 속하

며, 학명은 Anggifera indica이라 불리는 열대 과일 이며, 그 종류가 75종

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일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인도, 동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등 많은 주장들이 있어 딱히 어디 출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통상 인도를 그 근본으로 하는 과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4,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실질적인 재배가 시작되어 동남아시아로 

그 재배 기술이 전해 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과일 입니다. 현재는 동남아뿐 만이 아니라 호주, 영국, 미국, 멕시코 

등 열대성 기후를 가진 세계 각국에서 생산 되고 있습니다. 

망가가 재배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건기를 가진 열대성 기후여야 하며, 재

배 기간 중 건기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제일 달고 맛있는 망가가 생산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상적인 특징으로는 겉은 초록색을 띄며 속

에 육질은 잘 익은 것은 주황색, 잘 익지 않은 것은 노란색을 띱니다.

눌러 보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야 잘 익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딱딱

하다면 실온에 2-3일 정도 두어야 알맞게 익습니다. 속에 씨는 크고 길

며 평평하고 딱딱하며 망가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것은 당

도가 높아 그냥 먹기에도 달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잘 익지 않았

셋째 사위

...망가
강 효 정 솔한의원 원장

kang4333@chol.com

을 때는 신 맛이 많이 나서 다른 첨가물을 섞어서 

함께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산(酸), 감(甘)하고 간(肝), 담

(膽), 대장(大腸) 경락(經絡)으로 들어가며 간

(肝)으로 귀경(歸經)하는 뚜렷한 특징(特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미(酸味)로 인하여 살충(殺

蟲)하는 효능(效能)이 있고, 방향성(芳香性)이 

있어서 행기(行氣) 시키니 간기(肝氣)의 울체(鬱

滯)로 인한 증상(症狀)을 완화(緩和)시킬 수 있

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肝膽) 기능을 도와 

담즙분비(膽汁分泌)에 관여하니 식체(食滯)로 

인한 두통(頭痛), 두훈(頭暈) 등을 치료하는 묘

약(妙藥)이라 하겠습니다. 체질적(體質的)으로 

보았을 때 망가는 비위기능(脾胃機能)의 저하

(低下)로 인해 몸이 쇠약해질 수 있는 소음인(少

陰人)에게 아주 적합한 과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 간으로 귀경하여 간혈(肝血)을 저장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 노인, 임산부에게 꼭 

권하고 싶은 과일이라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 과일을 즐겨 먹어 왔

는데, “비타민이 풍부하여 몸에 좋은 과일이며, 

병을 이겨내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균이 쉬 번식하는 열대 기후에서 ‘몸의 면역

력을 높인다’ 라는 이 과일에 대한 인식은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즉 망가가 ‘배를 

채워 주는’ 또는 ‘맛있는’ 의미를 넘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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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켜 주는, 과일 이상의 의미

를 가진다는 뜻 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건기가 지

나고 나서 망가의 제철을 맞이

하면, 달고 맛있는 망가를 주로 

잘라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쥬

스로 먹는 것도 즐기는 편입니

다. 특히, 찬 과일을 권하지 않

는 임신과 생리 중에도 망가 만

큼은 권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임신과 생리 중 야기될 수 있는 빈혈

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

상이 되는 과일 입니다. 최근에도 망가를 연구하여 인체에 유효한 성

분을 추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망가에는 항산화제로 알려진 페놀계 화합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암을 예방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대학 수잔 퍼시발(Susan Percival)교수의 실험에서, “망

가는 독특한 항산화제(antioxidants)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가 손상되

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대학 내에서는 망가

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

하여 암 형성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인류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 거

리인 ‘암 예방’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과일로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망가에는 비타민A가 3894IU, 비타민C가 27.7mg으로 인간이 1일 섭

취해야 할 양이 충분히 들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A가 풍부하여 야맹증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안구건조증

이나 눈의 소양감, 작열감을 해소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조혈 기능을 도우니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만성적인 질환을 예방하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

니다.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흔히 감기나 비염에 쉽게 노출되

게 됩니다. 매일 망가 한 개를 꾸준하게 섭취하여 내 몸의 저항력을 키

워 간다면, 우리 몸은 그 어떤 바이러스의 침입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망가에는 우리가 빠빠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바빠

인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체하였거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속이 더부룩한 경우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빠빠야 대

신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의학적으로 

간 경락을 따라 간담의 기(氣)를 풀어주니 고기로 인한 소화불량 이외

에 신경성으로 나타난 소화불량에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망가 잎은 당뇨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며, 망

가 씨는 설사를 완화하고 요도염 치료에 좋다고 합니

다. 망가 나무 껍질은 디프테리아나 인후질환에 그 효

과가 있다고 하니 열매에서부터 씨, 잎, 껍질까지 버

릴 것이 없는 기특한 과일 입니다.

잘 익은 것을 고르는 방법은 먼저 껍질의 색깔로 판단

을 할 수 있는데, 진했던 초록색이 조금 연해 지며 작

고 검은 반점이 생기려 할 때가 먹기에 딱 좋은 것 입

니다. 꼭지 부분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을 때, 망가 

특유의 향기가 나는 것이 좋으며, 또 눌러보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이 잘 익은 것 입니다. 아직 

익지 않고 딱딱한 것은 종이 상자에 신문지로 싸서 실

온에 두면, 2-3일이 지나면 맛있게 익습니다. 

망가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

습니다. 보통 먹는 것처럼 잘라 먹을 수도 있고 주스

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당분이 충분히 들어 있어 별

도 첨가물 없이 갈아 드시면 됩니다. 주스로 만들었

을 때는 오래 보관하지마시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

니다.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망가는 주스로 

만든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특유의 풍부한 비타

민 A와 C가 손실되게 되기 떄문입니다.    

좀 색다르게 먹는 방법으로는 샐러드가 있습니다. 샐

러드를 만들 때는 약간 덜 익고 딱딱함이 아직 남아 

있는 망가를 사용합니다. 시내에 있는 태국 레스토랑

에서는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메뉴이며, 한번 맛을 보

면 조리 방법은 쉽게 떠 오를 정도로 단순하고 그 맛

은 시원하고 담백함을 보입니다.

감히 한국민들의 셋째 사위로 비유해 본 과일 입니다. 

우리 혀가 열대 과일을 만나 세번째로 사랑에 푹 빠

져 버린,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하고 있는 매력

적인 과일입니다.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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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0돌 한글날 기념 백일장 JIKS 고교 산문부 장원

       
	 	 	 	 인도네시아와	나
                                                                     이성희(10학년 3반)

  우리나라보다 20배 정도 크고, 인구로는 세계 4위, 한 나라임에도 너무나 다른 세계를 공

유하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라구. 가끔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을 탐

험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는 우리가 사는 곳과 너무 동 떨어진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화면 

속으로 빠져 들어가 함께 여행을 하곤 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

  우리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산다는 건 마치 보이지 않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처음 엔 모르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엉덩이에는 가시가 꽂혀있지. 그 가시들

은 보통 이런 거야. 우리나라 말이 조금 딸린다던 가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 너무 모른다던 

가 혹은 우리나라를 남의 나라처럼 느낀다던 가. 내가 그랬어. 어렸을 땐 아빠가 인도네시아

에 계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국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언젠

가부터 인도네시아는 나의 일부가 되었던 거지.

  그래도 가시만 달라붙었던 건 아니었어.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란 덕분에 나의 세

계는 이미 한국에 사는 아이들 보다는 좀 더 넓어지게 된 것 같아. 나이가 들면 각자의 세계

가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그렇지만 그 것과는 다르게 나는 한국의 아이들 보단 더 넓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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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 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지. 걔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말야. 내가 인도네시아

에 살지 않았다면 아마 죽는 날까지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 내 팔뚝만한 쥐가 정말 존재

하고 엄지보다 큰 바퀴벌레도 있으며 동양 사람도 새까만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야. 

난 엄마, 아빠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바 섬을 둘러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 

산동네였는데 집안에 우물이 있는 거 있지? 끝도 안 보이는데 바가지를 내리다 보면 찰랑

이며 물에 닿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끌어올린 바가지에는 원효대! 사가 마셨다는 해골 물보

다 더 맛있는 물이 들어있었어. 신기하지 않아? 이것두 있어. 우리는 솜을 목화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았어. 산길을 가다가 망고만한 딱딱한 열매를 주웠는데 그 

안에 천연 솜이 들어있지 뭐야. 아무튼 세상에는 우리가 사상도 못하는 신기한 것들이 많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첩보영화의 만화영화 같은 기구들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작은 생명과 열매들이 아닐까 싶어. 이야기가 샛길로 갔나? 아냐, 그렇

지 않아. 내가 인도네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 솜나무는 열

대지방에서만 자란다구 들었거든.

  마치 이런 것 같아. 생물이 살지 않는 땅은 황폐하잖아. 선생님이나 과학자들은 내 말이 

틀렸다고 하겠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사막은 덥고 황량한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선인장 한 그

루라도 보게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닌 거지. 인간은 땅에 나쁜 짓을 더 많

이 하지만, 그래도 땅은 자신을 죽음의 땅으로 보이지 않게 이곳에 살아주는 우리들에게 고

마워할 수도 있어. 열매, 물, 밞 그런 석들 모두 땅의 보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넘

어서 인도네시아는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석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어

떤 것들도 심어준거지. 나라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 그렇지만 인도네시아가 가진 매력은 

다듬어진 매력을 가진 선진국과는 다르게 조금은 투박하고 거! 칠어 무섭기도 해. 가끔은 그

래도 ‘산이 있으니 오른다.’라는 말처럼 ‘가꿀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좀 더 행복

할 수 있을 것 같아. 르바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 코앞에 닥친 시험도 무섭지만 조금 

뒤의 방학을 더 기다리게 되는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방학을 좋아

하셔. 두 분은 멋진 개척 여행가시거든. 분명 어느 날 갑자기 지도 한 장만 들고서 일주를 

하고 할지도 몰라. 아냐, 분명히 그럴 거야.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좋아져서 여행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글쎄,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코모도가 있다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섬으로 훌쩍 떠나보고 싶어. 그러

면 나의 세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또다시 넓어지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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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제8부 

최초의 메리야스 공장을 세운 유홍배

반둥지역 수까미스낀(Sukamiskin) 수용소 포로감시원 출
신인 김만수씨의 장남 김명진(金明鎭)씨를 통해 김만수씨
의 동료로 알려진 유홍배씨의 부인과 후손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게 되었다. 1919년 2월 28일 평양에서 출생한 
유홍배는 1942년 9월 14일  1,400여 명의 동료 군속들과 
함께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항에 상륙한 후 서부자바 반
둥 근교에 위치한 수까미스낀 포로수용소로 배치받는다. 
1942년 6월 당시 조선에서 포로감시원들을 모집할 때 반
골기질이 강한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이북 4도 출신
들은 원칙적으로 모집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혹독한 훈련
을 견디지 못한 중도 탈락자들이 속출하자 이를 충원하기 
위해 일부 이북출신들도 나중에 채용되었다.

수까미스낀 형무소는 1920년대 말 화란총독부에 의해 개
소되어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운동가 등 정치범들을 주로 
수용하여 ‘화란 압제’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온 악명높은 장
소였다. 수까르노가 대 화란 지하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된 
1930년 12월,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른 정치범들과 함
께 복역한 적이 있었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둥공과대
학 (ITB) 건축과 출신의 수까르노가 이 형무소 건축설계
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942년 3월 일본군이 
진주하면서 억류된 화란군 포로들이 혹독한 학대를 받아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
군이 동남아 지역을 점령하던 초기에는 억류한 포로들을 

임시 야전수용소에 가수용(假受容)하였으나 1942년 5월 
버마 점령을 마지막으로「남방지역 원정작전」이 종료되
자 각국에 포로수용소 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행정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소(分所)와 포로들을 직접 수용하
는 시설인 분견소(分遣所)를 운영하였다. 국가별 포로현
황을 보면 필리핀 52,000명, 말레이, 싱가폴 97,000명, 자
바 93,000명, 그리고 홍콩 등 기타지역 19,000명으로 총 
261,000명의 전쟁포로들이 남방작전에서 억류되었다. 자
바 지역에서만 화란, 호주, 영국군 등 8만여 명의 연합군 포
로들이 억류되었는바 자카르타에는 자바 전 지역을 관장하
는 「자바포로수용소」 총 분소(總 分所)를 두고 서부자
바 반둥(Bandung)에 제1분소, 중부자바 찔라짭(Cilacap)에 
제2분소, 동부자바 수라바야(Surabaya)에 제3분소, 말랑
(Malang)에 제 4분소를 설치하였다. 자카르타 지역에는 글
로독(Glodok; 1971년도에 폐쇄), 찌삐낭(Cipinang), 스트
루스윅(Struiswijk; 현 Salemba 형무소), 부낏 두리(Bukit 
Duri; 폐쇄) 등 네 곳의 분견소가 있었으며 자바 전 지역을 
통틀어 20여 곳의 분견소가 산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 이후 연합군이 진주하
기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일본군은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를 견지하고 있었으나 영국군이 제일 먼저 9월 15일 
자카르타, 10월 25일 수라바야에 진주하면서 일본군으로
부터 통치권을 이양받기 시작했다. 그 다음 해인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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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4월부터는 일본군의 귀환이 시작되었으나 포로수용소 관
련업무에 종사하였던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전원 억류되
어 전범색출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 천 3백여 명의 조선
인 출신 포로감시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음은 말할 나위
가 없다.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항 지역에 철조망으
로 가 설치된 임시 수용소에 대기하면서 소위 「목 실험(首
實驗)」이라 불리는 대면조사(對面調査)를 당하는 조선인 
군속들은 언제 전범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
에서 행상을 가장하여 철조망 너머로 접근하는 인도네시
아 정부군 브로커들이 오히려 구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
다. 당시 화란과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치러야 하는 신
생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창설된지 몇 달 되지 않아 무기
도, 훈련된 병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였기에 주로 일
본군 하사관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용병 스카우트에 나섰
다. 이들 정부군 브로커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일본군들
을 선별 접촉하여 이에 응하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
본군들을 수용소에서 빼내어 정부군에 편입시켰다. 이 당
시 정부군 용병으로 이탈한 일본군의 숫자는 최소 800명에
서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양칠
성, 김재련, 정수만, 국수호 등 조선인 포로감시원 출신들
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둥지역 수까미스낀 분견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유홍배도 
1946년 4월 딴중 쁘리옥 임시 수용소에 집결되어 대기하는 
동안 수용소 감시원 시절 친분이 있었던 반둥 출신의 화교
계 여인 우이 마리(Oey Mari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용
소를 탈출한 경우이다. 우이(黃) 여인은 일본점령 시기에
는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스리 뿌
르나마와띠(Sri Purnamawati)는 1943년부터 일본인이 경
영하던 일식당 ‘쇼와 쇼쿠도(昭和食堂; 현 자카르타 땀린가
Wisma Nusantara 자리)’에서 ‘후미꼬’라는 애명의 종업원
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식당에는 일본인, 조선인, 대만
인 등 일본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주로 드나들었으며 조선
인 군속 김만수, 유홍배도 이 식당을 가끔 찾아왔다. 그런
데 이들은 꼭 늦은 밤에 찾아와 식사를 요구하기에 스리 종
업원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왜 항상 늦게 오느냐?”고 물어
보면, “먼 산악지역에서 온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유홍배는 자카르타 빠사르 밍구
(Pasar Minggu)에 있는 스리의 집을 느닷없이 찾아와 모친
인 우이에게 인사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이 때의 인연으로 
인해 1946년 4월 딴중 쁘리옥 항 임시 수용소에 갇혀 전범
처리 위기에 몰린 유홍배는 우이 여인에게 전갈을 넣어 구
명을 요청하였다. 유홍배의 간청을 못이긴 우이 여인은 화

란 감시원들에게 “유홍배는 자신과 대만인 남편과의 사이
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속여 유홍배를 일단 수용소에서 
탈출시키는데 성공한다. 우이 여인은 당시 국제적십자사 
요원으로 활동하던 신분이었으므로 수용소 출입이 가능했
고 화란인 감시인들과도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유
홍배가 우이 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수용소에 그대로 
억류되어 있었다면 화란당국에 의해 전범 처리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일단 딴중 쁘리옥 임시수용소를 빠져나
온 유홍배는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글로독(Glodok) 형무소
로 이관되어 화란 감시원들의 안마사 노역까지 자임해가며 
화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 굴욕을 감수한다. 우
이 여인은 결국 그녀가 끼고 있던 금반지까지 빼어 화란 감
시원들에게 상납하며 유홍배를 완전 석방시키는데 성공하
였다. 자유의 몸이 된 유홍배는 우이 여인의 자택에 거주하
며 그녀의 딸인 스리와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다.

많은 일본군 출신들이 그러하였듯이 유홍배도 다른 7명의 
동료 일본군들과 함께 서부자바 한 지역의 독립전쟁에 참
전하게 된다. 유홍배의 부인 스리 여사는 남편이 인도네시
아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군용트럭 등 일본군 장비들을 부
대에서 탈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군에게 제공하였다는 이
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서부자바 어느 지역, 어
느 부대에서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되살리지 못
하고 있다. 서부자바 가룻(Garut) 지역에서 화란군에게 생
포되어 사형당한 양칠성(梁七星)과는 달리 무사히 살아남
은 유홍배는 1949년 12월 27일 독립전쟁이 종료되자 다시 
우이 여인의 자택에 거처를 잡고 곧장 우이 여인의 딸 스리
와 동거관계에 들어간다.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영부인인 화뜨마와띠(Fatmawati)를 
비롯한 당시 정부 최고위층의 부인들과 친분을 쌓아가던 
유홍배 부부는1951년 자카르타 북부 안쫄(Ancol) 지역
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메리야스 공장인 글로리아 사 (PT.
Gloria)를 설립하게 된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그의 명성
이 자자해지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요타, 캐
논, 아사히 등 일본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파트너가 되어주
기를 제안하였으나 유홍배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독자적으
로 떠벳(Jalan Tebet Raya No.8, Jakarta Selatan) 지역에 제 
2공장인 뻐르소죠 사 (PT. Persodjo)를 설립하며 1,500명
에 이르는 종업원을 거느린 중견 사업가로 성장한다. 한
편 유홍배는 독립전쟁에 참전한 공적과 사업성공을 근거로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신청을 하여 1961년 7월 14일 자로 
다른 화란인 목사 등 7명의 신청자들과 함께 대통령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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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호를 발급받아 한 달 후인 8월 9일 자카르타 특수 법원
에서 선서를 마치고 정식으로 인도네시아 시민이 된다. 유
홍배 부부는 당시 축적된 막대한 재력을 이슬람학교 등 공
익사업에도 할애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홍배가 교류하였던 
수까르노 정권이 소련 및 중국과 긴밀하였던 관계로 대한
민국 공관이나 교민들과의 교류는 외면하고 철저히 일본인
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1965년 9.30쿠데타 이후 수하르
또의 우익정권이 들어서자 그 동안 유홍배 부부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왔던 수까르노 정부의 실세들이 모두 몰락
하면서 유홍배의 입지는 상당한 변화와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홍배와 수까미스낀 수용소 감시원 시
절 절친한 동료였던 김만수는 화란, 호주 포로들을 인도적
으로 대하였다 하여 화란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음은 물
론 화란정부의 추천에 의해 하지(John Reed Hodge) 군정
청(軍政廳)으로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화란정부
로부터 부여받은 인도네시아 ‘고무수출권’을 한국기업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고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막대한 사업이권은 화란정부가 4년간의 전쟁(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끝에 1949년 12월 27일을 기하여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철수하고 1950년 발발한 한국동란으로 인해 모
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1966년 12월 주 인도네
시아 한국총영사관이 개설될 때 교민대표 자격으로 인도네
시아 상공에 태극기를 펼치는 감격을 맛보며 1967년 7월
1일에는 제 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해외동포 유공자
의 일원으로 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도 하였다. 
김만수는 이곳까지 끌려온 조선인 출신 종군위안부들의 상
담역이 되어 주었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구전으로 전해지
는 조선인 출신 종군위안부 현황을 보면 1942년 8월 16일 
자카르타 지역에 개업한 제 6위안소에 조선여성 7명이 있
었으며 수라바야 지역 위안공창에 소속된 40여명의 위안
부 중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띠모르(Timor) 섬
에 사령부를 두고 동부제도를 관장하였던 일본군 제 48사
단장인 야마다(山田國太郞) 중장의 보고에 의하면 숨바와
(Sumbawa), 롬복(Lombok) 지역에는 아예 조선인 업자가 
조선인 위안부 50여명을 관리하던 위안소가 있었다 한다. 
위안부 운영에 관한 일본군의 공식적인 자료는 남겨져 있
을 리 없지만 자바지역의 종군위안부 운영은 자바주둔군
인 제16군 사령부 병참부의 인,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
였다고 한다.     

196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영사관계가 수립된 이후로는 
수용소 시절 절친한 친구관계도 남북한으로 구분되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 말미암아 김만수와 유홍배의 우정에도 금이 
가게 되었다. 그럴수록 유홍배는 한인사회와 더 멀어지며 
철저하게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사
업에만 열중하게 된다. 당시 일본인과 구라파인들이 주류
를 이루던 자카르타 상류층 교류장인 「자카르타 골프클럽
(Rawamangun)」에서 홀인원도 기록하며 이 클럽의 외국
인 회원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유홍배 부부는,

55세,Universitas Indonesia 법대 졸, 현재 
선박수리업 종사),

(51세, 가정주부),
(50세, 캐나다 토론토대 경제학 박사, 현 캐

나다 거주),

위; 김만수, 유홍배, 이병용 등 한국인출신 포로감시원들이 함께 

근무하였던 수까미스낀 형무소의 1930년대 항공사진 전경. 반둥

(Bandung) 시내에서 가룻(Garut) 방향으로 빠지는 동쪽 교외에 

위치한 이 형무소 내에는 십자 형태의 수감자 건물이 들어서 있

고 뒤쪽으로 감시원들의 숙소가 배치되어 있다.

아래; 영부인인 화뜨마와띠(Fatmawati)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

하던 스리 부인. 사진왼쪽부터 알리(Ali Sastroamidjojo) 수상

의 동생, 화뜨마와띠, 화뜨마와띠의 수행비서, 오른쪽 두번 째

가 스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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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Universitas Islam Indonesia 의대 졸, 
현직 개업의사),

(46세, American University 경영학과 졸, 
현 IT업체 운영),

(41세, 스위스 관광대학 졸, 현재 Kianti 
Bistro 식당체인 운영) 등 

5남 1녀를 두었으며 유홍배는 당뇨와 고혈압의 병마를 이
겨내지 못하고1973년 9월 13일54세의 나이로 자카르타의 
한 병원(Rumah Sakit Saint Carolus, Salemba)에서 별세하
여 자카르타 시내 Blok B공동묘지(TPU Blok B, Kebayoran 
Baru; 현 남부자카르타 구청 자리)에 안장되었다. 그 후 시 
당국의 이장 계획에 따라 1954년에 별세하여 자카르타 근
교 휴양지인 뿐짝(Puncak) 지역에 먼저 잠들고 있는 그의 
장모 묘소 바로 옆자리에 눕게 되었다. 유홍배의 부인 스리 
여사는 고령으로 인한 불편한 거동을 무릅쓰고 그의 3남
과 4남이 배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1954년도에 확장한 떠벳(Tebet) 메리야스 공장 그 주소지
에서 50년 동안 간호원 한 사람과 의사인 셋째 아들과 이웃
하여 여생을 보내고 있는 고 유홍배 부인인 스리 할머니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저는 반둥에서 출생한 화교이며 어릴 적에 자카르타로 
이주하였으나 태평양전쟁 말기인1943년 4월경 자카르타 
시내(현 Jalan Thamrin에 있는 Wisma Nusantara 자리)에 
있는 일본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이 식당을 자
주 드나들던 유홍배, 김만수씨 일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
당문을 닫은 후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 스시(壽司) 도시락
을 싸주어 돌려 보내며 “왜 항상 늦은 밤에 오느냐?”고 물으
면 “먼 산악지역에서 오느라고 늦었다.”고 대답하곤 하였습
니다. 아마 그들의 근무지가 반둥 지역인 듯 했습니다. 반둥 
인근 지역인 수까미스낀 수용소에서 종전을 맞은 유홍배는
1946년 4월 귀국선을 타기 위해 딴중 쁘리옥 항에 나갔다
가 전범색출을 위해 포로감시원 출신들이 전원 전격적으
로 억류되자 유홍배는 모친(Oey Maria)이 로비를 시도하
여 가까스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하였어요. 독립전쟁이 끝나
자 자카르타에서 유홍배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1951년
에 장남이 출생하였으며 같은 해 안쫄(Ancol) 지역에 PT. 
Gloria라는 사명(社名)의 인도네시아 최초의 메리야스 공
장을 설립하였다. 저와 저의 모친이 적십자사 봉사활동을 

통해 당시의 영부인(令夫人)인 화뜨마와띠(메가와띠 전 
대통령 생모)를 가까이 모시는 위치에까지 올랐고 그 후 당
시의 수상들인 알리 사스뜨로아미죠요(Ali Sastroamidjojo, 
1956년 수상 재임), 쥬안다(Djuanda, 1957년 수상 재임), 
수마르죠(Soemardjo) 자카르타 주지사 및 수까르노 정권 
말기의 제 2인자인 수반드리오(Subandrio) 제 1부수상(당
시 국가정보원장, 외무부장관 겸임) 등과의 교분 덕분에 
1955년엔 떠벳 지역으로 공장을 확장하여 PT.Persodjo라
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1,500명에 이르는 종업원까지 
두게 되었지요. 

▽ 자카르타 빠사르 밍구(Pasar Minggu)에 있는 저의 집에 
유홍배씨와 가까이 지내던 한국인 출신들은 물론 일본인 
동료들도 자주 들락거렸는데 그들 이름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나 김만수씨는 아주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저를 비
롯하여 저의 모친도 예의 바른 김만수씨에 대해 호감을 가
졌지요. 그의 후손들(김명진)이 인도네시아에 정착해 있다
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나이가 어려(10대 중반) 바깥 세상에서 벌
어지는 일에 관심 없이 가사에만 전념하였지요. 단지 유홍
배씨가 유난히 김만수씨와 자주 어울린다는 정도만 감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화교사회(華僑社會)에 편입되어 
온 셈인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는 반 화교 감정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편도 1967년에 이
슬람 종교에 귀의하였고 그 당시 축적한 재력의 일부를 이
슬람학교 설립에 쾌척하는 등 육영사업을 통해 동화하도
록 노력하였습니다. 제 4남이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
었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병원운영에 애로가 많
았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슬람 전문가가 되도록 충고
하여 지금은 아랍어는 물론 이슬람 사정에 박식하게 되었
어요. 그전까지 홀대하던 현지인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이
젠 그들 내면 사회에까지 자유롭게 파고들 수 있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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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되었어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차남 쪽의 손자 두 녀석
은 자기 할아버지인 유홍배를 꼭 빼어 닮았는데 모두 태권
도 유단자이기도 해요.

▽ 남편이 고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남편 생
존 시에는 다녀 온 적이 없고 2001년도에 며느리와 함께 관
광차 3일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아, 추억요? 있고말고요. 제가 당시의 상류층과 교분을 
넓혀나간 덕분에 사업도 크게 번창하여 상당한 재력도 갖
추게 되었지요. 집안에 부가 축적되니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차 일본을 들락거리면서 일본인 첩을 두
게 되었어요. 가게까지 열어주며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했
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1960년대 초 독립기념일 리셉션
에서 정부 요인과 환담하는 유홍배씨 모습을 가리키며) 이 
사람 아주 바싹 말라 있지요? 몇 달 동안 일본에 갔다 오더
니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왔더라고요. 일본 여자에게 온갖 
정력을 다 쏟고 온 모양이에요. (이때 배석했던 두 아들 박
장 대소) 그때 제가 남편한테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당시 유홍배의 부인 스리 여사가 영부인 화뜨마와띠와 친
분을 유지하고 유홍배 스스로도 우오즈미 류키치(魚住龍
吉)라는 일본명으로 철저하게 일본인 행세를 하며 공장 설
비는 물론 원부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일본을 자주 들락거
리며 사업에 열중하던 1950년대 후반, 기시 노부스케(岸信
介) 일본 수상과 쥬안다(Djuanda) 인도네시아 수상간에 무
상 2억2천3백만 불(803억 옌), 무역채권 발행 1억7천7백
만 불, 경제협력차관 4억 불 등 총 8억 불 규모의 청구권
(請求權) 협상이 타결되어 1958년 1월 20일 자카르타에서 
후지야마 아이치로(藤山愛一郞) 일본 외상과 수반드리오
(Subandrio)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사이에 「배상협정(賠
償協定)」이 체결된다. 동년 4월 15일자로 비준서가 교환
되어 본 협정이  발효되자 양국간 국교가 개설되어 일본으
로부터 전쟁배상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치열한 프로젝
트 수주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최고권력자에 
대한 이권로비는 대통령의 부인들이 창구가 되곤 하였는
데 자금 공여국이 일본이라는 특성상 셋째 부인이 된 데
위 여사(Madame Dewi)가 그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

다. 영부인인 화뜨마와띠(Fatmawati)를 지근 거리에서 지
켜보았던 스리 부인은 수까르노의 둘째 부인인 하르띠니
(Hartini)와 셋째 부인인 데위 여사가 등장함으로서 좌절하
고 마음 고생하던 화뜨마와띠의 처연한 모습을 지금도 잊
지 못하고 있다. 수까르노가 하르띠니를 제 2부인으로 맞
아 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화뜨마와띠는 수까르노와의 이혼
을 요구하며 스스로 대통령 궁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화
뜨마와띠가 낳은 2남 3녀의 정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수
까르노는 끝까지 이혼을 허락치 않았다. 하르띠니의 거처
도 보고르 대통령 궁의 별채로 제한하여 행사가 있는 날이
면 댄스 파티를 여는 정도로 제한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여 
First Lady의 역할을 화뜨마와띠의 장녀인 메가와띠가 대
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데위 여사의 등장은 대통령의 
가족관계는 물론 인도네시아 사회전반에 큰 파문을 몰고 
왔지만 확고부동한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권위에 눌려 희석
되고 말았다. 데위 여사의 등장은 사회윤리와 국가기강을 
뒤흔들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수까르노 일생일대의 오
점이었다고 스리 부인은 지금도 단언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 스리 부인이 단
정하듯이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지
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 데위 여사(Madame Dewi)가 인
도네시아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조명해 보도록 한다.

수까미스낀 포로수용소 감시원 시절 절친한 동료인 김만

수씨와 1950년대 말 자카르타에 있는 한 사진관에서 기

념촬영하고 있는 유홍배. 가운데는 종전 직후 연합군의 

전범색출 당시 딴중 쁘리옥 항 임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홍배를 가까스로 구출하여 사위로 삼은 유홍배의 

장모 우이 마리(Oey Marie)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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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쟁배상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
본 정부에 처음 요청한 배상 액수는 미화 17억 불이었으니 
이 액수는 당시 일본 국가 총생산액에 맞먹는 가공할 수치
였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한 탓에 배상협상
은 처음부터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어 오랫동안 협상에 대
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7년 2월, 제2차 기시 노
부스케(岸信介) 내각이 출범하자 이 배상협상은 전격적으
로 재개되어1958년 1월 수까르노 일행은 개인자격으로 일
본을 방문하기에 이른다. 이 때 수까르노 일행이 18일간 도
쿄, 교토, 하꼬네 등지로 여행하는데 5천만 엔이라는 거액
을 부담하며 이들 일행의 여행을 후원한 사람은 기노시타 
시게루(木下茂)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1954년도에 「기노
시타 쇼산(木下産商)」이라는 철강상사를 설립하여 당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의 후원을 받고있을 뿐 아니라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일본영사관
의 정보원 역할을 한 적이 있던 츄(Chow)라는 중국인과 자
카르타 주재 영사를 지낸 바 있는 도요시마 아타루(豊島 あ
たる)라는 전직 외교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런데 이 당시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수까르노의 정책노선
에 반발한 반정부 세력이 결집되어 국론이 분열되면서 수
까르노에 대한 암살 기도가 수차례 발생할 때였다. 친공(親
共) 성향의 수까르노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자 도꾜 경시청
(警視廳)은 사적(私的)으로 방문하는 수까르노 일행의 신
변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공식경호를 거부하였다. 실제
로 수까르노가 묵었던 ‘제국(帝國) 호텔’ 인근인 ‘니캇츠(日
活) 호텔’에 인도네시아 반정부(PRRI) 요원 6명이 투숙하
여 수까르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도꾜 주재 인도네시

아 총영사인 이스깐다르 이삭(Iskandar Ishak)은 수까르노
의 신변문제에 대해 본국의 재향군인회 담당 장관 보좌관
(Asisten Menteri Veteran)인 삼바스(Sambas) 대령의 조
언을 구하였다. 삼바스 대령은 일본군정 당시의 고위장교
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오구치 마사미를 통해 이스깐다르 
총영사를 극우파 정치인인 고다마 요시오(児玉譽士夫)에
게 소개하였고 고다마 요시오는 자신의 하수인으로 「천
황제지지 애국전선(天皇制支持 愛國前線)」고문이며 「
긴자(銀座)의 해결사」로 통하던 고바야시 쿠스오(小林く
すお)에게 수까르노의 경호임무를 부여한다. 고바야시 쿠
스오는 자신의 조직원 20명을 차출하여 18일간 수까르노
의 사설 경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상대국 외국원
수의 경호업무를 사설조직이 담당하는 것을 보고받고 있는 
기시 수상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지만 고다마 요시오 
등 당시 극우세력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라 수상은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기노시타 시게루(木下茂)가 재정후원을 한 수까르
노의 여행 일정에 연락책으로 합류하여 기노시타 시게루와 
수까르노의 밀착관계를 파악한 쿠보 마사오(久保正雄)는 
결국 수까르노가 재차 방일한 시점인1959년 6월 6일 기
노시타 시게루를 제치고 수까르노 일행을 가로채는데 성
공한다. 그는 도니치 보에키(東日貿易)사라는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면서 당시 자민당 정권의 또 다른 계파 보스
인 오노 반보꾸(大野伴睦)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하여 고
노 이치로(小野一郞), 극우파 정치인인 고다마 요시오(児
玉譽士夫) 등 정계 실력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기노
시타 시게루와는 사업 라이벌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다. 이 때 쿠보 마사오는 아카사카(赤坂)의 외국인 VIP전
용 나이트클럽인「코파카바나」 호스티스인 19세의 네모
토 나오코(根本七保子)를 수까르노에게 처음 소개하였다. 
1940년 2월 6일 도꾜에서 출생한 네모토는 여고(東京都
立三田高等學校)를 중퇴하고 낮에는 보험회사 판촉사원으
로, 밤에는 야간업소에 다니며 생업에 전념하고 있을 때였
다. 네모토는 ‘제국호텔’에서 수까르노와 2회에 걸쳐 밀회
를 가졌고 자카르타로 돌아간 수까르노는 2주간의 일정으

유홍배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한 공적과 인도

네시아 최초의 메리야스 공장을 세운 업적을 인정받아 

1961년 7월 14일 자로 대통령령 제 390호에 의거 정식

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사진은 대통령령 

제 390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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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네모토를 인도네시아로 초청한다. 쿠보 마사오(久保正
雄)가 경영하는 도니치 보에키(東日貿易)사의 회사직원으
로 가장하고 쿠보 마사오가 직접 안내하여 9월 15일 자카
르타에 도착한 네모토가 수까르노와 동행하여 발리 섬으로 
극비 여행을 떠난 9월 30일, 수까르노의 둘째 부인은 이를 
눈치채고 자살을 기도한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1960년 
네모토는 수까르노로부터 「인도네시아-일본 친선협회」 
명예회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양국교류의 가교역할을 담당
한다.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청구권 자금 중 일부를 할당받
아 매년 100명의 인도네시아 국비장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을 비롯한 선진국에 유학을 보냈으며 도꾜 시내에 ‘인도네
시아 학생회관’을 건립하여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60년부터 1965년 사이 전쟁 배상금
으로 일본에 유학한 학생수는 총 385명이었으며 이들 중 
유학생 제 1기로 동경대학(農工學科)에 유학한 후 수하르
또 및 하비비 정부에서 요직을 지내며 친일구룹의 선두 주
자가 된 인물이 바로 기난자르 까르따사스미따(Ginandjar 
Kartasasmita; 현 Dewan Perwakilan Daerah의장)이다. 한
편 태평양전쟁 종식 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가담하여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전직 일본군들로 하여
금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도 네모토가 결정적
인 기여를 한 바 있다. 유홍배가 1961년 7월 인도네시아 국
적을 취득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다.

결국 쿠보 마사오는 1960년에서 1963년 사이에 자카르타 
모나스 기념탑(Monumen Nasional), 국영 TV 송전탑 공사 
등 굵직한 사업이권을 따내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1958년 
쿠보 마사오보다 먼저 수까르노와 친분을 맺고 5천만 엔이
라는 거금의 여행경비를 지출하였던 기노시타 시게루가 그
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 기노시타 시게루는 끈질기
게 네모토에게 접근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군소업자에 지

1963년 데위 여사가 정식으로 영부인(令夫人)이 

되어 청구권자금 프로젝트 이권을 좌지우지하자 

「기노시타 쇼산(木下産商)」 등 협력업체들이 

합동으로 자금을 모아 자살한 데위의 남동생 얏소

(八曾男)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데위 여사의 별

궁인「Wisma Yaso」를 <Jalan Gatot Subroto Kav. 

14, Jakarta Selatan>에 건축하여 헌납한다. 사진 

왼쪽은 넓은 정원에 온통 꽃으로 뒤덮혀 아방궁을 

방불케 했던 당시의 전경이고 오른쪽 사진은 국군 

역사박물관(Museum Sejarah TNI, Satriamandala) 

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재의 건물이다.

나지 않았던 쿠보 마사오의 한계를 부각시키며 네모토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 청
구권자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쿠보 마사오가 실제
로 사업능력에 한계를 드러내자 네모토는 기노시타 시게루
의 손을 들어주며 수까르노에게 쿠보 마사오와의 결별을 
요청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격적으로 도니치 보에키사 
자카르타 지사 폐쇄명령을 내리고 사주인 쿠보 마사오에 
대한 추방 조치를 내린다.

1962년 3월 3일 수까르노와 극비 결혼한 네모토는「라뜨
나 사리 데위(Ratna; 미인 Sari; 꽃 Dewi; 요정)」라는 아름
답기 그지없는 인도네시아 이름을 부여받고 인도네시아 국
적을 취득한다. 그러나 수까르노와의 결혼은 네모토의 모
든 것을 빼앗아 가는 엄청난 비극을 자초하고 만다. 전쟁 
통에 남편을 잃고 평생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헌신하였던 
네모토의 홀어머니는 네모토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후처
(後妻)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대로 쇼크사 하였으
며 그로부터 불과 26시간 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네모토의 
남동생 얏소(八曾男)마저 ‘가문의 수치’라며 자살하고 말
았다. 수까르노와의 결혼이 화근(禍根)이 되어 일시에 가
족 모두를 잃어버린 네모토는 망연자실하며 이제 그녀의 
인생 모든 것을 노회한 대통령 수까르노에게 의지할 수밖
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 때 네모토의 도움을 받아 청구권
자금 프로젝트를 수주한 일본의 진출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아방궁을 방불케하는 별궁을 지어 네모토를 
위로하고 자살한 동생 얏소의 영령을 달래기 위해 그의 이
름을 붙인 「Wisma Yaso」를 헌납하게 된다. 자카르타 시
내 <Jalan Gatot Subroto Kav. 14, Jakarta Selatan> 주소지
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1966년 3월 수하르또가 실권
을 잡은 이후 국가에 귀속시켜 현재까지 국군 역사박물관
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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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9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수상 부처가 자
카르타를 방문하자 데위 여사는 이들에게 정식으로 소개
되었으며 1964년 5월부터 데위 여사가 영부인(令夫人)의 
자리를 꿰차게 되자 「위스마 야소(Wisma Yaso)」 별궁
은 제2의 권력 중심부로 급부상하기 시작한다. 영부인으
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데위 여사는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
하며 기노시타 시게루와 굳게 손을 잡고 Taisei, Obayashi, 
Itochu등 협력사들을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형사업을 주무르기 시작한다. 자동차 독점수입을 비롯
하여 원유 운송선도 도입하였는데 이 때 도입한 4척의 선
박은 중고선을 들여와 신규 제작선으로 둔갑시켜 무려 3배
의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본국회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부정부패 관행은 어쩌
면 이때부터 발아(發芽)되었는지도 모른다. 1962년 거의 
동시에 착공하여 1965년도를 전후하여 완공한 발리 비치 
호텔(Bali Beach Hotel), 뻘라부한 라뚜(Pelabuhan Ratu)의 
사무데라 비치 호텔(Samudera Beach Hotel), 족자카르타
에 있는 암바룩모 호텔(Ambarukmo Hotel)을 비롯하여 자
카르타의 위스마 누산따라(Wisma Nusantara), 사리나 백
화점 등 대부분의 대형사업의 이권에 개입하게 된다. 지금
도 땀린 가(Jalan M.H.Thamrin)에 있는 ‘사리나 백화점’이
라는 이름은 수까르노가 사춘기 시절 집안의 가사를 돌보
아 주던 사리나(Sarinah)라는 노처녀에게 첫사랑을 느낀 
연정을 평생 못 잊어 붙인 이름이라 한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이와 같이 경제이권을 비롯한 정치권력까지도 데위 여사의 
손길에 의해 좌지우지되자 일본 대사관은 데위 여사를 적
극 활용하여 최고급 국가정보를 독점하게 된다. 초강대국
인 미국의 하워드 존스(Howard Jones) 대사와 그 후임인 
마샬 그린(Marshall Green; 5.16군사혁명 당시 주 한국 대
리대사) 대사 조차도 1965년 9.30 쿠데타 사건을 전후하여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를 일본 대사관에 
구걸하여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다. 이렇게 깊이 뿌
리를 내리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경제의 일본 예속화’ 추세
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다수의 엘리트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하기 시작하는 수하르또 정권에까지 이어져 인도네시
아 경제계는 온통 일본 천하가 되어 1970~80년대 그 틈을 
비집고 파고드는 한국계 기업들의 힘겨운 ‘인도네시아 진
출 고행사(苦行史)’가 시작된다. 

*다음 호에는 <제 9부 비운의 전사(戰士) 양칠성>, <제
10부 양칠성(梁七星)을 재조명하다> 편으로 이어집니다.

*고령의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필자의 인터뷰
에 응해 주시고 소장(所藏) 사진을 제공하여 주신 유홍배
의 미망인 스리(Sri) 여사와 그녀의 3남 부디, 4남 수미하
르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요 참고문헌
-Sukarno Ratna Sari Dewi dan Pampasan Perang/
Masashi Nishihara 저, 1993년
-Dari Siti Oetari sampai Yurike Sanger/2001.6.1자 
Kompas지, Julius Pour 기자

위; 1973년 아키히토(明仁) 일본 황태자(현 천황)가 자

카르타를 방문할 당시 성공한 일본인 사업가 자격으로 

황태자를 접견하고 있는 유홍배 부부. 유홍배 왼쪽으

로 니찌멘(Nichimen)사 주재원, 황태자 오른쪽이 스리

(Sri) 부인이다.

아래; 유홍배의 5남 1녀의 자녀들 중 의사인 3남 부디와 

4남인 수미하르또가 지금도 모친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

다. 사진은 미국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을 

나와 현재 자카르타에서 IT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4남 수

미하르또의 행복한 가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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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민  -  사람

어항속의 물고기는 제가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까?

우리는 눈을 뜨면 색을 본다. 

천장과 침구, 벽지의 색.

그뿐인가 입을 옷의 색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우리는 그렇다고 느끼지 못할 뿐, 색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조형적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지. 

  1, 1, 2, 3, 5, 8, 13, 21, 34, . . . . . .  다빈치코드라

는 영화로 우리에게 다시 알려진 피보나찌수열은 전항과 현

재항의 합이 후항의 수가 되는 독특한 수열이다.  즉, N, 

N+(N+N+1)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인데 항의 차수가 무한

대에 이르면 전항 대 후항의 비례가 1 : (1+√5)/2 ≒ 1 : 

1.618에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는 이 비례를 황금비라고 부른

다.  사람들은 이 수열을 이용해 얻어낸 비례를 사용하여 안정

되고 조화로운 모습의 건축을 하고 물건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  oil on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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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이지만 필자도 어린 시절 지능지

수 검사용 시험지에서 이 수열을 만난 기

억이 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틀

렸을 것 같다. 실제로 오각형 기둥으로 된 

기념비 오벨리스크, 그리스 로마의 건축물

과 조각품, 그리고 현대의 내로라하는 건

축물과 미술품, 캔버스와 노트북, 가구며 

자동차 등 생활의 도구들이 황금비에 의

해 계획되고 제작된다.  

   오천년 전 이집트 시대부터 전해 내려

오는 가장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미의 척

도인 황금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반박할 대안 없는 진리로 통용되어오고 있

다. 부처님 눈에는 보살만 보인다던가? 물고기와 물처럼 이 전

봇대와 건너에 있는 전봇대를 잇는 전깃줄들이 수학선생님들

의 눈에는 합력 제로의 2차곡선들로 보여지지는 않을는지? 창

의력을 생의 제1 목표로 사는 화가인 필자는 피보나찌수열의 

의미를 “처음부터는 잘 안되고 자꾸자꾸 노력하고 오래토록 

연습해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다르게 말해보고 싶다.

   평행선을 정의하는 에우클리드의 제5공준에 대한 반발로부

터 2차곡선 이라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해내었듯이 인간이 거

의 본능적으로 조화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는 황금비에 대한 회

의로 말미암아 미술가들은 실로 다양한 비례의 비황금분할적

인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운 발견으로 평가되

는 표현의 방식도 그 속을 따지고 들어가면 황금비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이다.

   작품 <사람>은 추상적으로 풀어헤친 형태의 여체를 그리고 

있다.  일견 전방을 향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사실상 한 인

물이 아닌 여러 사람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부분적으로 조

립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의 작품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그의 다시점적 시각은 프란시스 베이컨, 마르셀 뒤샹 등 추상

표현주의와 입체주의적 경향으로 형태상 분류할 수 있겠다. 특

히,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우 인체를 분해하여 다시 재구성하는 

수법으로 유명한데 그로인해 형성되는 새로운 인물상은 특유

의 재구성을 통하여 현대인의 정신적 특질인 다중적 인격과 잠

재의식 등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내면을 표현함으로서 그 본질

을 규명하려는 효과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미술에서 인물화는 가장 오래된 전통이다. 특히 동시에 인

체의 여러 측면을 그리려는 시도는 과거 이집트의 고왕국시대

(BC3000년)부터 이제는 피카소의 전유물이 되다시피한 한 얼

굴측면에 두개의 눈을 그린 그림들이 발견되며 얼굴은 측면에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는 정면, 

팔과 허리 그리고 다리는 측면인 이른

바 정면성표현의 독특한 고대 이집트 

벽화양식은 인류의 가장 오랜 변형된 

인체표현의 양식이기도 하다.

  김영민의 <사람>는 100호크기의 화

폭에 등신대의 인물을 허리에서부터 

앞뒤를 바꿔 붙이고 있다. 신체의 곡

선이 위에서 아래로‘S’字를 이루는 

것은 소위 三屈姿勢로 고전적인 방식

을 따르며 표현된 인체가 여성임을 암

시한다.

  기법적으로 모티브의 주변에 약한 

브러시 스트로크를 마치 본체로부터 번져나가게 하여 백색으

로 처리된 여백을 삼차원의 허공간으로 포함시키며 인체의 좌

측 아래 중명도 저채도의 다양한 붓터치를 가미함으로써 그 시

도는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측은 큰 붓자국으로 인체

의 뒷면을 표현한다. 이런 시도가 다소 인위적인 데 비해 김

영민의 기량은 마치 한 인체에서 훑어내린 듯한 자연스런 포

즈로 전체의 윤곽;contour을 이루어나간다. 사실 이 포즈를 이

루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의 인체만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구

나 어릴 적에 손가락 끝이나 머리 뒤꼭지에도 눈이 하나 더 

있으면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공상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

다. 동시에 물건의 앞과 뒤를 볼 수 있다면 참 재미난 일이 많

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감상자의 머릿속을 지나가

는 상상의 자유일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일상적이고 일반적 시

각을 포기하고 분해하여 다시 조립하는 재구성의 과정을 통

해 작가는 인간의 본질과 내면에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려 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림을 잘 감상하는 방법의 한 가지는 감상자가 그 그림이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하는 

바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

지 않고서는 다양하기 짝이 없는 미술의 경향들을 이해하고 즐

길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무당이 써주는 부적과 같은 의미로서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아니면 한갓 장식품정도로... 그림은 

분명히 장식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드물게 기복적이

나 주술적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하는 바의 목

표와 제시된 가능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미술품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화가에게 미술은 세상을 보는 눈이며 삶 그 자체이다. 

朴 興 植 . 畵 家 artph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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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전호에서 계속)

3. 주주의 책임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책임은 유

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로 무한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신경을 써서 

읽어보면 오히려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조하기 위

하여 유한책임을 먼저 간단하게 규정하고 무한책

임을 더 강하게 부각시켰음을 느낄 수 있다. 주주

의 책임을 규정한 주식회사법 제3조의 전문은 다

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

약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 가액을 초과하

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무한 책임을 진다). 

a.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회사가 법인 자

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b. 해당 주주가 불성심 혹은 고의로(in bad faith)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회사를 

이용한 경우

c. 해당 주주가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참여

한 경우.

d. 해당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회사가 지불하지 못하

는 경우.“        

*주주의 책임을 규정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3조의 취지

는 현실적으로 제 (1)항의 상황보다는 제(2)항 “b”, “c” 

및 ”d 의 상황 발생이 적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직

시하고 주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b”, “c” 혹은 

”d”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주가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3.1. 법인 자격 미취득시 주주의 무한책임 

    상술한대로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금을 회사에 불

입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법무부 장관에게 회사 설립 승인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설립 승인서가 나

오도록 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회사설립 승인서를 받

으면 회사가 법인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회사 경영활동

은 법무부로부터 회사설립 승인서를 받기 전에도 가능하므로 

출자금을 회사에 지불하지 않는 채 회사가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에 회사 명의로 행한 모든 경영활동의 책임이 주주에게 

주주와 사장의 책임(2)

자료제공 : 변호사 . 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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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사장의 책임(2)

무한책임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출자금을 불입하

지 않고 회사 상호를 이용하여 Project을 추진하는 

경우에 종종 보는 케이스이다. “예”를 들면 1억

불짜리 지방정부 Project 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

금 2천5백만불짜리 회사를 만든 후 법인자격을 취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실제는 자본금 2천5백

만불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가 2천5백만불

을 불입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증인이 작

성한 회사 설립정관과 지방정부의 추천서를 근거로 

외국 투자가와 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문제가 발생

하면 계약 당사자는 회사이나 그 주주가 계약에 대

하여 무한책임을 저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지 제도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경우이

다. 정관에 자본금을 불입했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았어도 주주가 구두로 공증인 

앞에서 자본금을 불입했노라고 진술만 하면 그대로 

정관에 기재되는 제도적인 허점을 사장이 악용하는 

경우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주에게 무한책임

으로 물을 수 있다. 주주가 출자금을 불입했는지 여

부는 법무부 장관이 발행한 법인설립정관 및 개정

정관에 대한 승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자

금을 실제로는 불입하지 않고 허위 자본금 불입 확

인서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3.2. 단수 주주시 주주의 무한 책임  

   회사 설립은 반드시 설립인원 2명 이상, 즉 주주

의 수가 2명 이상이야하나, 설립 후 출자금을 불입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을 취득 후에는 

단수 주주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양도, 증여, 상속, 

법원판결문 집행등으로 주주의 수가 한 사람이 되

는 경우에는 단수 주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식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여 복수 주주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 복수 주주 조건을 어기고 단수 주주 상태

로 6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명의로 행하여진 모든 법률행위와 

손실에 대하여 주주 개인에게 무한 책임이 부여된다. 단수 주

주 상태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관활 지방법

원은 단수 주주 상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3.3. 주주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불성심 혹은 고의로 

회사를 이용시 주주의 무한 책임

     주주가 회사의 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

는 주주의 사적인 일에 회사의 공금을 사용하거나, 주주의 사

적인 사업을 임직원을 시켜 추진하거나, 회사 업무와 상관이 

없으나 주주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지급보증을 서게 하거

나 (“예” 지급 보증을 서 주는 회사 A가 그룹 내 다른 회

사 B의 주주가 아니고 주주 개인 C 나 C의 가족 D, 친인척 

E혹은 심복 F가 그룹 내 다른 회사 B의 주주 되어 있거나 임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A가 B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서주

는 경우), 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부당한 거래를 요

구하거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

에 관여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혹은 세금 부담

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할 결산보고서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소유와 경

영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인이 회사의 주주이자 사

장인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재산을 주주 명의

로 등기해놓거나 회사의 공금을 주주의 개인 계좌에 입금시

키고 회사의 지출을 주주의 개인명의 수표 혹은 기로 (Bilyet 

Giro)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

사의 손실에 대하여 주주에게 무한 책임이 떨어진다고 인도

네시아의 주식회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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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참여

한 경우 주주의 무한 책임

여기서 의미하는 불법행위는 형사상의 불법행위

(범죄) 뿐만 아니고 민사상의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도 포함된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하지 않거나 법에 하지 말라고 한 사

항을 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사회 질서 유지와 공익을 위하여 국가는 입법권

을 이용하여 사회 거의 무든 분야를 입법으로 규

제하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 실행을 위하

여 비상조치령,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

령.......등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지

방조례, 주지사령, 시장령, 군수령......등을 제정 

공포한다. 공익에 치중

된 법은 공법, 사익에 

비중이 큰 법은 사법이

라고 한다. 그러나 사

회가 발전할 수 록 공

익과 사익의 한데 엉켜

져가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정

하는 노동법과 같은 경

우 예전에는 사법으로 

분류됐으나 지금은 공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법

의 특징은 강제성이고 어기는 경우에 체벌 혹은 벌

금 처벌을 전제로 하며 사법의 특징은 어기는 경우

에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으로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회사 경영이란 거의 불가능하며, 알게 

모르게 크게 적게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법 혹은 사법을 어기는데 주주가 참여했

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주주가 무한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3.5. 도산한 회사의 주주의 책임

3.5.1. 주주의 유한 책임

      주주가 완전히 회사 밖에 있으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

적인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를 주

주총회를 통해서만 행사한 경우에는 주주의 책임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게 된다.

3.5.2. 주주의 무한책임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주주가 이사회원으로써 회사를 

직접 경영하다가 도산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부패 비리가 비

일비재한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 상 주주에게 무한책임을 물

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5.3. 주주의 책임 추궁 

방법

      주주의 책임을 묻는 방

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

나 바람직한 방법은 제도를 

통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주에게 민사 및 형

사상의 책임을 법원을 통해 

묻고 주주 개인을 파산 선고 시키면 주주는 빚을 완전히 지불

하거나 채권자들과 화의를 하기 전에는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개인적으로 장기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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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편 
굴욕을 참고 적을 방심하게 하라 - 묵특 선우

JIKS 교사 이상기

  묵특 선우(선우는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는 흉노의 왕이었다. 당

시 중원은 항우와 유방의 쟁패가 막을 내리고 있을 때, 그래서 아

직 한 나라는 흉노를 정벌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묵특 선우의 아버지 두만 선우는 태자인 묵특을 폐하고 대

신 총애하는 첩의 자식을 태자로 삼으려 꾀를 냈다. 곧, 묵특을 월

지국(月支國)으로 인질삼아 보낸 후에 월지로 싸움을 거는 전서를 

보냈다. 제 자식을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 남의 손을 빌려 코를 풀

자는 계산이었던 것. 마치 위(衛) 선공의 복사물을 보는 듯싶다.

   위 선공은 아버지의 여자인 서모와 관계하여 낳은 자식 급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라를 물려 줄 생각을 한다. 뭐가 급해서 이름

을 급자라 지었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속도 위반을 해서 너무 일찍 

낳은 자식이라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위선공

은 늙은 서모를 박대하고 선강을 사랑하여 수와 삭, 두 아들을 낳

는다. 그러자 나라를 송두리째 급자에게 주려던 마음은 눈 녹듯 사

라지고, 그 자리를 수와 삭에 대한 마음이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

고 차지해 버린다. 더구나 선강은 원래 급자의 신부로 데려온 여자

가 아니던가? 그런데 며느리 될 여자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급자를 

급히(!) 다른 나라로 심부름을 보낸 후 대신 신방에 들어간 전력이 

있는 인물이 바로 선공이었던 것이다. 먼저 먹는 게 임자! 그 때 

선공은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을 터이다. 다만, 그 ‘먼저’라는 것

이 ‘아들’보! 다 먼저라는 게 좀 찜찜하기는 했겠지만.

  선강은 수와 삭이 자람에 따라 급자를 모함하기 시작한다. 그런

데 수는 이복형제이건만 급자와의 사이가 너무나 돈독하다. 반대

로, 삭은 기회만 있으면 급자를 죽이려고 도끼눈을 흘끗거린다. 마

침내 삭은 어머니와 짜고 이복 형 급자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선

강이 위 선공에게 거짓 눈물을 흘리며 험구럭을 한다. “급자가 말

을 하고 다닌대요. 원래 소첩은 제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니 수

와 삭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또한 소첩을 언젠가

는 제가 차지하겠다고요. 소첩이 어미 취급 받지 못하는 건 덜 억

울하다 해도 아비가 아비 대접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위 선공은 입맛이 썼지만 할 말이 없다. 얼마 만큼은 맞는 얘

기가 아닌가? 모함의  핵심 줄거리는 바로 자신이 저지른 악업이 

씨가 되어 자라난 독버섯 이기 때문이다. 화풀이할 데가 없는 선

공은 애매하게 서모이기도 했던 급자의 생모를 야단한다. ‘자식

을 어떻게 기른 거냐’고. 그러자 화풀이 할 데도, 하소연할 데

도 없는 이 여자는 없는 사람들이 곧잘 해결의 방법으로 삼는 것

을 떠올려 자신의 목을 매고 만다. 자식인 급자를 생각했으면 그

리 쉽게 목숨을 버릴 수는 없었으련만. 그러니 슬픈 것은 급자다.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그 때문에 불쌍한 어머니가 세상 버린 것

이 더 억울하고, 그러고도 아무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신이 

한층 억울하다.

   그러나 일은 아직 끝날 수가 없다. 애초의 목적이 급자를 죽이

는데 있지 다만 슬프게만 하는 데에 있지는 않으므로 일로 따지면 

이제 시동을 건 것에 불과하다. 삭과 선강은 더욱 더 험한 소리로 

급자를 모함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도 슬그머니 귀띔

을 한다. 그것이 선공 자신에게서 나온 묘안인 양 착각하게 하면

서. 어느 집단에서나 오래 살아 남는 종족은 윗사람에게 시시콜콜 

다 간섭하고 조종하면서도 그것이 윗대가리에서 나온 것인 양 착

각하게 하는 부류들이다.

   마찬가지로 삭과 어머니 선강, 이들은 일은 저희들이 다 짜 놓

고 그것이 선공 자신의 기지인 양 생각하도록 상황을 몰아간다. 

내용인 즉, 일을 처리하자니 남의 이목도 있다. 그래서 급자가 재

수 없어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 곧, 급자를 사신으로 이웃 나라

에 보내면서 아들이 신야(나중에 유비가 형주에서 유표에게 잠시 

더부살이할 때 조조의 군사들을 화공으로 물리치기도 한 곳이 바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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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야이다.) 를 지날 때 자객의 손에 죽게 한다는 게 바로 그들

의 계책이었던 것이다. 거기다 표적을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꾸민 모자를 쓰고 가라 명한다. ‘가는 도중 절대 모자

를 벗지 말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급자는 이 일의 기, 승, 

전, 결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는 갈등이 주된 요소

다. 죽이려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자가 있어

야 한다. 불꽃이 마구 튀고 아슬아슬한 ! 嶽恙 숨쉬기도 어

려워질 때, 천당과 지옥이 손짓 하나, 칼끝 하나에서 결

정되려 할 때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이번일은 이미 끝이 난 연극이다. 한쪽에서 긴장의 끈

을 놓아 버렸기 때문이다. 죽이려는 자는 있는데 달

아나려는 자는 없다. 급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을 버릴 생각이다.

   수는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달아나라는 수의 권

고를 듣고 급자가 말한다. “어디 간들 아비 없

는 자식이 있겠니? 그러니 내가 달아나면 이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 차라리 아버지의 

명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니 너는 다시 그런 

말하지 마라.” 급자는 배를 띄운다. 그러자 수

가 배를 타고 쫓아 와 작별을 고한다. 잔을 따

라 형에게 올리려니 눈물이 잔으로 흘러 들어

갔다. 수가 황급히 말한다. “잔에 눈물이 들

어갔습니다. 다시 잔을 올리겠습니다.” 그

러자 급자가 잔을 받아 들며 말한다. “나는 

동생의 따뜻한 정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 이 

잔을 그냥 마시련다.” 수가 말한다. “그러

면 이 자리는 저와 형님이 영영 이별하는 자

리이니 형님께서는 사양하지 마시고 많이많

이 드십시오.” “어찌 많이 마실 수 있겠느

냐? 그러나 동생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

구나.” 급자는 비감한 마음에 수가 건네! 

술을 사양하지 않고 마신다. 그러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다. 수는 몰랐겠지만 

‘영영’이란 말은 그대로 사실이 되어 버

린다. 아니, 알고 한 말이기도 하겠다. 다

만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는 현

실과 다르겠지. 그는 형을 살리려는 뜻을 가

지고 있었으니.      

  어쨌든 그 급자가 술에 쓰러지자 수가 놀

란 체하며 주위에 말한다. “나라의 명은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형 대

신 길을 가겠다. 너희는 형님을 모시고 돌아

가라.” 수는 형의 모자를 쓰고 배를 옮겨 

타고는 길을 재촉한다. 뒤늦게 깨어난 급자

는 놀란다. 수가 남긴 편지가 있었기 때문

이다. “형님께서는 속히 피하십시오. 아우

가 대신 갑니다.(宜兄速避 弟己代行)” 놀란 

급자가 소리친다. “죄 없는 동생을 죽게 할 

수는 없다. 빨리 동생을 쫓아가라.” 한참 동

안 배가 속력을 내자 저만치 동생의 배가 보

인다. “다행이다. 동생이 살아 있어서.” 그

러나 수는 이미 자객의 손에 죽은 뒤. 급자 일

행을 삭과 선강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태웠는

데 그게 아니자 면구스러웠는지 자객이 한 마

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한다. “남도 아니고 

애비가 제 자식을 죽인 것인데 뭘 그리 애통해 

하시나아?”그러! 자 급자가 목소리를 높여 꾸

짖는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입었으니 죽는 

게 마땅하지만 수는 왜 죽였느냐? 너희는 어서 

나를 죽여 사람 잘못 죽인 죄를 씻도록 하여

라.” 그 말이 그럴 듯하게 들렸는지 한 자객

의 칼이 번뜩였다. 

   자객으로부터 수가 죽었다는 말을 들

은 선강은 정신이 아득했지만 급자의 목

을 보고는 크게 안심한다. 더구나 삭으

로서는 화살 한 개로 새 두 마리를 잡은 

격이라‘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급자와 수가 죽었다는 말을 들

은 위선공은 그제서야 자신의 어리석음

을 한탄한다. “선강이 나를 그르쳤구

나. 선강이 나를 망쳤구나.”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선공은 세상

을 버린다.

  두만 선우도 위선공을 본따 아들을 사지

로 몰아 넣는데, 묵특은 그렇게 호락호락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당하지 않는다. 기대

한 대로 월지국에서 묵특을 죽이려 하는 것

까지는 각본대로인데 그 이후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영사기가 돌아간다. 즉, 묵특은 아버

지의 뜻대로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월지의 명마를 빼앗아 타고 여유있게 본국으

로 돌아온 것이다. 또한 묵특은 아버지의 바람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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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이 그저 순탄하게, 별 소리없이 흘러가게 할 생각이 전혀 없

다. 오히려 앞차, 똥차를 밀어내고 전면으로 나설 태세다. 준비도 

치밀하기 그 없다.  

   아버지 두만은 사지에서 돌아온 아들이 큰 그릇임을 알고 죽이

려던 계획을 바꿔 오히려 만 명을 거느리는 대장으로 삼는다. 참 

기특하다고 여겼기 때문. 그러나 묵특은 아버지가 하려던 일을 잊

지 않는다. 정예의 호위군사를 가려 뽑은 그는 피나는 훈련을 시켜 

이들을 모두 명궁으로 만든다. 그리고는 그들의 충성도를 점검해 

나간다. 즉, 자신이 소리 나는 화살[嚆矢]을 날리면 그 대상이 어

떤 것이든 군사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지시대로 화

살을 날리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는 새를 쏘고 노루를 쏘았다. 부

하들은 재주를 자랑하듯 화살을 날렸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냥을 하던 중 묵특은 갑자기 자신의 애마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그 말이 대장이 사랑하는 말인 줄 알고 멈칫하여 

화살을 날리지 못한 부하가 있었다. 묵특은 그 자리에서 그 부하의 

목을 단 번에 확 날려 버렸다. 자신이 총애하는 여자에게 화살을 

날렸을 때도 멈칫한 채 활을 당기지 못한 부하는 그 자리에서 죽

었다. 그러다 얼마 후 묵특은 아버지의 말에게 화살을 쏘았다. 부

하들은 한 사람도 머뭇거리지 않고 활을 쏘았다. 묵특은 부하들을 

믿게 되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어느 날, 사냥을 하던 묵

특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화살을 날렸다. 부하들도 일제히 활을 쏘

았다. 두만 선우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의 훌륭한 계략 때문에 목

숨을 잃었다. 묵특은 계모와 이복 동생,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신

하들을 모두 죽이고 드디어 선우가 되었다. 두만 선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 동호 족이 시비를 걸어 왔다. 새로 선우가 된 어

린 녀석이 어떤 놈인지 탐색을 해 보기 위해서 잽을 날린 것이다.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저 놈의 배포가 어떤지,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자는 것.

   제 1 라운드. “네 놈의 아비가 타던 천리마 있지? 그거 나한테 

내놔. 만약 싫다면 한 번 붙어 보든가. 어때? 덤벼 볼 생각 있어? 

없으면 맞기 전에 말이나 잘 들어. 그게 맞아서 아프고, 빼앗겨서 

억울해 우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니?” 묵특이 신하들에게 묻

는다. “어쩌지? 말을 달라는데.”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건방집니다. 우리의 보배인 천리마를 달라니요? 버릇을 고쳐 놔

야 합니다.” 그러나 묵특은 태연하게 말한다. “그까짓 말 한 마

리 때문에 이웃 나라와 싸움을 벌일 수는 없다.  보내 줘라.” “아

니, 선왕이 타시던 말인데요?” “그게 어쨌단 말이냐? 네가 혼자 

싸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니,  뭐 그게”

   제 2라운드. 동호의 왕이 생각한다. “어라? 생각보다 물렁한

데. 에이, 너무 싱거운데.  뭐 이렇게 일이 쉽게 돌아 가냐? 주먹 

한 번 쥐어 보지도 못하고 끝나다니.” 그래서 다시 시비를 걸어 

본다. “야, 임마. 예쁜 가시내 좀 보내. 나긋나긋하고 예쁘고 맛

있는 걸로. 만약 맛 없으면 알아서 해. 무 쪽이나 배추 뿌리 같은 

건 말고, 아주 쫄깃쫄깃하고 혀에 착착 감기는 걸로 말야. 알었지? 

아유, 귀여운 놈, 맞고 줄 필요 없지? 열흘간 기한을 줄 테니 제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점잖은 형님께서 한 번 운동 좀 하러 

갈 거야. 그럼 너는 어디 한 군데는 못 쓰게 될 걸. 잘 생각혀, 임

마!” 묵특이 다시 신하들에게 묻는다. “어때? 또 줄까?” “참, 

이건 너무 하잖아요? 아, 무엇 때문에  예쁜 여자까지 바쳐유? 우

리도 여자가 부족한데. 이제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유. 주

지 말어유. ! 한 번 싸우지유, 뭐.””후훗, 됐어. 여자 때문에 수

탉마냥 치고 받으란 말이냐? 달라는 대로 주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게 상수다. 야, 여자 한 두 줄(스무 명)쯤 보내 줘라.”

   제 3라운드. 탐색전 끝. 동호의 왕이 생각한다. “어라, 이거 

순 병신 아녀? 그래도 두만이 자식이래서 뭐 어떤가 했더니, 이건 

어림도 없는 반 편일세. 발 쭉 펴고 편안히 있어도 되겠어. 그러니 

땅이나 좀 내 놓으라고 할까? 마침, 우리나라와 재들 사이에는 천 

여 리의 황무지가 있으니 이번 참에 우리 것으로 말뚝 박고 침도 

발라 두자구.” 그러곤 호령한다. “이 땅은 우리가 갖기로 한다. 

할 말 없지? 끝.” 묵특이 묻는다. “어쩌면 좋겠나?” “에이, 그

냥 줘유. 거 필요두 없는 것 가지고 싸울 거 있어유?” 그러자 묵

특이 화를 내며 일어선다. “뭐라고 이 놈?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데 땅을 그렇게 그냥 주고 말자고? 누구냐, 이 놈!” 묵특은 

칼을 뽑아 땅을 떼어 주자는 놈을 모두 베어 버렸다. 그리고 명령

을 내린다.“지금부터 건방진 동호를 쳐부수러 간다. 늦는 놈들은 

모두 베어 버리겠다.” 묵특은 무방비 상태로 흥청망청 술이나 마

시고,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있던 동호족을 단번에 제압하고 그 왕

까지 죽여 버린다. 그리고 사방을 공략하여 대제국을 일으킨다. 중

원을 천하라고 떠들던 한(漢) 나라도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 한 고

조 유방이 혼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하게 하라. 승리가 이미 그 속에 있다. 묵특 선우를 그저 

오랑캐라고, 저 오랑캐보다 더 동쪽 변방의 한 오랑캐에 지나지 않

는 우리가 무시할 일인가? 더구나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 

뜻을 이루었다. 조금도 빈 틈이 없었다. 놀랍지 않은가? 당신도 그

들을 방심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회를 만들라. 그리고 과감히 

실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를 손에 쥐기 전에는 속을 보이지 

말라. 속을 보인 자는 더 보일 것이 없다. 무기가 없는 그를, 속셈

이 뻔히 보이는 당신을 두려워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목표가 있고 

복수를 해야 할 것이 있는 자는 새삼 명심할 일이다.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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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2006년 10 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 25명 전원이 일

본 도요타자동차에서 실시하는 경영혁신 연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도요타 생산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도요타 직접연수 등을 시행해 왔는데 

이제는 제조업이 아닌 증권사에서도 도요타를 통해서 업무혁신방법을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보면 

도요타의 혁신 방법은 업종이나 조직의 성격에 관계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한국은 지난 90년대 초 도요타 생산방식의 도입 붐을 일으켰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

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윤종용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도요타 연수를 다녀 왔으며, 

그 이후 협력업체까지 TPS 연수를 확대해 왔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은 물론 중

소 제조업에서도 TPS를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TPS는 1980년대 도요타의 고속성장을 주목한 미국에서 먼저 연구하게 되었는데 1985년 MIT 대학에

서 국제자동차산업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를 하고 난 뒤 ‘기름기 없는 살코기’라는 의미의 

‘Lean’이라는 이름을 붙여 Lean System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미국의 도요타 배우기에 나선 경영자 

중에는 유명한 GE의 잭 웰치 전 회장도 있다. 그는 1989년 도요타를 벤치마킹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도요타를 배우는 열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과 점, 건설회사, 병

원, 학교 등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 매년 도요타자동차의 본사가 있는 아이치현의 

도요타시에 는 매년 수십만명의 외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 중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수만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TPS를 배우기 위해서 도요타자동차를 견학하려는 사람들임은 물론이다 .

  TPS 를 배우는 방법은 견학이나 연수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는 수많은 전문 컨

설턴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또한 수많은 연구자들이 TPS를 알리기 위해서 서적을 저술하여 

어떤 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한 책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업하

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배우기를 열망하게 만든 TPS는, 그러나 도입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이전인 1999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의하면 도요타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

개해 왔지만 TPS를 제대로 활용한 기업은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

로 도요타 생산방식을 배우겠다는 경영자와 실무자들의 열망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TPS(도요타 생산 방식)를 배우자 

글: 윤장원 KPCI(한생컨설팅 대표이사)

TPS란?
  TPS를 설명한 많은 문헌을 보면 도요타자동차가 

개발한 일련의 생산기법의 조합으로 보입니다. 그러

나 TPS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기법을 

단순화 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요타자동차 홈페이지에 따르면 TPS란, 온갖 종

류의 낭비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목적과, 가장 효율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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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를 배우자

적인 생산방법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진 모든 생산

체계이다.

  이 생산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개선

에 의해서 구축되었는데, 그 목적은 고객이 주문한 

자동차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2가지 컨셉트에 의해서 구축되었다.

(1) 자동화(인간의 작용이 있는 자동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비는 즉각 가동 중단하고, 결함이 

있는 상품의 제작을 피하는 것을 의미함

(2) Just-in-Time: 각 공정은 연속공정에서 오직 

다음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제조하는 것

  자동화와 Just-in-Time의 기본 정신에 의해서 

TPS는 “완벽한 품질의 자동차를, 한번에, 효율적

이고 신속하게 제조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

(1) 자동화

  자동화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품질은 제조공

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 결함 있는 부품이나 설비의 오작동이 발

견되면 그 기계는 자동적으로 멈추고, 운전자는 작

업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다. Just-in-Time이 작동

하기 위해서는 제작되거나 구매된 모든 부품은 품질 

표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자동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자동화는 Just-in-Time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1) 자동화는 두가지 경우에 작업

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

상적인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기

계가 안전하게 멈추며, 또 품질 

또는 설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설비는 문제를 스스로 감지해서 멈춤으로써 

결함있는 제품이 제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결

과 오직 품질 표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2) 작업이 완료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안돈

(문제 표시판)”을 통해서 알려질 때 설비가 자

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작업자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설비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또한 문제의 원인을 쉽게 파악하고 그 재발

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각 작업자가 

많은 설비를 맡을 수 있고, 더 높은 생산성! 이룰 

수 있으며,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더 나은 생산능

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2) Just-in-Time

  Just-in-Time은 오직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필요

로 하는 때에, 필요로 하는 양”만 만드는 것이다. 생

산 라인에서의 낭비, 부조화 및 불합리한 요구를 완

전하게 제거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상품을 효율적으

로 제조한다. 고객이 주문한 자동차를 가능한 한 신

속히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는 아래와 ! 같은 방

법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제작된다.

1) 주문을 받으면 생산지시가 신속하게 제조 라

인의 첫 단계로 발행된다.

2) 조립 라인은 주문 받은 어떤 종류의 자동차

도 조립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부품을 소량

만 보유한다.

3) 조립 라인은 전 공정으로부터 

동일한 숫자의 부품을 받아서 사

용된 부품을 채워 놓는다.

4) 앞 공정은 모든 종류의 부품을 

소량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직 다

음 공정의 작업자가 가져간 간 수

량의 부품만 제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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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Just-in-time과 자동화를 구체적으로 실현

하는 다양한 방법이 TPS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TPS 
어떻게 배울 것인가?
  TPS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TPS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TPS는 크게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Just-in-time과 100% 양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

화로 구성되고, 그 각각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법들

이 있습니다. 간판방식, 평준화생산, 안돈, 외의 여러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기업의 업종이나 현재의 우선

하는 과제 등에 따라 유용한 수단을 선택해서 도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법들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원활하

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기법의 도입에 앞서 

그 바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도요타자동차가 

이런 수단들을 적용하게 된 것은 한 편으로는 이러

한 기법을 개발하면서 한 편으로는 그 기반도 마련

해 왔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요타자동차는 1951년에 제안제도를 도입했습니

다.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제도는 2004년 한 

해에 53만건의 제안이 나왔고, 이 중 99%가 채택되

어 실행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전사적 TQC를 도입

했습니다. TQC를 통해서 직원들은 개선활동에 몰입

하는 매개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TPS는 이 회사의 경영진에서 만든 것만은 아닙니

다. 사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은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

으로써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늘날의 TPS의 

모습을 가진 생산방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안제도나 TQC 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참여만이 

TPS가 있게 한 요인이라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참

여가 없이는 오늘날의 TPS가 생겨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안정 없이는 평준화 생산도, 간판

방식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설비의 잦은 

결함, 불량으로 인한 폐기 또는 재작업이 반복된다

면 어떤 훌륭한 생산방식을 적용하더라도 Just-in-

time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현

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잘 정돈되고 청결한 상태에서 

출발 가능합니다. 바로 5S의 실천입니다. 제대로 된 

5S만 실시해도 가시적인 개선은 가능합니다.

  제안제도, TQC, 5S 등은 많은 한국 기업에서 실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성과를 제대

로 내지 못한 기업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

대로 실시를 하느냐입니다. 할당된 제안 건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월말에 무더기로 제안서를 작성

하는 제안제도, 테마 완료 상금을 받기 위해서거나 

외부 발표를 위해서 보고서 작성에 힘을 쏟는 TQC, 

또는 현장의 무질서함을 단지 정돈만 하거나 지속하

지 못하는 5S라면 그런 변화의 시도는 종업원들에게 

기업활동에 대한 냉소나 의아심만 일으키게 할 우려

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 습관

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개인은 물론 조직의 습

관도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기존 습관을 버

리고 새로운 관행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기업이 성

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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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은희 작가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 이야기 _ 오프라 윈프리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성공을 꿈

꾼다. 아니 어쩜 매일의 우리 일상이 성공이라는 과녁

을 향해 화살을 당겨대는 몸짓이 아닐까? 과녁을 어긋나 비

껴 떨어지는 화살을 안타까이 주워들며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과녁의 정통을 관통하고 말리라 다짐하면서 말이다. 치열하

든 그렇지 않든 성공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욕망 중 하나

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쯤은 타고 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인 부

나 사회적 지위라든가 뛰어난 미모 아니면 특출난 지적능력

이나 높은 학벌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

는 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외적인 인물임에 틀림없

다. 아니 그녀는 오히려 성공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조건

으로 둘러 쌓인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

나 그렇게 성공하기에는 악조건 속에서 그녀가 이뤄낸 성공

의 규모는 너무 엄청나서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내가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그녀를 첫 번째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그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성공이야말로 아니 온갖 역경을 오히려 

성공을 이루는 디딤돌로 만든 그녀와 같은 성공이야말로 진

정한 승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물겨운 역경

과 눈부신 성공을 동시에 조명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닥치든 아니 최악의 상황에 빠질지라도 지금의 실패

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그것은 미래의 성공

으로 가는 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똑똑히 배울 수가 있

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에 미국 미시시피주 코스서스코에

서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부모사이에서 태

어났다. 그녀를 세계적인 유명인사의 대열에 끼게 한 대표작

을 꼽는다면 지금도 최절정의  인기속에 방영되고 있는 ‘오

프라 윈프리 쇼’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방송이외에도 여

러 가지 방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뤄어낸 인물로 주

목받고 있다. 먼저 그녀가 이룬 성공이란 도대체 얼마나 대

 오프라 윈프리
단한 것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그녀는 주목받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눈부신 그녀의 성공
  얼마 전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100명의 유명인사가운데 

최고의 유명인사로 뽑혔다.

정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의 거물급 유명인사를 제

치고 미국방송의 한 토크쇼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최고의 유명인사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998년, 오프라 윈프리는 힐러

리 클린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으로 뽑혔다. 오프라 다음으로

는 부시 전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인 바바라 부시 여

사와 영국 수상이였던 마가렛 대처 여사가 그 뒤를 

이였다. 그녀가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알려주는 대목이다. ‘오프라 

윈프리쇼’는 2002년을 맞아 16번째 이어지는 동안 

30회나 ‘에미상’을 수상했으며 1998년에는 마흔 

네 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에미상 수상식에

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베니티 페어(Vanity FAIR)지에는 “오프라 윈프리는 

아마도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교황을 제외하고는 어

느 대학 총장이나 정치가, 종교적 지도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기사

가 실렸으며 뉴스위크의 한 컬럼니스트는 ‘영국인

들이 군주를 투표로 뽑는다면 ’옥좌에 올라서 왕관을 

쓰시오 오프라!‘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치

켜 올렸다. 현재 오프라 윈프리 쇼는 미국에서만 1500만 

내지 200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방글라

데사와 키프러스, 몽고, 싱가포르 등에 이르기까지 132여 개

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광고 수익만 매년 2억 6천여 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토크쇼이외에도 오프라에게는 또 다른 명예스러운 일과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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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다. 그녀는 메리 픽포드, 루실 볼과 함께 자신의 영화 제

작 스튜디오를 소유한 유일한 여성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영화 

컬러 피플에 출연하여 골든 글러브상을 수상하였고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1993년에는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자

신의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성공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호레쇼 

알저 상을 받았으며 1996년에는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렸

던 행사에서는 배우 앨랜 앨더 등과 함께  ‘TV아카데미 명예

의 전당’에도 올랐다. 자넷로우라는 미국의 유명작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성공한 미국인들’이라는 연재물 중 네 번재로 오

프라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인 

워렌버펫을 다뤘고 그 다음은 GM사 회장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영인의 한 사람인 잭 웰치,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회장인 빌게이츠를 다뤘다

   그녀의 부는 자산 6억달러(한화 8775억)로 그녀를 세계갑부

의 대열에 들어서게 했다. 자신의 토크쇼 방청객 전원에게 무상

으로 자동차를 증정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화도 있다. 그

러나 자신의 부를 그녀는 어려운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도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것으로도 그녀는 인정받고 있다. 그

녀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냈으며 위대

한 성공을 거두었다.

눈물겨운 그녀의 역경
   위에서 살펴본 그녀의 눈부신 성공은 눈물겨운 그녀의 역경

위에 쌓아올려진 찬란한 금자탑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남부 

출신의 가난한 흑인 여성인데 까만 피부를 가진 그녀의 얼굴생

   그녀의 태생은 이렇게 차별받는 계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거기에다가 그녀가 어

렸을 때부터 맛본 가난은 어린시절을 우울하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녀를 드리

우고 있었다. 신발 한켤래 조차 변변히 살 수 없는 궁색한 가난 때문에 엄마는 파출

부일을 해야 했는데 오프라는 등하교길에 버스에서 마주치는 파출부 엄마를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 하기도 한 아픔을 안고 학창시절을 보냈다. 가난한 미시시피의 시골

에서 태어난 오프라는 어린시절을 엄격한 할머니와 무서운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

랐는데 파출부일을 하는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밀워키로 이사한 후로도 가난한 생

활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가난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겪어서는 안

될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다. 한창 밝게 뛰어놀아야할 9살 때부터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사람들로 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던 것이다. 가난 속에 방치된 환경에서 그녀를 지

켜줄 울타리가 없었던 것이다. 급기야는 14살의 어린나이에 조산아를 낳게 되면서 인

생이 결코 달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니 인생은 너무나 쓰다는 것을 그녀는 미리 알아

버린다. 물론 조산아인 남자아이는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

에서 그녀가 비상할 수 있으리라고는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 마약까지도 복용한 경험이 있다. 또 인생을 

포기한 듯 먹어대던 습관 때문에 몸무게가 100kg이나 되는 엄청난 비만을 경험하기

도 했고 불행한 애정관계와 실연 때문에 남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 오프라

는 이러한 사실을 토크쇼를 통해 진솔하게 털어 놓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런 그녀의 

진솔함이 시청자들을 더 가깝게 끌어당기는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에 그

렇게 뛰어난 이력이나 학벌이 아닌 보통의 학력 소유자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

난한 흑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가 오늘날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여성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녀가 상하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집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미시시피 시절에는 

어느 누구도 그녀가 미시시피에 있는 어떤 공장이나 목화밭에서 일하는 것 외에 다

른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 
   그녀가 자신의 약점인 피부색과 남부출신의 가난함을 떨치고 일어나 세계에서 가

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우리 시대의 여주인공이라는 점에 이

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녀가 배우로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 곁에 남아 있게 될 것을 의심할 사람도 없

다. 그렇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지금처럼 최고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였을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꼽을 수 있다. 

   오프라의 가슴 깊은 곳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주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었다. 아니 밑바닥에서 일어나 성공의 자리에 올

라서는 본보기가 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직업윤리와 탁월한 시관관리, 놀라운 사업적 통찰력, 넘치는 쇼맨십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

하고 싶어 한다. ‘인생에서 아무리 괴로움 속에 있다고 느껴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꺼이 보여주려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깜깜한 인생의 밤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김새도 가만히 뜯어보면 결코 미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얼

굴이다. 더욱이 흑인이란 신분으로 미국사회에서 탁월한 성공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일부지역

에서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불평등성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들

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녀가 성공이라는 목표

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던 시기에는 이런 백인과 흑인간

의 차별의 농도가 지금보다 더 진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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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있다면 그는 어둠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녀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

   두 번째의 성공비결은 그녀의 그칠 줄 모르는 지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엄

청난 독서광이다. 아니 독서광을 넘어서 베스트셀러 제조기라는 말이 더 어울릴 만큼 

그녀가 방송을 통해 소개하는 책의 판매량은 출판사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정도이다. 

   한번은 방송에서 ‘이 책은 별로 재미가 없더군요’라는 한마디를 한 결과 그 책

이 도무지 팔리지 않아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로부터 소송에 걸린 적도 있을 정도이

다. 그녀가 던진 ‘이 책은 참으로 제게 유익했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창고에 갇혀

있는 책에 날개를 달아 세상으로 날아가게 하는 신비한 마력을 발휘한다. 어려운 환

경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습관화된 독서습관속의 끊임

없는 지적 탐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아버지는 일주일에 1권씩 책을 읽는 습관

을 몸에 배게 했다고 한다. 오늘날 그녀는 ‘출판업계의 마이다스’로 불리우며, 그

녀가 괜찮다고 추천하는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를 두고 ‘오프라 현

상’이라고 까지 할 정도로 오프라 윈프리의 책에 대한, 독자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은 어마어마하다.

   윈프리는 3년전부터 ‘오프라의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책을 소개하고 있다. 북클

럽을 통해 그동안 연속적으로 총 3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가 탄생했고, 그녀가 출판업

자들에게 안겨준 매출은 2억달러에 달한다. 윈프라는 ‘미국이 다시 책을 읽게 만들

겠다’ 라고 다짐했고 실천하고 있다.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이 수백만의 사람이 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팬들은 그녀가 골라준 책에 우르르 달

려든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 위대한 스승과 인생의 값진 간접경험과 다양한 인

간상을 접하면서 그녀의 인격은 성숙할 수 있었고 그 인격이 바탕이 되어 인간미가 

흐르고 정감이 가는 그래서 방청객을 울고 웃길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의 쇼

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공

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습관 중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녀의 또 다른 성공의 원동력
  다음과 같은 그녀의 진솔한 고백 속에서 또 하나의 그녀의 성공의 원동력을 가늠

해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강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

던 데는 오직 한길만이 있었지요. 누군가 나를 둘러싼 모든 역경과 임시 생활보호 대

상자인 어머니 그리고 살이 찌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

냈느냐고 묻는다면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

는 모든 것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삶의 고난이 겹겹으로 그녀를 

둘러쌓였을때 그녀는 조용히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속에서 그 고난을 헤쳐 나갈 지혜

를 얻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환란속에서 휘청일때 넘어져도 결코 쓰러지지 않

도록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분명한 한 요인

임을 그녀는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또 어

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

지만 그녀는 성공이라고 부르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만약에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결코 발전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

른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 볼 줄 알아야만 한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오프라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

리하여 어떤 자리에서 더 이상 클 수없을 없을 때까지 성장하기

를 원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다. 그녀

가 견딜 수 없어하는 것은 오로지 그 자리에 정체되는 것이다. 

오프라는 “성공은 축하하고 실패는 인정하라 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잡고 도전하라”는 그래엄의  말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진행하는 쇼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하

나의 성직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단지 휼륭한 

것만을 모으는 수집가가 아니라 쇼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설

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쇼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

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느낀다. 오프라는 자신의 쇼를 시청하

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세

상을 헤매고 다니게 될 뿐이죠. 현재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

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니까요 우리들 한사람 한 사람은 최고가 될 역

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고는 자신과 자신 외

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이지요. 내가 처음 방송 일을 시작했을 때 주로 돈을 원하던 친

척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애야 이 일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

아 왜냐하면 항상 정상에 있을 수는 없거든”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정상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

니다. 또 게을러져서 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 ‘바로 이거야’하고 외쳐대는 세상의 목소리에 길들여지

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축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나

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

아야 합니다“라고.

   그녀가 선량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는데 반론을 제기하

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1997년 ‘누가 가장 천국에 가기 

쉬울까 ’라는 여론 조사를 했을 때 그녀가 테레사 수녀에 이

어서 두 번째로 뽑혔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예이다. 그녀

의 삶을 살피다보면 선량하고 올바른 삶의 밑바탕에는 그녀의 

신앙이 깔려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녀의 성공을 위한 10계명
오프라는 자신의 성공을 이끌었던 계명을 이렇게 요약했다.

1. 네 인생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 말라

생태와 문화시리즈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 이야기 _ 오프라 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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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세하기 위해 외모에 매달리지 말라

3.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4. 등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을 없애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워라

5.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6. 음식이건 술, 마약이나 행동습관들이건 간에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을 없애라

7. 당신과 버금가는 아니면 더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해라

8.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아예 잊어버려라

9.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10. 꿈을 추구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라

   또 하나 오프라를 지탱해 온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다. 한

치 앞도 못볼 정도로 상황이 어려울때 오프라가 앞으로 전진하

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였다. 그녀는 자

신의 인생이 잘 풀려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잘 풀려 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것

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힘이 들때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흑인 영가의 한 구절을 상기해낸다.

“나는 계속 달려갈 것이다. 쉼 없이 계속 달려갈 것이고 그 끝

이 어떤지를 보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오프라는 덧붙여 

말한다.  “미래를 바라볼 때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이 멀어 버

릴 것 같다고.”  이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말인가!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

해서 어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자신의 인

생에 대한 그녀의 이 절대적인 긍정과 요지부동한 믿음으로 과

연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남아 있을 수 있겠는

가! 성공은 외부의 어떤 것에서가 아닌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걸 그녀는 가르쳐 주고 있다. 

행복했던 그녀와의 시간  
  원고를 쓰기위해 오프라 윈프리에 빠져있던 시간은 내안에도 

그녀의 삶의 열정과 강인한 의지력이 전염되는 것처럼 의욕이 

가득차 올랐던 행복한 시간이였다. 그런면에서 나는 오프라 윈

프라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는 그녀를 멋쟁이라고 부르고 싶다. 

결코 미모는 아닐지라도 당당한 자신감과 탁월한 지적능력, 세

련되고 센스 있는 옷차림과 신앙으로 다듬어진 타인에 대한 인

격적인 배려는 그녀를 어디서나 돋보이게 한다. 겉모습만 아름

다운 피상적인 얄팍한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충만한 에너지가 

분출하는 알맹이 단단한 아름다움을 나는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녀는 성공을 얻기 위해 쏟았던 노력만큼 이미 획득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잘 관리해 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명성있는 자에게 인기와 함께 당연히 따라붙는 안

티팬이 그녀에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평범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성

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엣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해 가

는 열정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말한다. 이 지상에서의 성공과 찬사가 끝이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이 끝나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을 때 “오프라 윈프리 정말 잘 

해냈어!“라는 찬사를 듣게 되는 날까지 따뜻한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

고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녀에게 있어서 ‘정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

인 것이다. 정상에서 더 이상 오를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상 그곳에 서서 자신이 거둔 인기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아낌없이 인류를 

위해 베풀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그녀는 보여준다. 그녀를 통해 성공은 꿈

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성공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과거의 눈물겹던 낭떠러지에서도 그녀의 눈은 미래에 이룰 눈부

신 성공에 고정되어 있었듯 지금의 눈부신 성공 속에서도 그녀는 자족이나 안주나 

자만이 아닌 영원을 향해 고정된 열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최근에 참담한 실패를 당한 후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제 눈물을 닦으며 말하길 바란다. ‘나는 단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하

나 마련했노라고.’ 그 실패가 너무 크고 엄청나서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고 느낀

다면 더 입을 굳게 앙다물고 말하길 바란다.‘나는 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성공을 위

한 디딤돌을 마련했을 뿐이라고.’그리고 눈물을 닦고 이제 얼굴을 말갛게 씻고 그 

마련된 성공을 위한 디딤돌에 당신만을 위한 멋진 성공의 건축물을 다시 구상하라. 

그리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끝에 어느 날 당신이 구상한 성공의 건축물이 완공되

면 그때 당신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당당히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연재에 들어가며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

데 하나이면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

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국의 신경제학재단

(NEF)이 얼마 전 17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102등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것을 통해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만

이 높다는 것과 진실로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사

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

아가 삶의 고통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이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세대에 살면서, 모진 역경속에 운명처럼 떨구어졌으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마치 진흙속에 빚여진 영롱한 진주처럼, 역경을 성공의 디

딤돌로 삼고 일어나 정상에 우뚝 선 성공자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

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재하는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

람들’의 주인공을 만나며 삶의 환난과 역경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 길가에서 사람들의 거친 발꿈치에 밟히면서도 더욱 질기게 자라는 질겅이

처럼, 모진 역경을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내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

는 진정 멋진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손은희작가약력

/성신여대 교육학과 졸/크리스찬신문 단편소설 당선/‘말씀의 샘에서 퍼올린 행

복’ 출간/극동방송 ‘저자와의 대화’출연/한나프레스 신춘문예당선/현 한나프

레스 칼럼니스트/현 WMN 인도네시아 통신원     

48



한인뉴스 12월호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지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핍박받고 후진성으로부

터 벗어나지 못한 이름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열강의 식

민지 지배를 받은 아픈 기억이 있고,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는 그 후유증으

로 몸살을 앓았다. 

  역사적인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 빠른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모토였다. 이 제3세계의 비동

맹 국가들을 한데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대통

령 수카르노였다. 그는 친중(親中)성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

이기도 했던 그는 1만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대국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으

로 많은 일을 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그가 했던 국제적인 사업의 결정판이

었다. 반둥은 2차대전 직후 ‘반둥회의’ 장소로도 유명하지만 이 회의로 인해 국

제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갖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과 전시실

   Asian-African 회의는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에 걸쳐 일주일간 반둥에서 

개최되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외적 정치 관계 형성과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회의가 개최된 시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

던 해였다. 국제적 회의의 개최국이자 주도국으로서 국위를 드높인 인도네시아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평화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

였다. 이 회의에 참가했던 나라들은 Dasasila Bandung이라는 회의에서 합의한 내

용은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독립을 지켜나가며, 국내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반둥회의는 비단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

우르는 것으로 세계적 정치관계에 있어 모범이 되는 회의였다. 

  회의 개최장이었던 Gedung Merdeka Bandung은 현재 Asian-African 회의를 기

념하기 위한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Asia Africa 회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 수하르토 대통령이 1980년에  박물관으로 지정했다. 

  시설로는 Tuju Meeting, Colombo 회의, Asian-African 회의에 관한 세 개의 전시

실로 나누어져 있다. 전시실은 Asian-African 회의의 

배경 및 이 회의가 세계에 준 영향, Gedung Merde-

ka의 변천사 등을 전시해 두었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면, 약 10분 정도의 특별 영상도 있고, 회의 당시 대

통령의 연설을 녹음한 것도 방송을 해준다. 당시 회의

를 기념하기 위한 우표도 확대 전시되어 있고, 여러 가

지 기타 사건들이 사진 위주로 전시되어있다. 

  박물관 건물 외에도 회의와 연관된 주변 건물의 당

시 사진도 볼 수 있다. 여러 국가가 모이다보니, 국가 

대표의 종교도 다양해질 수 밖에 없었다. 관용의 나라 

인도네시아답게 크리스천을 위해서 교회를 새로 짓

기도 했고, Gedung Merdeka 부근의 Hotel Homan 과 

Hotel Preanger 는 각국 정상들이 숙소로 쓰거나, 회

의 준비를 하던 곳으로 쓰였다. 

  포토 갤러리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사진은  인도네

시아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온 각국의 대표들

을 환영하는 사진이 있다. 군중들 속에 징용으로 끌려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지 않았

을까. 만약 있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고

국의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자신

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역사적인 비극의 주인

공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도저히 읽어낼 

수 없다. 이 사진은 그런 불행에 대한 기억과, 다시는 

그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두 개의 상반

된 명제 사이에서 보아야 할 것만 같다. 

  도서관에는 1985년 Asian-African 회의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기사, 서적, 서류 등이 보관된 

곳으로, 이 밖에도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인 면을 설명해 놓은 다양

한 책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상영실에는 당시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 회

의에 참가한 참가국들의 문화를 영상으로 옮겨 상영

해주는 곳이다.

Gedung Merdeka의 변천사

  1895년 Jl. Asia Afrika에 위치한 Gedung Merde-

ka(독립건물)는 7500 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회의

실이나 모임을 위한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다. 유럽사

회, 특히 반둥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즐겨 이

용했던 곳이다.

  1921년 이 건물은 Concordia로 이름이 바뀌면서, 

C.P.Wolff Schoemaker에 의해 좀더 고급스럽게 현대

적으로 재건축되었고, 1940년에 A.F.Aalber가 왼쪽 

건물을 보수했다. 

제3세계의 유대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

Museum of The Asian-African Conference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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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지배권을 갖고 있을 당시에는 Dai 

Toa Kaikan으로 이름을 바꾸어 문화센터 구실을 하였다. 왼

쪽 건물은 일본식 이름인 Yamato로 부르고, 차를 마실 수 있

는 공간도 갖췄다. 1944년 화재사고가 있었고, 독립 이후에

는 이 건물이 서부 자바로 귀속되었다. 1946년부터 1950년

까지는 예전처럼 여가, 오락 활동을 위한 곳으로 쓰였다.  

   1955년 4월 7일 수카르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 건

물을 Asian-African 회의장으로 쓸 것을 결정하고, 이름도 

Gedung Merdeka로 바꾸었다.

  1955년 이후로 이 건물은 화합 및 회의 장소로 계속 쓰이

도록 되었으나, 1959년 7월 5일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내 계

획 협약장소로 사용되었다. 후에 1960년부터 1971년까지는 

지역 국민들의 화합 및 행사 장소로, 국가 홍보부 청사로 기

능을 다하였고, 1965년, Africa-Asia 이슬람 회의가 이 건물

로 옮겨오게 되었다.

  1965년 이후에는 Gedung Merdeka는 인도네시아 군인에 

의해 정치범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1966년부터 서부 자바

와 주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 1968년에 이르러 지역 국

민들의 회합장소로 쓰였고, 1969년에는 반둥 정부청사로 썼

으며, 1980년에는 Asian-African 회의의 박물관으로 이용

되기 시작했다. 2005년 Asia Africa 기념모임 때 새로 보수

된 적 있다. 

식민주의 타파의 선구적 역할     Asian-African Conference 역사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모든 국가 간의 갈등과 반목이 끝

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종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겪

어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게 급

선무였다. 

  세계적으로 깊게 뿌리내렸던 제국주의는 특히, 제3세계라 불리는 아시아

와 아프리카에서 빈번히 식민통치를 하였고, 그 뿌리가 잡히지 않을 정도

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약 15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이 문제는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라는 아시아의 한 국가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아

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의 독립선언에 불을 지폈다. 이 독립선언 이후에 독립

의 물결은 베트남(45년 9월 2일), 필리핀(46년 7월 4일), 파키스탄(47년 

8월 14일), 인도(47년 8월 15일), 버마(48년 1월 4일), Ceylon(48년 2월 

4일), 중국(49년10월 1일) 등으로 번져갔고, 이 밖에도 알제리, 튀니지, 모

로코, 콩고와 같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

였다. 

  UN(세계연합)은 국제적인 평화를 조성하여 전쟁, 차별, 갈등, 정치적·외

교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중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국제적

인 기구로 많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54년 Ceylon의 장관인 Sir John Kotelawala는 버마의 U Nu, 인도의 

Jawaharlal Nehru, 인도네시아의 Ali astroamidjojo, 파키스탄의 Moham-

med Ali 장관을 초청하여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초청된 국

가수장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 대통령이 Ali 장관에게 Colombo 회의를 하는 동안

에 Asian-African 회의를 열면 어떻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식민주

의를 타파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간의 강력한 유대관계 형성과 선구자적

인 역할을 하게 될 이 회의에 큰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은 한국 

전쟁을 보고, 아시아에서 냉전이 확산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떤 

형태로든 양대 진영의 한편과 군사 조약을 맺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 원칙

을 고수하기 위하여 아시아 나라가 모이고자 제안하였다. 

  준비과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최국이 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국가들의 모임을 주선하였다. 1954년 3월 9일부터 22일까지 동부 

자와의 Puncak에 위치한 Wisma Tugu (=Gedung Tugu))에서 이 모임이 

개최되었다.

  Colombo 회의는 1954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렸던 회의로 일반

적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회의와 비슷한 성향의 다른 회의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Asian-African 회

의가 그 중 하나이다. 처음엔 여러 나라에서 주저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

가 앞장서서 일을 맡아하였고, 일일이 설득하여, 망설이던 여러 국가들도 

마음을 열었다. 1955년 당시 인도, 브루마(Burma),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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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모하메드 알 리가 참가)의 5개국이 29개국을 대표하는 회의 준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외에도 독립 운

동가이자 장관인 Pak Wijoya와 외무부 장관이었던 Sunario도 참석했다. 

  1955년 최초회의 이후로 또다시 회의가 열리진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모여 

1955년 그날을 기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1992년 9월 1일-6일 까지 각

국 정상들이 모여서 만남을 가졌고, 1992년 9월 2일에는 보고르에서 영부인

들이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2005년 기념 모임에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도 참석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 되어버렸다. 초기에

는 29개국 뿐 이었으나, 현재는 106개국으로 대폭 늘었다. 

  Asian-African 회의에서 경제, 문화, 인권, 식민주의, 평화에 관한 다양한 협

약이 성사되었다. 1955년 참가한 29개 회의국은 아프가니스탄, 버마, 이집트, 

캄보디아, 요르단, 라오스, 리비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이

라크, 일본, 터키, 태국,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남베트남, 북베트남 등

이었다. 그 당시 자료화면을 보면 각 국가 대표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힘차게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가슴 벅찬 장면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29개국 중 우리나라가 없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다. 우리나

라는 초청받지도 못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현실과 전후의 어지

러운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인식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남들이 볼 때 

당시의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부터 집안 싸움이 그칠 날 없고 강대국들

의 고래싸움에 전신이 멍들고 끌려 다닌 극동 아시아의 가련한 한 나라에 지

나지 않았다. 독립은 이루었으나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독립국으

로 일어설 수 있을 힘은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

상에서 우리나라는 사방에서 번뜩이는 맹수들의 발톱에 공포로 가득한 눈빛

을 한 채 주변의 눈치만 보며 두리번거리는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세

계는 힘없는 나라에게 관심과 애정과 동정을 가질 만치 여유롭지 못했고, 그

럴 마음도 아량도 없었다. 저마다 살기에 급급했던 모습이었는데 반둥 회의

는 그런 나라들의 의지가 결집된 본보기였다.

동질감을 형성시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회의 진행 과정으로는 회의 개최 당일 오전 7시, Preanger 호텔의 앞 길 양

편으로 군중들이 모여들어 여러 국가에서 방문한 각국의 수장들의 행렬을 환

영했다. 치안담당은 육군과 경찰이 나누어 맡았고, 행사는 매끄럽고 평화적

으로 진행되었다.

  오전 8시 30분경, 각국 수장들 및 고위 공직자들이 숙소인 Homann 호텔과 

Preanger 호텔로부터 나와 회의장소인 Gedung Merdeka로 들어가 개막을 

기다렸다.  오전 9시경, 회의장 안에 모든 참가자들이 착석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대통령인 수카르노와 하타가 Gedung Merdeka 건물 앞으로 나가

자, 군중들은 “독립(Merdeka)”을 크게 외쳤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두 수장은 회의를 위해 모인 각국의 인사들을 반갑게 맞았다.

  오전 10시 20분경, 인도네시아 국가인 “Indonesia 

Raya”가 울려퍼지자, 수카르노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했

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저는 이 곳에 모인 각국의 수

장들이 이 회의 없이는 서로 화합하여 활동할 수 없다고 생

각하길 바라며, 이 회의가 우리 인류에 큰 도움을 주며, 지

속적으로 유지되어 세계 안전과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기

를 바랍니다.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

다.”  이 연설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깊은 동질

감을 형성시켰다. 또, 연설을 한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찬

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전 10시 45분경, 수카르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다

음 순서로 넘어갔다. 장관인 Ali Sastroamidjojo가 주관자

가 되어 회의를 열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협약

을 체결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제3세계로써 세계역사에서 세계열

강에 밀린 식민주의와 2차대전과 같은 큰 사건의 피해자

로 있었다. 허나 각국은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 아시

아 아프리카의 부활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이 회의를 개최

하여, 서로의 뜻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허나 진정한 자

주 독립과 세계 평화의 길은 멀기만 한 것인가? 아직도 분

쟁과 갈등이 끝나지 않은 제3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그때 

그 희망과 의지를 이 시대에 다시 되새겨 볼 일이다. 

  어디선가 “Indonesia Raya”가 울려퍼지고, 수카르노 

대통령의 연설이 들려오는 것 같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과거에 서로 다른 국가, 역사적 배경, 문화, 지역, 정치, 인

종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식

민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계 평

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처럼 그의 연설이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으면 

한다.

“아시아 아프리카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132회 한인회 문화탐방 

1월 중 1박 2일

Gunung Tangkuban Parahu, 아시아 아프리카 

박물관, 갤러리 외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8

              사공경 0816-190-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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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기

  한동안 인도네시아 문화탐방이 자카르타를 벗어난 자연 속에

서의 기행이었다면 오늘의 문화탐방은 자카르타 내에서도 좋은 

볼거리와 인니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다.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Cilandak(찔란닥)에서 자

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화폐박물관”은  하얀색 창고처럼 생

긴 건물로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였다. 언 듯 보

기에 군대시절의 큰 군용 창고를 연상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인

도네시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오

랜 식민 통치 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는 투쟁의 한 부분을 당

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

아는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네덜란드군은 점차 자국

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호시탐탐 세계 정복의 야심

을 품고 있던 일본군에게 다시 지배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1948년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네덜란드, 일본, 인도네시아 3개

국의 화폐가 통용될 만큼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혼란 그 자체였

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기 전

에 미리 인도네시아에서 통용할 화폐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역

시 일본인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

도 침략국인 일본은 조선을 수탈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사용했듯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

라 화폐 경제마저도 지배하겠다는 무서운 속셈을 숨겨둔 것이

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의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독립에 대한 뜨

거운 열정과 자신들의 화폐는 꼭 지키겠다는 각오로 네덜란드

군의 온갖 핍박과 탄압 속에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다. 이런 정신

이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지탱해 온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해본

다. 그런데 한 가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

도네시아 화폐 중에서 동전을 제조하기 위해 우리 기업인 “풍

산”에서 동전의 틀을 수입한다는 것이었다. 현재도 “풍산”에

서 생산한 동전의 틀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니 새삼 한국인으로

서의 자긍심이 느껴졌다.  

  다시 차를 타고 찾아간 곳은 Pondok Labu(뽄독 라부)에 있는 

연박물관(Meseum Layang Layang)과 체험학습장이었다. 누

구나 한번쯤은 어린 시절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연을 날려본 경

험들이 있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문득 학창 시절에 부르

던 라이너스라는 보컬 그룹의 “연”이라는 노래를 입안에서 흥

얼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연을 날리고 있네....

  우선 우리 탐방 팀은 자바의 영혼이라고 하는 바틱 체험실습에 

들어갔다. 각자 마음에 드는 문양을 골라 하얀색 천에 연필로 그

린 후 천 위에 파라핀을 넣어 그리기 도구인 짠띵(canting)을 사

용해 무늬를 그려 넣었다. 처음 시도해보는 작업인지라 여기저

기서 파라핀이 잘 안 나온다...파라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흐른

다...등 서툰 기술과 솜씨로 어설픈 모습이었지만 임하는 자세만

큼은 예술인 못지않은 진지함을 보였다.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화폐박물관, 독립 투쟁의 역사를 만나다. 

연박물관, 인도네시아의 영혼을 만나다.
오 상 준  JIKS 수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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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박물관

염색을 맡기고 자리를 옮겨 직접 손으로 찰흙을 빚는 도자기 체

험에 들어갔다. 전문가의 완성품을 보고 흉내 내어 만들기 시작

했지만 찰흙이 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현지 도자기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가며 나름대로 열심히 빚었다. 그릇이나 컵, 숟가락 받

침대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빚는가 하면 각자의 개성을 살

린 작품도 만들어 냈고, 나중에는 물레에 앉아 영화 “사랑과 영

혼”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등 내내 웃음을 자아냈다. 

  다시 자리를 연 체험장으로 옮겨 가오리연을 만들었는데 한국

에서도 어린 시절에 연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별 어

려움 없이 만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각 지역 뿐만 아

니라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등 외국의 연들이 전시된 연 박물

관으로 갔는데 그 곳 연 전시실 안에는 2cm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연에서부터 2~3m 도 족히 되는 아주 큰 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집모양의 연, 독수리연, 함선모양의 연, 벌레 연 등 이제

까지 보지 못한 신기한 연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저 연

들을 하늘로 날려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이내 발리에서 촬영한 연 페스티벌 비디오를 보면서 그

러한 의구심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아까 전시실에서 본 

연들이 저마다의 맵시를 뽐내며 힘차게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닌

가. 고전적인 연과 창작 연들의 멋진 향연에 모두들 탄성을 자아

냈다. 체험을 마치고 차에 오르면서 각자의 완성된 바틱 염색을 

받아 들고는 제법 그럴싸한 예쁜 문양의 바틱 손수건이 완성되

어서인지 모두들 흐뭇해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로데오 거리인 끄망(Kemang)이다. 

먼저 쏘까(Soka)갤러리는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격조 높은 분위

기로 꾸며져 있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현대 화가들의 사실적

인 작품들이 매력적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인 바틱 문양을 

그림 속에 옮겨다 놓으면서도 한편의 동화책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꾸밈이 없는 직설적인 표

현법과 함께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모습들을 담아서 인지 

미술작품에 관해 문외한인 나에게도 느낌이 쉽게 다가왔다. 

  카페 델라로사(De La Rose)는 유명세답게 처음 들어가는 입

구부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그 웅장함을 자아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의 취향에 맞게 고급스러웠다. 끄망지역 카페 

중에서도 고풍스런 분위기의 대명사인 뻔도뽀끄망(Pendopo 

Kemang)에서 한잔의 시원한 열대과일 쥬스를 마시며 열대과

일에 대한 얘기로 잠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 순간 언뜻 중앙 

스테이지에 놓인 “가믈란”을 연주하는 악기들이 눈에 들어왔

다. 가믈란의 뜻은 ‘타악기를 두드리며 연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 낮 시간이라 손님들이 거의 없어서인지 실제 가

믈란 연주를 듣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듣고 싶

다. 지난 보고르 탐방 때 가믈란 연주체험이 문득 생각났다. 개

인마다 청동 타악기, 목관악기, 북 등의 악기를 부 여 받

은 다음 악보역할을 하는 번호수순을 따라가

며 나름대로 열심히 두드렸다. 아름다운 

앙상블을 기대했지만 제각각 자신의 

악기 연주에만 몰두해서인지 전체

적인 조화는 엉망이었지만 그 감미

로운 선율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 같다.

  우리들 대부분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건강함과 깨끗

함, 아름다움을 보고 느껴보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오늘의 자카

르타 탐방은 자연에 못지않은 문화적 경험을 안겨다 주는 것 같

다. 이곳 자카르타가 공해, 늘 막히는 도로, 범죄 등 많은 사회적

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늘 한 줄기 빛과 같은 문화

탐방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방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

고 순수하게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한 발짝 다가서면 점점 더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자카르타 시내에서든 근교든 평소 

무심코 지나다니는 곳 중에는 길가에 피어나는 들꽃처럼 우리

들의 ‘빛과 소금’이 될 만한 인도네시아의 문화가 분명히 자

리 잡고 있으리라. 

오늘이라도 당장 Coba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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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근 교수의

인니어 특강

   한국의 음식문화는 한류의 열풍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매력있는 문화임에 틀림없다. 영농산업의 일환

으로 한국산 채소류의 씨앗을 직접 수입하여 재배에 적

합한 뿐짝과 같은 해발 1000 미터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재배 생산하게 된다면 드라마,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한

국의 먹거리와 음식문화가 한류열풍의 최일선에 설날도 

머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다.

   Selamat datang sayuran Korea

   한국 채소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Semangkuk kimchi mampu membangkitkan sel-

era. Menu khas Korea beraroma pedas dan tajam itu 

antara lain berbahan baku gocugaru alias cabai dan 

depha atau daun bawang. Itulah salah satu andalan 

Restoran Korea d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Dua tahun terakhir restoran itu tak perlu mengimpor 

beragam sayuran khas Korea dari Negeri Ginseng. 

Sebab, komoditas itu kini dibudidayakan di Bandung 

dan Sukabumi.

   한 그릇의 김치가 맛을 돋구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전통음식으로 매운 맛이 아주 강한 아로마 

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매운 맛의 깊은 재료에는 고추가

루, 대파, 파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잘 알려져 있는 

식당이 바로 남부 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 지역내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인도네시아의 한국 식

당에서는 더 이상 한국산 채소류를 수입하지 않아도 됩

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채소류가 반둥과 수까부미에서 

직접 재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어휘 : Semangkuk Kimchi : 김치 한 그릇/김치 한 접시

 Membangkitkan selera : 맛을 돋구다

 Khas Korea : 한국의 전통/한국만의 독특한 것

 Beraroma pedas : 매운 맛 / 향기를 내다

 Berbahan baku : 원재료

 Andalan : 특별한 / 자랑할만한

 Beragam : 여러가지

 Dibudidayakan : 재배하다/새로운 곳에서 쉽게 적응

   Ali, manager restoran Korea memilih sayuran Ko-

rea hasil budidaya pekebun di Bandung. Alasannya 

kesegaranya terjaga dan harga pun relative murah 

ketimbang komoditas impor. Benih beragam sayuran 

itu memang masih didatangkan dari Korea. Dibanding 

sayuran Jepang, popularitas sayuran Korea memang 

kalah. Sebulah edamame dan horenzo, niscaya lebih 

banyak yang tahu ketimbang menyebut chopa atau 

chamnamul.

   Edamame sejenis kedelai dan horenzo semacam 

bayam merupakan sayuran Jepang. Sayuran Jepang 

memang lebih dulu hadir di sini. Namun, merebaknya 

rumah makan dan pasar swalayan Korea membuka 

pasar bagi sayuran introduksi itu. Oleh karena 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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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rapa pekebun kini membudidayakan pu-

luhan sayuran Korea.

   한국식당의 매니저인 알리씨는 반둥에서 생

산되고 있는 채소류를 주로 사용한다. 채소의 신

선도 및 가격면에 있어서 수입산 보다 낫기 때

문이다. 그러나 채소에 대한 원 종의 씨앗/종

표 등은 아직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일본산고 비교하여 볼 때 아직 한

국산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예로 ‘en-

damame/horenzo’ 같은 종류의 채소류가 

쪽파나 참나물 등의 채소보다 더 알려져 있다

는 것이다. ‘Endamame’는 풋콩 종류이고 

‘Herenzo’의 채소류는 바얌과의 채소류와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일본 채소류는 한국산보

다 더 빨리 인도네시아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식당과 스왈라얀등

의 슈퍼에서 한국 채소류가 조금씩 소개되기 시

작해서 인지 최근 수십여 종류의 채소들이 인도

네시아 내에서 직접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어휘 : Alasannya : 이유

 Kesegarannya : 신선도

 Relatif murah ketimbang komoditas

              impor : 수입산 제품과 비교하여 

                          비교적 싸다.

 Benih : 씨앗, 종자

 Semacam : ~와 같이

 Merupakan : ~와 같이 보인다

 Agro wisata : 영농관광 / 주말농장

 Membuka pasar : 시장개척

 Vegeteria : 채식주의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민 수요의 증가로 인해 틈새시

장의 하나로서 채소들을 재배하여 판매할 수 있는 1차 

영농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

며, 이와 같은 영농산업에 우리 교민이 주력하여 농사를 

지을 시기가 오면 아마도 우리 교민의 수가 70,000 여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우리 교민의 주력사

업이 리싸이클링 형태로 주 산업인 제조업에서 영농산

업에 이르기 까지 거의 전체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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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같은 하루>가 열린다. 

자카르타에서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아름다

운 삶의 이야기, 그 두 번째로 손끝으로 피어나는 묵

향을 맡아 가며 진지하고 열정어린 마음을 담아 준비

한 전시다. 

출품작가는 화현 강희중. 시연 김경애. 자은 김영덕. 

여향 김종심. 취은 김효경. 문연 류태하. 일후 박경혜. 

가헌 박양숙. 명아당 이효순. 동림 임재호, 우현 임채

실, 현동 진만휘, 들빛 진선미 이며, 지도선생인 인재 

손인식 작가가 찬조 출품을 한다. 

  기간 : Dec 15, 2006-Dec 17, 2006
  장소 : Korea Center
  초대일시 : 5:00 PM Dec 15, 2006

인니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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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얏보면 후회합니다 
‘사랑싸움’, 방치하면 이별의 씨앗

   “당신 없이는 못 살아~ ” 부부가 늘 서로 이런 말만 하고 살면 좋을 거 같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니까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맘에 안들
어!” 이런 말, 이런 생각,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도 많다고 하네요. 그 마음
이 갈라져 있으면 가장 먼저 자녀들이 마음으로 느낀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지요. 
   부부지간의 다툼이 사랑을 확인하는, 일종의 ??사랑싸움??이면 좋겠는데, 싸우고 그 마음을 싹 
비우지 않으면 이별의 씨앗이 됩니다. 요즘은 부부가 어찌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119구조대가 출

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서로 증오하고 싸우다 최후를 맞이하는 마
이클 더글러스와 캐서린 터너 주연의 영화 <장미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 철저하게 나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엄
밀히 말해 사랑싸움은 없습니다. 세모난 남편과 네모난 아내가 싸우며 자
기 꼴이 맞다고 우기면 평생 부딪칠 일밖에 없겠지요. ‘난 세모다’ ‘난 네모

다’ 하는, ‘나’라는 틀이 없어지면 싸울 일도 없겠지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구요? 가능한 이야깁니다.   

   어느 평범한 보통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경우, 공은숙 씨는 네 살배기 아이를 둔 
30대의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씨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따듯하게 감싸

주는 아내에게 반해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고 아껴주면서 살았다지
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개성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의 단점들이 못
마땅해지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문제들이 튀어나오면서 원색적으
로 변해갔어요.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 사이의 대전환을 가져
온 날이 왔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 밖으로 나와버린 이씨가 마음을 버리며 자신을 돌아보
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만큼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다 자부했는데 돌아보니 열등감, 자
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더랍니다. 나도 할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대접
받기를 바라고 가부장적인 틀을 내세웠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 아내
에게 자기를 숙일 줄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남편이 변화하니 아내도 변화하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평화로워지자 신기하게도 아이도 바뀌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미쳐!” 할 
때는 바위돌같던 가족들이 내가 변화하니 비로소 부드럽게 변화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싶으
시지요? 마음이란 이렇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스위트 홈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야말로 꿈에 
불과하지요.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부부싸움의 지혜 한 가지. 특히 남편분들, 부부싸움할 때 참을 수 없더라
도 절대로 육두문자는 쓰지 마세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개그맨 이홍렬씨는 이렇
게 제안합니다. 무척 화가 나서 욕이 나올 땐  ‘이 자식’, ‘이 녀석’하는 남자 욕을 하면 최악은 막을 
수 있답니다.                                   글 제공: 자카르타 마음수련원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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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태권도 대표팀

                   오일남 감독 

“인도네시아는 제2의 고향,  도하 아시안게임에 태권
도 金 꼭 안기겠다” 
   18년 전 29세 청년 오일남은 홀로 인도네시아 행 비
행기에 올랐다. 물설고 낯선 이국땅으로 떠나는 그의 
가슴은 기대와 걱정으로 쿵쾅거렸다. 처음에는 1년만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다 정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정이 들다 
보니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얼굴
과 눈이 함께 허허 하고 웃는다.
   인도네시아 태권도 대표팀을 18년째 가르치고 있는 
오일남(46) 감독. 내달에 개막하는 카타르 도하 아시
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선수들과 함께 한국 태권도를 배
우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오는 30일 도하로 떠나기 전
까지 부산에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오 감독은 동대문상고와 대구대를 
졸업한 뒤 경북체고와 동대문상고 등에서 지도자 생활
을 했다. 그러던 중 1989년 국기원의 요청으로 인도네
시아로 건너가 현지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호주로 이
민을 가서 태권도 체육관을 열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선수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1년을 함께 
지내다 보니 그만 정이 들고 말았다.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또 가난하지만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지만 기독교도인 저와 아무
런 종교 문제도 없었고요. 음식도 장애가 되지는 않
았습니다.”
   이듬해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오 감독은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한국국
제협력단(KOICA) 파견 지도자로 채용해줄 것을 요
청했다. 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 측에서는 돈이 없어 
그를 계속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요
청이 받아들여져 그는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한국에 잠시 돌아와 결혼을 했지만 신부를 데리
고 바로 인도네시아로 갔다. 그곳에서 낳은 아이들이 
중학교 2,3학년이 됐다. “가끔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런데 뭔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집
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발을 내디디면 그제야 고향에 
왔구나 하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로 체육 육성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나라가 워낙 넓어서 선수들을 
모두 모아 합숙훈련을 시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는 것. 태권도의 경우 대회가 있을 때마다 1~2개월 전
에 선수단을 소집해서 훈련하고,그 이외 시기에는 연
습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한다.
   올해 AG에는 남자 4명,여자 2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금메달 1개를 기대하고 있다. 남자 웰터급의 바수키 
선수가 금메달 후보다. 
   부산에서는 양정모체육관과 금정고와 부흥고,동래
구청 등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곧 동아대도 방문해서 
연습할 계획이다. “선수들이 올림픽 스타인 문대성 감
독을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해요. 사인을 꼭 받아가서 
고향 후배 선수들에게 자랑하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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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의 황제와 여황
    -벗과 함께 살핀 인도네시아 풍정 4-

손인식 (서예가, 자카르타 YPKI 주재)

   여행 중에 낯선 먹거리에 대한 호기심이 없다면 그 여행이 얼마나 허기질까? 하물며 문화와 풍토가 전혀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임에랴. 타국살이 벗을 찾아온 벗에게 무엇으로 먹는 즐거움을 안겨줄 것인가, 온

전히 내 몫이었던 이 고민은 비교적 신나는 것이었다. 벗에게 새롭고 풍토적이며 맛도 음미할 수 있는 인도

네시아적인 것들을 떠올렸다. 기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열대 과일이다.

   열대과일의 생김새와 맛, 나무에 열린 멋이 계절마다 변화하는 한국의 과일과는 전혀 다르니 직접 비교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과일이 온통 정취덩어리라면 열대과일은 그냥 풍성함 그 자체라고 표

현할 수 있겠다.

나는 벗에게 열대과일 특유의 풍성함과 몇 가지 특징들을 경험해주고자 계획을 세웠다. 특히 풍성함 중에도 

과일의 황제다운 위용과 교훈을 지닌 ‘두리안(Durian)’과, 열대 과일 답지 않게 정취 덩어리인 과일의 여

왕 ‘망기스’(mangosteen)와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서는 나름의 준비와 형식을 갖췄다.

   망기스(mangosteen)! 과일의 여왕 망기스에는 시(詩)가 있다. 꽃피고 열매 맺어 과실로 익은 다음 쟁반

위에 놓일 때까지 어느 과일 하나인들 시가 아닌 것이 있으랴만, 망기스는 한 번을 먹어도 백번을 먹어도 먹

을 때마다 시다.

손안에 딱 감아드는 망기스를 집어 중간부위를 가로로 꾹꾹 눌러 손톱자국을 낸 다음 천천히 반을 쪼개면 

눈부시게, 정말 눈부시게 하얀 망기스의 속살이 드러난다. 만약 이것을 보고 탄성을 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

다면 나는 그를 어지간히 감성하고 담 쌓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중간 정도의 감 크기와 비교될 망기스는 달린 모습도 감을 연상하면 틀림이 없다. 알이 굵은 것이라 해도 

껍질을 벗기고 나면 한 입에 먹기에 충분하다. 껍질을 벗긴 망기스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과 그 자태는 금세 

군침을 돌게 하는데, 군침을 흘리면서도 바로 입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그건 과일의 여왕에 대한 예

우가 아니요 시를 감상하는 자세도 아니다. 크기에 비해 두텁고 짙은 자줏빛 껍질에 둘러싸인 신비의 향과 

색채를 눈으로 마음으로 충분히 감상한 다음 먹어야 한다. 흔히 망기스의 속 알맹이는 그 모양 때문에 마늘

쫑에 비교되기도 하는데 맛까지 그렇게 연상한다면 이는 결례다. 마늘의 그 강한 이미지로 행여 망기스의 

그 부드러움을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는 “돈이 있는 곳에 중국인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설탕이 있

는 곳에 개미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망기스가 있는 곳에는 개미가 많으니 망기스의 달콤한 맛과 

향이 증명되는 셈이다.

   어쨌든 망기스의 시식은 좀 특별해야 한다. 망기스를 망기스답게 먹으려면 우선 여럿이 둘러앉을수록 좋

다. 당연히 망기스의 양이 많아야 하고 껍데기를 담을 그릇은 망기스가 담긴 그릇보다 더 커야 한다. 둘러 

앉아 서로 다투듯 집어 들며 껍질을 벗긴 망기스의 속살이 누구의 것이 더 예쁜지 내기를 하면서 먹어야 한

다. 져도 맛이 위로를 해줄 것이고 이기면 그 맛이 배가될 것이다. 두 사람이 라면 박스 하나쯤 해치워도 물

리지 않은 것이 망기스의 특징이다. 물론 다 먹고 난 다음 쌓인 껍데기를 보면 그때서야 많이 먹었구나라는 

것이 실감날 것이다.

역시 망기스는 소복이 드러난 알맹이 봉오리를 한입에 넣어야 제 맛이 난다. 그러기에 껍질을 벗길 때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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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속 알맹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만약 식구가 둘러

앉으면 당연히 가장은 껍질 벗기기에 바빠야 한다. 이건 이렇게 예뻐서 엄마가 

먹고, 저건 저렇게 예뻐서 딸이 먹으라고 딸을 주어야 한다. 아들? 아들은 알아

서 할 일이다.

   다음은 두리안이다.

과일의 황제라 불리는 두리안은 그 생김새와 맛이 매우 독특하다. 어른 머리 이

상의 크기에 딱딱한 껍질 표면에 굵고 강한 가시가 촘촘히 돌기를 이루고 있어 

생김새에서부터 위엄이 느껴진다. 향내와 맛 또한 매우 독특하다. 향내라기보다

는 구린내와 흡사한 냄새는 처음 대하는 사람을 대부분 코를 감싸 쥐고 피하게 

한다. 입에 댔다가 그만 토악질을 해대는 사람도 많다. 여북하면 호텔이나 비행

기 안에 반입을 금지하랴. 그러나 두리안은 부정할 수 없는 과일의 황제다. 그 미

묘한 맛은 여늬 과일과 확연히 다르다. 한 마디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오동

통하고 말랑말랑한 그 과육(果肉)을 포크로 떠먹는 맛이나, 꽁꽁 얼려 똑똑 떼어 

먹을 때의 향과 맛을 세상의 어느 과일에 비교하랴. 매일 먹는 밥맛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두리안 먹어보고 그 맛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정말 도

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아마 군내 나는 묵은 김치나 곰

삭은 젓갈 맛, 잘 띄운 청국장 맛을 모르는 사람은 두리안의 맛과 향내 또한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면 두리안은 한국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할 과일이다. 

향과 맛이 한국 사람에게 딱인 것이다.

 “부자되려면 두리안 먹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진정한 맛을 알고 나면 열대

과일 중에 가장 값이 비싼 두리안을 사먹지 않고는 못 배기니 돈이 모이질 않는 

다는 의미다. “두리안 나무가 있는 집엔 총각 얼굴도 보지 않고 시집 간다.”는 

속담도 있다. 과연 과일 중에 유일하게 마니아군을 거느릴 만한 과일이다.

   내가 두리안을 좋아하는 더 큰 이유도 있다. 호불호의 극과 극이 드러내는 교

훈이다. 냄새가 지옥이라고 얼굴을 돌리고 근처만 가도 손사래를 치며, 맛만 보

고도 토악질을 해대는 사람과 마니아의 공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일 하나에 

대한 싫고 좋음이 이러하고, 진정한 맛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또 얼마나 그 간

극이 큰가. 돈, 지위, 오직 이해관계를 좇는 사람들, 목숨을 걸면서까지 명예와 

돈, 지위 등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두리안의 마니아와 비교해보면 어떤 

정답이 나올까.

   더러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람의 서로 다름에 대해 곰곰이 곰삭혀 봐야 한다는 

교훈이 읽히는 두리안, 두리안은 과연 과일의 황제답다 하겠다. 두리안의 마니아

와 같은 예술품 마니아가 세상에 넘쳐나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

을 한다. 두려운 것은 두리안을 즐길 때마다 나는 과연 어떤 향내를 지닌 사람인

가를 묻게 된다는 점이다.

“괞찮군.”

   벗의 소감이다. 벗과 그의 아내는 망기스를 즐겼고, 또 두리안을 거부하지 않

았다. 그렇다고 해서 망기스에서 시를 읽어내지도 않았고 두리안에 대해서 마니

아적 증상도 드러내지 않았다.

남과 나는 다르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1. 망기스

2. 열대의 꽃 모음

3. 랭깽

4. 망가나무

5. 두리안과 그 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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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2006년 8월 24일

(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린 한-아세안경제장

관회의에서 지난 5월 최종  타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

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정식 서

명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12월 서명된 한-아세안 FTA 기

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과 함께 상품협정 발효를 위

한 국내절차를 추진중이며, 한-아세안간에 수출입되는 품

목은 빠르면 내년초 협정 발효를 통한 관세인하/철폐 효과

를 향유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상품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그때까지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치지 못

하여 모든 협정 당사국의 정식 서명은 이번 회의에서 하

게 되었다. 또한, 국내정국 사정에 의한 실질적인 협상권

의 제약을 이유로 지난 5월 상품협정 타결에 참여하지 못

했던 태국은 이번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

명된 상품협정문은 향후 태국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

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한-아세안 통상장

관들은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의 구체이행 방안에 

관한 교환각서에도 서명하였다. 교환각서상 각 아세안 회

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

목(232개 품목)중 100개 품목을 선정, 특혜관세를 부여하도

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서명된 교환각서에는 태국을 제외

한 아세안 9개 회원국이 각각 선정한 100개 품목의 목록이 

첨부되었다. 참고로 한-아세안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은 

내년초 타결을 목표로 교섭중이다. 

 ASEAN 시장의 의의와 중요성 

   ASEAN은 우리의 제5대 교역국(535억불), 제4대 수출국

(274억불), 제3대 투자국(136억불)으로서,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에 핵심적인 시장이며, 우리는 원유 및 천연

가스를 제외시, ‘05년 ASEAN에 대해 89억불이라는 큰 흑

자를 거두었다. 

< 우리의 교역 현황('05년) > 

전 체 중 국 일 본 미 국 E U ASEAN

교역액 5,456억불 1,005억불 724억불 719억불 710억불 535억불

수  출 2,844억불 619억불 240억불 313억불 437억불 274억불

수  입 2,612억불 386억불 484억불 306억불 273억불 260억불

무역
수지

232억불 233억불 -244억불 108억불 164억불 14억불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ASEAN 수입액 중 원유 및 천연가스가 75억불을 차지 

   이러한 ASEAN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 등 

우리 핵심 경쟁국은 최근 앞다투어 ASEAN과 FTA를 체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낙오될 경우 이들 국가들에 

ASEAN 시장을 크게 잠식당할 우려가 존재하였는데, 금번 

협상타결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중국은 ASEAN과 2002년부터 상품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에 중-ASEAN FTA 상품협정 협상을 타결하고, 2005. 7.20에 

상품협정을 발효시켰다. 

  우리는 중국에 비해 ASEAN과 3년 늦게 협상을 개시하였

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자유화 속도 및 폭, 질에 있어서 

중국보다 모두 앞선 것으로 평가 가능하며 ASEAN 시장 개

방 일정과 관련 중국보다 늦게 발효함에도 불구, 관세철

폐품목(일반품목군)에 대해 중-ASEAN과 동일한 최종 시한

(2010년 원칙, 일부품목 2012년 인정)을 설정하였다. 0-5%로 

관세인하하는 품목(일반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오

히려 관세인하 최종시한을 2년 앞당겼다. 

  일본은 현재 싱가폴, 말레이시아와만 FTA체결이 되었는 

바 (인도네시아와는 금년말 체결목표로 추진중), 우리는 금

번에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FTA를 동시에 체결함

에 따라 ASEAN 시장 개방의 폭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

서 나가게 되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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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협정 정식서명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상품협정의 구체내용 설명 

가. 협상 일지 

ㅇ 2004.11월 : 한-ASEAN 정상회의시 FTA 협상개시 선언 

ㅇ 2005. 2월 : 협상 개시 

ㅇ 2005. 12월 : 한-ASEAN 정상회의시 기본협정 및 분쟁

해결제도협정 서명 

   - 상품무역협정 본문, 상품자유화방식, 원산지 부속

서 본문 합의 

ㅇ 2006. 4월 : 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 (제11차 협상, 캄

보디아 프놈펜) 

   - 상품 양허안 및 원산지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기

준 협상 실무 타결 

ㅇ 2006. 8월 :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정식서명 

   - 태국은 국내 사정상 5월 상품협정 문안합의시부터 

불참 의사 표명 

나. 협정 구조 

ㅇ 한-ASEAN FTA 협정은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서비

스  무역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으로 구성 

  -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 협정 기서명 (2005.12월) 

ㅇ 상품무역협정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 규정, 상품 양

허안,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본문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 협정문 본문 : 상품무역 자유화 관련 일반규정 

   - 부속서 1 : 관세철폐 대상인 일반품목군 자유화 방

식 및 양허안 

※ 일반품목군 양허안은 발효 후 자유화 일정에 따라 

상대국에 통보 

   - 부속서 2 : 관세인하 및 양허제외 대상인 민감품목

군의 자유화 방식 및 양허안 

※ 민감품목군의 양허안은 부속서 2의 부록 형태로 첨부 

  - 부속서 3 : 원산지 관련 일반규정, 품목별 원산지 기

준 및 통관절차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는 부록 1, 2로 동 

부속서에 부록 형태로 첨부 

《 한-ASEAN FTA 협정 구성 》 

《 한-ASEAN FTA 및 중-ASEAN FTA비교 》

한-ASEAN FTA 중-ASEAN FTA

양허

시한

일반품목군

(관세철폐)

2010년 원칙, 일부 

품목 2012년까지 

융통성 부여 

2010년 원칙, 일부 

품목은  2012년까지 

융통성 부여 

일반민감품목

(0-5%로 관세인하)
2016년 2018년

초민감품목 2016년 2015년

자유화 

범위

일반품목군
품목수 : 90% 이상

수입액 : 90% 이상

품목수 : 90% 이상

수입액 : 90% 이상

초민감품목

제한 

품목수 : 200개 또

는 3%

수입액 : 3% 이하

품목수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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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아세안 FTA 상품양허 현황 

< 한국 및 ASEAN 6개국 > 

구 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Normal Track)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

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

기준
90% 이상 7% 3% 이하

자유화 

목표 

2010년까지 

완전 관세철폐

* 단, ASEAN 회

원국에게는 5% 

범위에서 2년의 

추가 기간인정

2016년까지 

0~5%로

관세감축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보호 인정

(A) 관세율 상한 50% 설정

(B) 20%만큼 관세감축

(C) 50%만큼 관세감축

(D) TRQ 설정

(E) 양허제외 (40개) 

※ 특이사항 

  - 한국은  협정발효 즉시 Normal Track의 70%, 

    2008년까지 Normal Track의 95% 이상 관세철폐 

  - ASEAN 6 국가는 2009년까지 Normal Track의 90% 

    이상 관세철폐 

《 CLMV 국가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구 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Normal Track)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

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최종

단위 3% 이하 

수입액

기준

베트남:75%이상

CLM : 불설정
불설정 불설정

주요내용 한국 및 ASEAN 6개국 적용내용과 동일

이행시한

베트남:2016원칙

CLM : 2018년 

원칙

베트남 : 2021년

CLM : 2024년

※ 특이사항 

  - 베트남은 2015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7년까지 Normal Track의 90% 이상 관세철폐 

  - 일반품목군 중 전체품목의 5% 범위에서 2년의 

    추가기간 인정  

《 우리 초민감품목 구성 현황 》

세부 항목 주요 품목 (관세율)

【Group A】 
(2016년까지 관세율 상

한 50% 설정)

[농산물] 치즈(36%), 오렌지(50%), 사과.배(45%)
[수산물] 새우젓(55%), 

【Group B】
(2016년까지 20%만큼 

관세감축)

[농산물] 감자(304%), 단옥수수(370%), 고구마(385%), 땅콩(230.5%), 백삼(222.8%),
         인삼.홍삼(754.3%), 참깨.참기름(630%), 돼지고기(18~25%), 쇠고기(18~40%),
         닭고기(18~22.5%), 밀크.크림.분류 등 유제품(36~176%), 꿀(243%), 
         화훼(25%),  밤.대추.잣(30%), 맹고.맹고스틴(30%) 등
[수산물] 김.미역(20%), 꽃게.기타게(14~20%), 수산가공품(20%), 오징어(10~27%) 등
[임산물]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8% 또는 13%)

【Group C】
(2016년까지 50%만큼 

관세감축)
[농산물] 기타 전분.가공곡물(126~800.3%), 글루우(201.2%), 과일주스(54%) 등

【Group D】
(TRQ 설정)

[농산물] 매니옥(45%, 455%, 또는 887.4%), 강낭콩(27%),
[수산물] 새우(20% 또는 27%), 갑오징어(10%)

【Group E】
(양허제외) 

[농산물] 쌀(관세화 유예), 마늘(360%), 양파(135%), 고추(270%), 감귤류(144%), 
         녹차(513.6%), 바나나(40%), 파인애플 (30%), 돼지고기(22.5~25%), 쇠고기(40%),
         닭고기(18-27%) 등  
[수산물] 냉동 민어(70%), 돔,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  등(활어 10%, 신선.냉장 20%, 
         냉동 10%), 어류통조림 등
[임산물] 섬유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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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불마저 잠들어버린

이른 새벽에

난 오늘도 같은 길을

혼자서 걸어간다.

얼어붙은 길 위에서

차가운 비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에

고독과 고통의 눈물을 씻으며

저 편,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걸어간다.

저 멀리 한쪽 문만 열려있는

나의 집 앞에서는

늙은 노인네가 불을 끈 채

나를 묵묵히 바라본다.

코앞이라 여겨졌던

햇살과의 거리는 가도가도

좁혀질 줄을 모르고

얼어붙은 가로수의 길도

점점 좁아져만 간다.

햇살 저편으로 가면

아무도 없는 황무지의 사막,

피로 물든 가시밭의 길,

그리고 얼어붙은 길을 걸을 때에도

그 차가운 바람에 실려 온 비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한다.

오랜 시간

나의 의지가 사라질 무렵

나는 내 이상의 햇살이 비추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따뜻한 햇살만이 비출 뿐

한 줌의 모래만이 존재하는

적막한 곳이었다.

나의 이상이 깨질 무렵

나를 계속해서 채찍질했던

그 비바람은 적막한 자리에 스며들어

초록빛 숲을 이루고

늙은 노인네의 숨결이 일어났다.

혼자만의 이상을 품고

도달한 그 끝에서

나는 그 새벽 노인네가

집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낸 것임을

알았다.

끝에서, 숲을 이룬 내 이상 속에서

나는 늙은이의 숨결에

눈물을 흘렸다.

따뜻한 비바람의 대상을 그리워하며.

제 560돌 한글날기념 백일장 고교 운문부 장원

         여   행

          김지현(11학년 3반)



한인뉴스 12월호

64

인니 뉴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비의 드라마’인니 또 적신다 
가수 비(정지훈)가 KBS2 ‘풀하우

스’에 이어 또다시 연기자로 변신해 

인도네시아 공략에 나선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은 14일 발간된 

뉴스레터 447호를 통해 “정지훈이 출

연한 KBS2 월화드라마 ‘이 죽일 놈의 

사랑’이 인도네시아 민영방송인 인도

르시아르(Indosiar)에서 지난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방

송된 이 드라마는 정지훈을 비롯해 신

민아, 이기우, 김사랑의 연기가 인상

적인 작품이다. 보디가드와 비련의 여

주인공 간의 사랑을 다룬 이 드라마

는 삼각관계를 축으로 한 정통 멜로

드라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장은

희씨는 “가수 비가 출연한 ‘풀하우

스’가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방송된 

적이 있어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

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작품은 

고난과 역경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주인

공들이 관용과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

한다는 내용이 매우 돋보인 작품”이

라고 극찬했다.

인도네시아 시청자들 역시 ‘이 죽일 

놈의 사랑’을 인간 삶의 어두운 내면

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하며 큰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印尼, 희귀언어 100여개 사멸 위기 
희귀언어의 보고(寶庫)인 인도네시아에

서 최소 100개의 소수 종족 언어가 사

멸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인도네시아 정

부가 밝혔다. 

14일 인도네시아 국립언어연구소에 따르

면 본섬과 동쪽 지방의 열도 주민 사이

의 혼인이 활발해지면서 700여개의 소수 

종족 언어 가운데 최소 100개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덴지 수고노 국립언어연구소 소장은 “소

수 종족 언어의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사멸 위기에 처한 언어의 보

존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방침”이라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12월 

국제 언어 전문가들을 초청, 소수 종족

의 언어 보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인구 2억2천만명의 인도네시아는 각기 다

른 350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

식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이지만 소수 종

족이 많아 희귀 언어가 많은 국가 중 하

나로 꼽히고 있다. 

印尼, 1천년전 해저유물 

25만점 경매 방침
인도네시아는 자바섬 앞바다에서 인양된 

1천 년 전 난파선의 해저유물 25만여 점을 

경매에 내놓을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어업부는 15일 경매 대상 유물

은 루비, 사파이어, 아랍어가 새겨진 유리 

장식품, 중국 오대(五代 907~960년) 때의 

도자기 등 난파선에서 인양한 해저유물로 

경매가가 총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

산된다고 밝혔다. 

이지 술라르소 어업부 대변인은 “경매를 

위해 크리스티 등 경매소의 조언을 구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종류 별로 7만 6천

여 해저유물 품목 가운데 10%는 박물관 전

시용으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술라르소 대변인은 “역사적 가치보다 경

제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면 박물관에 보

관할 필요가 없다”며 “최고가를 제시하

는 경매소에 이들 해저유물을 내놓을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유물이 경매되면 그 이익금은 난파

선 인양자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절반씩 나

눠갖게 된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연구

를 위해 다우선(아라비아 해역의 무역범

선) 선체 파편을 비롯해 난파선 내의 유

물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꺼번에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매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인양된 해저유물은 자바 섬 북쪽 해안의 

한 항구인 시레본에서 침몰한 고대선박에

서 지난 2000년부터 건져 올린 것으로 10세

기 당시의 역사적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

를 쥐고 있다는 평가다. 시레본은 고대 이

슬람 무역상들의 인도네시아 첫 기착지 가

운데 한 곳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해양 역사학자인 존 

믹식 교수는 “왜 10세기에 자바의 왕들이 

중부 자바에서 동부 자바로 이동했는지 그 

수수께끼를 이 난파 무역선이 풀어줄 수 

있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독일 출신의 도자기 전문가 페터 슈바르츠 

씨는 “두 마리의 오리가 뚜껑에 새겨진 

연초록 도자기는 경매에 내놓을 경우 5만 

달러를 호가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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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러나 이들 해저유물은 경매에 내놓

기보다는 한 방에 보관 전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외교 길목마다 시위대

‘실속은 없고 갈 곳은 많다’ 

‘6년간 망쳐 놓은 외교가 남은 2년 새 만

회될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의를 계기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

시아 순방 외교가 활발하다.

6년 전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전에 없이 

바쁜 일정이다. 영국 더 타임스는 20일 부

시 대통령이 임기를 2년 남기고 막바지 외

교에 힘쓰고 있지만 이라크 전쟁과 이란 

핵문제 등 산적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집’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애완견 바니와 함께 백악관 잔

디밭을 산책하거나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

에서 여가를 즐기는 게 그의 낙이다. 나

라 밖으로 외교 여행을 떠나는 횟수도 적

은 편이다.

이는 적극적인 방문 외교로 명성을 쌓은 

그의 전임자들과 대조적인 자세다. 

아버지 부시의 경우 국내 여론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유럽 및 중동의 

지도자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

다. 여행을 즐기지 않았던 부시 대통령이

지만 최근 들어 부쩍 달라진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우선 지난 주말 베트남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가졌다.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 

모스크바에 들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환담한 이후 싱가포르를 잠시 방

문하기도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하와

이를 거쳐 귀국한 뒤 다음주 라트비아에

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물론 이것은 모두 중간선거 전에 잡

힌 일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로 국내 입

지가 좁아진 부시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재선의 부담이 없는 대통령들은 임기 말

년 내정보다 외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는 까닭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처럼 처음 6년간 외교 성적표가 형편없었

다. 그러나 임기 막바지인 87년 미하일 고

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중거리 핵전력 감

축협정(INF)을 체결하면서 핵군축에 기여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

캔들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외교

에 전념했고 코소보 분쟁을 조기 종식시키

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과연 ‘막판 반짝 

외교’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겠는

가 따져본다면 대답은 ‘아니올시다’라

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6년간 테러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부

시의 일방주의가 미국 외교의 설자리를 빼

앗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순방길에서부터 

그는 환영받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시민 

1만3천여명은 ‘부시는 전쟁 범죄자’라

며 시위를 벌였다.

내전으로 치닫는 이라크 역시 부시 대통

령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

다. 중동 분쟁의 근원인 팔레스타인·이스

라엘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시작도 

안 했다. 게다가 북핵과 이란의 핵문제까

지 동시다발로 겹치면서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난마처럼 얽혀들고 있다.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기엔 시기가 너무 늦

었다면 부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

은 무엇일까. 더 타임스는 “집에 있는 게 

한결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권유했다.

“세계 넘버1 테러리스트는?” 
인도네시아 시위대가 17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카르타 방문이 예정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킥복싱 대회’ 학대 받던 

우랑우탄 48마리, 풀려나 
22일 폭스뉴스 등 해외 언론은 태국에서 

킥복싱 공연으로 학대를 받던 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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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마리가 풀려나 21일 인도네시아로 공수

되었다고 보도했다.

자유를 되찾게 된 오랑우탄들은 태국의 한 

놀이 공원에서 서로 치고 박는 킥복싱 공

연을 벌여 왔는데, 동물 보호 단체들은 명

백한 동물 학대라며 성토해 왔었다.

보르네오에서 붙잡혀 밀거래되었던 오랑

우탄들은 일단 재활 및 훈련 센터로 옮겨

졌는데, 인도네시아 퍼스트레이디가 직접 

환영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랑우탄은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만 서

식하는 멸종 위기 종으로 현재 6만 마리

가 살고 있지만, 개발에 따라 서식지가 파

괴되거나 밀림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이색적인 동물을 밀거래 하는 시장은 

오랑우탄들에게 더 큰 위협이다. 인도네시

아 도시민들 사이에서 애완 오랑우탄 붐이 

일어나면서 불법 포획이 공공연하게 벌어

지고 있는데, 특히 어린 새끼가 인기여서 

밀렵꾼들은 어미를 죽이고 새끼만을 포획

하는 잔인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 동물 보

호단체들은 오랑우탄이 10년대 자연 서식

지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킥복싱에 시달리다 풀려난 오랑우탄들은 

모두 보르네오의 숲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사진: 태국 사파리 월드 사이트의 오랑우

탄 킥복싱 홍보 화면, 동물 보호 단체 몽키 

월드의 홈페이지) 

인도네시아판 ‘진실게임’ 30일 

현지서 첫방송 
SBS프로덕션(대표 김우광)의 인도네시

아 합작법인인 GMC(Global Matra Con-

sulting)가 제작한 인도네시아판 ‘진실게

임’(현지 타이틀 ‘Korak Korek’: 파헤

쳐서 알아내다)이 30일 현지 지상파방송사

인 TPI에서 첫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

주 3회 인도네시아 전역에 방송된다. 

SBS프로덕션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에 

배급, 제작 및 광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제작이 완료된 프로

그램을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

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게됐다. 

이번 ‘진실게임’은 SBS프로덕션에서 파

견된 김유식 PD의 제작지휘 하에 현지 프

로덕션 스태프가 투입돼 완성됐다. 

프로그램 도입부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콩

트로 시작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 구성이 한국 ‘진실게임’과 비슷하지

만, 1회 주제가 ‘누가 진짜 바자이(오토

바이를 개조한 삼륜 대중교통단)의 운전수

인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현지에 맞

는 아이템으로 꾸며진다. 

동남아 이슬람교 과격해진다 
전통 문화와 공존하며 관용의 미덕을 지녔

던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가 급속히 과격화

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최신호(12월4일자)에서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태국 남부, 필리핀 남부 등 

동남아시아에 뿌리내린 이슬람교가 원리주의

로 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이를 ‘동남아의 아랍

화’라고 일컫고 있다. 

특히 다문화적 민주주의의 모델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변화가 두드러진

다. 뉴스위크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막을 

내린 ‘통합말레이국민기구(UMNO)’의 전

당대회를 예로 들었다. 회의 도중 히샤무딘 

후세인 교육장관은 말레이시아 단도 ‘케리

스’를 꺼내들었다. 이는 젊은이들의 지하드

(성전)를 선동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 비평

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참석자는 “UMNO는 

인종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피로 몸을 씻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

놓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불안정은 무슬림 민족

주의, 말레이 민족주의와 섞이면서 비말레이

인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이슬람 

보수파들이 정부기관이나 교육계에 진출하면

서 종교와 정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 이슬람 보수파들은 여전

히 이슬람 율법 후두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빤짜실라’를 국가 기조로 내세우면서 온

건 이슬람주의가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이

슬람 세속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원리주

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판카실라 원칙이 흔

들리고 있다. 1999년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도입한 데 이어 다른 주의 원리주

의자들도 샤리아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 이슬람 성직자는 최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그를 살해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자

카르타에서는 지난해 무슬림 청년들이 기독

교계 여학생 3명을 참수한 사건이 일어났으

며, 교회 수십곳이 강제적으로 문을 닫았다. 

불교 국가 태국 남부에 자리잡은 무슬림들의 

폭력 사태도 악화일로에 있다. 말레이시아와 

접경한 빠따니, 얄라, 나라띠왓 3개 주는 이슬

람교가 우세한 지역이다. AP통신 등에 따르

면 최근 교사 피살과 학교 방화가 잇따르면서 

얄라주의 96개 학교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

고, 27일부터 빠따니주의 학교 300여곳이 문

을 닫았다. 태국 과도정부는 인근 이슬람 국

가인 말레이시아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엘비엘네트웍스, 印尼와 에탄올 

주원료 독점 계약 
엘비엘네트웍스(대표 강용수)는 에탄올 주원

료인 ‘카사바’를 인도네시아 자바섬 경작

지로부터 독점 공급받는 내용의 사전계약을 

자바섬 서부 자바 주정부 및 군정부와 체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엘비엘네트웍스는 이 회사

가 선정할 예정인 10억㎡의 경작지에서 재배

되는 카사바를 에탄올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

했다. 회사측은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을 완료

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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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엘네트웍스는 2009년까지 연간 생산능력 

4억ℓ 규모의 현지 에탄올 공장을 완공해 공

급받은 카사바를 에탄올로 생산할 계획이다.

‘산유국의 꿈’ SK㈜, 전선을 넓히다 
최근 20여년간 한국의 해외 유전개발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해외 유전 개발에 

노력하면서 이젠 산유국이 아닌, 산유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SK㈜가 

있다. SK㈜는 해외 유전개발을 통해 내수 기

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글로벌 기업으

로 급성장하고 있다. SK(주)는 석유화학을 

회사의 또 다른 기둥으로 삼고, 다가올 포스

트(Post) 오일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어 눈길

을 끈다. 헤럴드경제는 아시아ㆍ태평양 에너

지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SK㈜의 전

략을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1984년 12월 SK㈜(당시 유공) 유전개발사업 

보고회 자리에 나타난 고(故) 최종현 회장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83년 인도네시아 광

구를 시작으로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문을 활

짝 연지 1년 만에 두 번째 참여지인 예멘 마

리브 광구에서 사상 최초로 석유가 발견됐다

는 내용이 보고되는 자리였다.

그러나 보고받은 최 회장은 “잘했다”고 칭

찬하기보다는 “앞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임원들을 다그쳤다. “유전개발사

업이란 본래 1~2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

니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노력해야

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경상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석유개발에 투자하기로 회사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참여한 사람을 문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실

패에 대해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적 배

려가 필요하다.” 최근 각 기업에 유행처럼 

번진 ‘실패 경영’이 SK㈜에선 이미 20년 

전에 시작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첫 성

공이라는 자신감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공격

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겠다는 최종현 회장

의 집념과 의지가 강력히 표출된 것이다.

그는 특히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작하

라.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리스트(Industrialistㆍ기업가)’다. 기업의 최

종 목적은 이윤이 되겠지만 유전개발을 통해 

유공을 석유개발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며 

SK㈜의 ‘대한민국, 산유국 건설’을 위한 

원대한 꿈을 밝히게 된다.

▶산유국 건설을 위한 20년=83년 이후 올해 

더욱이 자원이라고는 별로 없는 나라에서 출

발해 메이저가 되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자원

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고, 그 일이 

설사 회사에는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돼 국

가적인 이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

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했

다. 최 회장은 SK㈜가 원유 메이저가 되면,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사명

감을 전 임직원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전선(前線)이 커지고 있다=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이제 아들인 최태원 현 회장이 이어

받았다. SK㈜는 80년대 종합기획실 내의 별

도 부서를 확대 개편해 2004년 초 해외 자원

개발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R&I(Resources 

& International)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적인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2만배럴 수준의 원유와 가

스를 생산하는 SK㈜는 2015년까지 생산량을 

10만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원유 정제 능력

도 아시아 3위 수준인 120만배럴까지 끌어올

려, 2008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

지 자주화 비율(지분 생산량/원유 도입량) 

10%’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SK㈜는 올해 상반기 동안 영국 북해상의 4개 

광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 광구에 신규 참여했다. 내

년부터 이들 지역에서 탐사활동이 본격적으

로 시작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상당한 매장

량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

우 사상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진출했다는 

의미도 있어 올해가 SK㈜ 원유 개발사업의 

두 번째 도약기라고 부를 만하다.

SK㈜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험

을 통해 쌓아온 역량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

고 있다”며 “산유국 건설, 아ㆍ태 메이저

가 SK㈜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

적인 해외 투자로 새로운 유망 광구 발굴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까지 SK㈜는 전세계 14개국, 24개 광구에

서 생산 및 탐사 활동을 버리고 있다. 정부

ㆍ민간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전 세계 광구

에서 생산되는 원유량 중 1/3 가량이 SK㈜가 

참여한 곳에서 나온다. 전세계 보유 매장량

으로 따지면 약 4억2000만 배럴로, 국내 연간 

소비량의 50%에 해당되는 수치다.

석유개발사업이 SK㈜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석유개발사업 매출이 1614억원, 

영업이익은 1061억원 등 영업이익률이 무려 

60%를 넘는 알짜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99년

만해도 자원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

출액 0.6%, 영업이익 4.7%에 불과했는데 지

난해엔 각각 1.6%, 17.36%로 증가하게 됐다.

이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SK㈜는 최종현 회

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

미 80년대에 회사 종합기획실 내에 해외 자

원개발 담당부서를 두고, 전체 사업을 총괄 

지휘해왔던 것. 원유 정제 사업으론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으며, 현재 SK㈜가 

따내는 과실들은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사

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ㆍ태평

양 메이저의 꿈은 지난 86년 당시로 올라간

다. 그해 1월 최종현 회장은 임원간담회를 열

고 메이저를 향한 길과 메이저가 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메이저가 되는 데 필요한 일차적인 전략은 

오일, 가스, 그리고 기타 자원에서 자기만의 

비축, 즉 예비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한인뉴스 12월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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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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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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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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ZIMMOAH             4786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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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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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조너선 샤프란 포어 作… 삶과 사랑과 진실의 총체 우리는 이미 오스카라는 이

름의 소년을 알고 있다. 세상에 대한 경멸과 야유로 스스로 자라지 않는 삶을 선

택한 영원히 늙은 소년 - 귄터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의 오스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북을 두드리는 난쟁이 오스카는 영원

히 잊히지 않을 소설 속의 캐릭터다. 여기 오래도록 기억될 또 한 명의 오스카

가 있다. 미국의 젊은 작가 조너선 샤프란 포어(1977~ )의 소설 <엄청나게 시

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의 주인공 오스카 셸. 오스카는 뉴욕에 살고 있

는 아홉 살 소년이다.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하나하나 세상을 알아가던 소년은 

‘9·11테러’로 아버지를 잃고 만다. 소년의 세상은 완성되기도 전에 뒤죽박

죽 헝클어져버렸다. 조숙하면서도 엉뚱한, 그런가 하면 더없이 천진하고 사랑

스러운 소년 오스카는 자신의 상황을, 상처를, 슬픔을, 분노를, 의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세상의 중심을 지켜주던 아

버지가 시체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오스카의 가족은 빈 

관을 무덤에 묻었다. “우주의 모든 것과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동시에 

엄청나게 혼자인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난생 처음으로, 살기 위해 요구되는 그 

많은 일을 다 해야 할 만큼 삶이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삶이 그만한 가치를 갖는다

는 걸까? 영원히 죽은 상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않는 그런 상태가 뭐 그리 끔찍하다는 걸까? 느끼고 

꿈꾸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오스카는 공상으로 온갖 희한한 물건들을 발명하고, 탬버린을 연주하고, 동전을 모으

고, 억지로 심리치료사를 만나고, 제인 구달과 스티븐 호킹에게 자기를 조수로 써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지하철과 엘리베

이터 타는 일에 공포를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학교에서 공연하는 엉터리 <햄릿>에 단역으로 출연하고, 이웃아파트

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에게 질투를 느끼고 심술을 부린다. 그러다 아버

지의 유품 속에서 수수께끼처럼 발견한 열쇠 하나를 목에 걸고 그 열쇠가 어떤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가를 알아내기 위

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 (그러나 결국은 무모하게) 길을 나선다. 테러가 일어났던 날, 학교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

왔던 오스카는 무너져가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아버지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자동응답기 속

의 아버지가 몇 번이나 자신을 찾았음에도 오스카는 전화기를 집어 들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탄생을 부정했던 아

들이 테러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서양을 건너 집으로 돌아온다. 수십 년 동안 아들에게 부치지 못했던 무

수한 편지를 안고 늙어버린 아내 곁으로 돌아온다. 열쇠에 얽힌 수수께끼 자체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깊은 밤 할

아버지와 손자는 아버지의 빈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오스카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편지를 받는다. 거기에

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씌어 있다. “광대무변한 우주 대부분이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

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결코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맛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 깨지기 쉬운 균형

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삶 자체를 좌우합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무엇이 진짜가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은 하지 말

아야 할, 옳지 않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삶을 좌우할까요?” 삶과 사랑과 진실은 위대하다. 그것은 모순과 부조

리, 고통과 슬픔, 불가해한 운명의 상징들로 가득 찬 ‘암흑 물질’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오

스카의 할머니가 말한다. “너에게 지금까지 전하려 했던 모든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란다, 오스카. / 그 말은 언

제나 해야 해. / 사랑한다, / 할머니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수 없게 가까운

  저자 조너선 사프란 포어 | 출판사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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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를 위한 | 4천만의 국어책   
   

<4천만의 국어책>은 우리말 문장의 법칙을 알기 쉽게 풀어쓴 문법책이다. 생각을 담는 가장 작은 그릇인 

문장을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대학생

과 일반 직장인들을 포함한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말 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이 책에서는 문장에 관한 규칙을 가장 밀도 있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좀 더 정확한 글쓰기를 원하

는 사람들을 위해 단어와 소리에 관한 규칙도 살펴본다. 본문 중간중간에 글쓰기 팁을 실어 문법이 어

떻게 글쓰기에 적용되는지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에게 친숙한 ‘춘향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문법을 

주제로 펼치는 유쾌한 마당놀이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아마존은 옷을 입지 않는다   
     
문명이 없는 아마존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다! 

KBS 2TV ‘도전! 지구탐험대’의 촬영감독으로 활동한 정승희의 『아마존은 옷을 입지 않는다』. 10여 

년간 촬영을 위해 아마존을 헤매온 저자가, 그곳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

법’을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보낸 10여 년의 시간이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는 자신에게 

자연을 그리워하는 인디오의 영혼을 심어줬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얻어낸 마음의 평화를 

나누어 주고 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살고 있는 인디오의 삶에서 터득해낸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

쳐준다. 저자는 문명이 없어 낯설기만 한 아마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옳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나오게 만든 문명의 말라비틀어진 껍질’임

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곳은 문명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또한 아마존이 자

연과 하나가 되었을 때만 만들어지는 평화로운 본능을 간직하고 있으며, 경쟁과 가치에 자신을 맞춰

가느라 지쳐버린 문명인의 영혼에 인간의 자연스러움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인디오의 평화를 나누어 주

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책 곳곳에는 미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종교도 없으며, 시간

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인디오의 삶을 담아낸 사진을 컬러로 수록하여 아마

존의 풍경을 만끽하게 해준다.

정승희 지음

사군자 펴냄

이재성 지음

들녘 펴냄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  
세계 최고의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의 마지막 여행! 우리 시대의 등반가이자 모험가, 라인홀트 메스

너의 마지막 여행기.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에 달하는 14봉을 모두 완등한 저자가 60세를 맞이하여 

25년간 열망해온 고비 사막 횡단의 꿈을, 꼭 필요한 것만 챙긴 배낭, 특수하게 제작된 물통, 위성항법장

치가 내장된 시계만을 지닌 채 유목민들의 천막집을 거쳐가며 실행에 옮긴 과정을 담고 있다.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한 후부터 저자는 사막을 꿈꿔왔다. 언제부터인가 사막은 그에게 이상적인 경험의 

공간이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이 사막으로 떠나

야만 한 이유를 늙어가는 것과도 조심스럽게 연관지었다. 아무것도 없는 무(無)라는 고향으로 넘어가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사막을 선택한 것이다. 

고유한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저자는, 사막을 인위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없는, 오

직 자연과 인간적인 기준만 있는 곳이라고 여겼으며, 그곳을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을 찾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사막을 들여다보았다. 이 책은 

그러한 저자의 경험을 담아냄으로써, 사막이 주는 평안함에 감탄하고 무한한 정적에서 쉼을 얻도록 우

리가 이끌고 있다. 광활한 사막을 담아낸 사진도 함께 수록했다.

라인홀트 메스너 지음

황금나침반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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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판의 미로 :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지하왕국의 공주는 인간세계로 떠나고… 

아주 먼 옛날, 인간들은 모르던 지하왕국,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환상의 세계에 공주가 있었다. 햇빛과 푸른 하늘이 그리웠던 공주

는 인간 세계로의 문을 열고 만다. 하지만 너무나 눈부신 햇살에 

공주는 기억을 잃은 채로 죽어갔다.

요정은 오필리아를 미로로 유혹하고… 

꿈 많은 소녀, 오필리아는 만삭인 엄마와 함께 군인인 새아버지의 

부대 저택으로 이사를 간다. 하지만 자신을 못 마땅해하는 냉혹한 

새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끼는데다, 신비한 숲으로 둘러싸인 저택

의 이상한 분위기에 잠을 못 이루던 오필리아에게 요정이 나타난

다. 신비로운 모습에 이끌린 오필리아는 요정을 따라 미로로 들어

가게 되고 거기서 ‘판’이라는 기괴한 요정을 만난다. 판은 오필

리아에게 그녀가 지하왕국의 공주였으나 인간세계로 나왔다 돌아

가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다시 공주로 돌

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미션을 제안한다.

세가지 미션을 풀면 전설이 깨어나리라! 

오필리아에게 판이 알려준 세 가지 미션은 용기와 인내와 희생에 

관한 불가능한 모험들. 오필리아는 백지에 미션의 힌트가 그려지

는 마법 동화책과 어디든 그리는 대로 문이 생기는 마법 분필, 그

리고 충실한 안내자인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미션을 해결해 나간

다. 과연 오필리아는 행복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지하왕국으로 돌

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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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고교 중퇴 후 맨주먹으로 거리의 양아치들을 싹 쓸어버렸던 오태식(김래

원). 술먹으면 개가 되고 싸움을 했다하면 피를 본다는 그는 칼도 피도 무

서워 하지 않는 잔혹함으로 ‘미친 개’라고 불렸다. 그가 가석방되었다. 

태식이 괴롭혔던 민석은 형사가 되었고 태식의 시다바리였던 양기와 창무

는 서로 적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긴장한다. 그러나 태식

은 그들과의 앙금은 모른다는 듯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쥐고 그 안에 적

힌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간다. 목욕탕도 가고, 호두과자도 먹고, 문신도 

지우고... 그 수첩은 그가 감옥에서 소망한 하고 싶은 일들뿐 아니라 앞으

로 지켜야 할 세 가지 약속도 적혀있다. ‘술마시지 않는다’, ‘싸우지 않

는다’, ‘울지 않는다’...

변했다!

때리던 놈이 맞는다. 무섭던 놈이 웃는다. 왜? 

그 수첩을 줬던 덕자(김해숙)를 찾아가는 태식. 덕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를 친아들 이상으로 따뜻하게 맞아준다. 모르는 남자를 환대하는 

영문을 몰라 어이없어 하며 태식에게 틱틱거리는, 그러나 왠지 밉지 않은 

아줌마의 딸 희주(허이재). 이제 태식은 그들과 함께 희망으로, 새로운 삶

을 시작하려한다. 그러나 해바라기 식당 모녀를 제외한 모두는 태식을 믿

지 않는다. 그리고 그 차가운 불신의 끝에서 아무도 상상 못 한 절망의 역

습이 시작되고 있었다...희망은, 이루어질까? 

로맨틱 홀리데이
L.A에서 잘 나가는 영화예고편 제작회사 사장인 아만다(카메론 디

아즈)는 아름다운 외모에 넘쳐나는 돈, 화려한 인맥 등 누가 봐도 

성공한 여자다. 부족할 것 없는 그녀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맘처럼 되지 않는 연애문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남

자친구는 회사의 어린 직원과 바람이 나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

이 끔찍하기만 하다.

영국 전원의 예쁜 오두막집에 살면서 인기 웨딩 칼럼을 연재하는 

아이리스(케이트 윈슬렛). 그녀는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지닌 아

름다운 여인이지만,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와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여자와의 약혼을 발표한다.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받은 그녀는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6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두 여자는 온라인상에서 ‘홈 익스체인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2주

의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서로의 집을 바꿔 생활하기로 계획한다. 각각 L.A와 영국으로 날아간 아만다와 아이리스.

예쁜 오두막집에서 오직 혼자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던 아만다에게 아이리스의 매력적인 오빠 그레엄(쥬드 

로)이 불쑥 찾아온다. 첫눈에 호감을 느낀 둘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하지만 그레엄은 자꾸만 아만다와 거리를 두려고 한

다.

반면 L.A로 간 아이리스는 아만다의 친구이자 영화음악 작곡가인 마일스(잭 블랙)를 만난다. 푸근한 외모와 따뜻한 유머감각을 

지닌 섬세한 감수성의 이 남자와 서로의 감성을 조금씩 이해하며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낯선 여행지, 그러나 왠지 익숙한 이 감정!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휴가~

올 겨울, 당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실 최고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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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행사 및 공지 사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우편교부(국내) 실시 

내용 

1. 외교통상부는 2006.11.20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손쉽게 교부 받을수 있는 우편교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우편교부 이용방법

가. 우체국 방문 

ㅇ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민원우편-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신청

-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에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

ㅇ 원하는 주소에서 수령

나. 인터넷 우체국 이용

ㅇ 인터넷우체국() 회원 가입

ㅇ 컴퓨터에서 인터넷우체국을 열고 “우편서비

   스- 부가우편 서비스-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

   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청 

ㅇ 원하는 주소에서 수령

3. 처리기한

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 재외공관에 등록한 경우 

    우편배달시간을 제외하고 즉시

나.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공관에 등록한 

    경우 우편배달 시간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

  2006. 11. 20   

        외 교 통 상 부

 

2007 재외동포 모국수학생 모집요강 송부 
및 지원자 추천의뢰 

내용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2007 재외동포 모국수학생

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경비 및 일정 등 상세 

내용은 별첨 요강을 참조하셔서 지원 및 추천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기, 단기 교육과정>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12. 1∼ 2007. 1. 31

- 접수처 : 거주국 한국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단, 일본지역은 민단에서도 접수함.

- 현지공관 추천기한 : 2007. 2. 20

- 제출서류

   ① 지원서 (소정 양식) ………………1통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통

   ③ 재외국민,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거주민 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82-2-3668-1328~1329나 

홈페이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 

국제교육진흥원 http://www.ied.go.kr)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에 따른 여권발급
 
내용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 개정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미필자

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17세(1989년생) 이하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 가능

     (예 : 89∼93년생, 5년)

나.  2006.12.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 체류중인 18∼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 

     (국외 체류중인 자에 한함)

대사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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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 정기
공연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이번 공연

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공연내용 : 창작동요와 창작국악동요, 품바타령,

           퓨전국악공연, 리코더합주와 중주,

           발리댄스

일시 : 12월9일 토요일 저녁6시30분

장소 : 야마하콘서트홀(크라운 프라자호텔 옆)

문의처 : 0812-872-2209, 0818-0296-4700, 

         0812-8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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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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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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