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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뉴스’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

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社로 송

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

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

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

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

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

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

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

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HP: 0818-916-566

Email: han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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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포는 하나’
  세계 한인의날 첫 기념식 개최
   - 세계한인의 날, 700만 동포 네트워크화 계기로 

   정부는 올해초 700만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관심을 널리 알리고 한민

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10월5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고 제1회 세계한인의 날(10월5일)을 맞아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

체성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내외동포는 하나’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열

고 10월4-7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기념식에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지구촌 각지의 재

외동포 500여명과 국내 주요 인사를 포함해 모두 1천100명이 참가했다.

   기념식에서 한 총리는 “어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

났기 때문에 이자리가 더욱 뜻깊다”면서 “특히 남북정상이 해외동포

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동포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0월5일은 700만 동포의 생일이며, 

해외한인 이민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뿌듯해했고, 송민순 외교장관은 

“인정미 넘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또 축사를 한 승은호 세계 한인회장 대회 공동의장은 “우리들의 땀방

울이 민족의 평화통일로 꽃피우길 소망한다”면서 “이 행사가 한민족의 

유엔 총회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은 27일 ‘제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을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한인주간에 예술 공연과 축

하 행사, 마라톤, 페스티벌, UCC 공모전, 웅변대회, 이민 사진전과 동

포정책포럼 등을 열었다.

   현재 재외동포 수는 180여개국 700여만명에 달한다. 남북한을 합친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인적ㆍ

물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초고

속 성장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화상(華商)과 인상(印商)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화교 상인은 중국과 대만을 합쳐 6천여만명에 달한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0%가 화교자

본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엄청난 국가 발전

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상(韓商)의 

대한(對韓) 투자는 중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

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동포사회의 경제력과 

기술력 등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들은 

자의든 타의든 각기 다른 이유로 고국을 떠

났지만 온갖 역경과 좌절을 딛고 한국인으로

서 자랑스럽게 살며 한국 경제의 `보이지 않

는 힘’이 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세

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송민순 외

교통상부장관, 승은호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등

이 참석하여 기념 상징물 점등식을 마치고 박수를 치

고 있다. 올해 첫 행사를 맞는 세계한인의 날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모구의 관심을 널리 알리고, 한민족으

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위한 첫 국가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4일부터 7일

까지 세계한인 주간 행사로서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세계한인 어울림 한마당과 웅변대회, 코리안 페스티

벌 등이 펼쳐졌다. 

제1회 세계한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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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의 장(場) 자리 잡았다’ 
     - 제6차 세계한상대회 부산에서 개최

   지난해에 이어 지난 10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가 3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일 폐막했다. 이번 한상대회는 단순한 행사 위

주의 3일간의 잔치가 아니라 동포기업인들이 실제로 무역을 성사시키고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된 대회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가장 역점을 둔 대

회였다.

   대회를 마치고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1천500여

명의 한상이 참가했고, 국내 경제인들도 1천600여명이 대회가 열리는 벡스코 현

장을 찾았다며 이번 대회는 그 동안 한상대회를 통해 다져진 탄탄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교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냈고, 한상을 통해 FTA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대회장인 최종태 재일한국상공인회의소 회장은 “이번 대회의 상담 실적이 당초 

목표를 초월해 매우 만족한다”며 “세계한상대회가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단계를 

벗어나 한인 경제인들의 실제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

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하고 또 “올해 대회는 예년과 달리 차세대 한상의 참여

로 한층 젊어졌다”며 “여성 한상들의 참가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상대회는 1대1 비즈니스 미팅과 기업전시회 상담 등을 통해 4억달러를 

웃도는 상담실적을 올렸고, 부산에도 35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유발해 역대 최

대의 성과를 냈다. 비즈니스 실적은 상담 건수가 2천500여건이며, 상담액은 3억

달러에 이른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금액은 2천만달러로 조사됐다. 한상대회는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했다. 배영길 부산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35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주대학교의 유구 Jacquard Biz-polis 사업단과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는 섬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산업 및 시장 정보의 교환,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정을 맺었고, 동남아한상연합회와 중남미한상연합회

은 상호협력 MOU를 교환하는 등 한상대회가 진정 세계 한인동포들의 교류의 장

으로 자리잡았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한인뉴스  11

제6차 세계한상대회

위풍당당 여성 한상,
김은미 CEO Suite 대표

  본지 편집위원이기도 한 김은미 CEO Suite 대표가 세계한상

대회를 이끌어가는 여성기업인으로 많은 매스컴의 플래시 세

례를 받았다.

  김은미 CEO스위트 대표는 20년 가까이 동남아 전역을 누비

고 큰 사업을 일궈낸 한상의 여성을 대표하는 사업가로 성장했

다. 연세대를 졸업한 후 호주에서 유학한 김 대표는 비즈니스센

터 아웃소싱 사업을 착안해 97년 인도네시아에 1호점을 열었다. 

김 대표 표현대로 `이국에서 혈혈단신 맨땅에 헤딩했지만` 사업

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현재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상하이, 마닐라, 방콕 등 10개 

지점에서 직원 100명에 연매출 150억원을 올리고 있다. 내년 서

울과 홍콩에 지점을 추가하면 매출 2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젊은 한상 모임인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에 참석한 김 대

표는 “태어난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모험이지만 용기

와 인내를 잃지 않으면 모험 끝에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성

공 비결을 전수했다. 

현지화가 곧 경쟁력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거상의 

꿈을 일군 인니 코린도그룹 승

은호 회장이 ̀제6차 부산 세계한

상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힘겨

웠던 `해외진출성공기’를 털어

놓고 지역기업인들의 인니 진출 도우미 역할을 다짐했다.

  승 회장은 1일 오전 7시 부산 해운대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한상대회 해외진출성공사례 세미나’에 초청돼 부산지역 기

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지화 성공이 곧 경쟁력이다’란 제목

의 강연을 했다.

  승 회장은 강연을 통해 조그만 원목회사에서 시작해 연매출 

8천억원에다 2만여명의 직원, 펄프와 제지,컨테이너, 금융 등 

30여개 기업을 거느린 인니 20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의 험난한 과정과 경영 노하우를 인니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

는 지역기업인들에게 전달했다.

  승 회장은 그러나 “정치.경제.문화적 환경이 다른 외국으로 

진출해 현지 정부.기업.개인을 대상으로 교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한다”며 코린도라는 기업

을 이끌어오며 부딪쳤던 문제들의 극복 과정을 소개하면서 인

니 진출과 성공을 위한 노하우를 제시했다.

  먼저 “생존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는다

는 적자생존이란 말이 인니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에게만큼 들

어맞는 경우도 드물 것”이라며 “오늘의 코린도를 일구는데 

가장 큰 바탕도 우리 한국인 임직원들의 눈물겨운 현지화 노

력”이라고 말했다.

 “직장이니 출근이니 하는 개념이 없어서 월급을 타자마자 그 

월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공장에 나갈 필요가 없다며 무단결근

하는 바람에 속을 썩였던 사례 등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가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풍습, 

종교, 현지인들의 사고체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코린도

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나름의 대응방식을 찾아 해결해낼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며, 특히 기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으면 그들의 문화.풍습을 존중하고 적응하

려는 현지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승 회장은 끝으로 “인도네시아, 참 매력 있는 나라”라며 

“블루오션을 찾으러 가겠다거나, 우리보다 뒤처진 후진국의 

신기한 모습을 구경하러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문화와 그 문화를 대대손손 일구면서 살아온 그들의 생활상

을 배우러 간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언제든지 환

영한다”고 밝혔다.

중남미-동남아 한상 교류협력 강화하자
한상대회가 개막된 지난달 31일 최태훈 중남미 한상연합회 회장과 승

은호 동남아 한상연합회 회장은 이날 최고경영자(CEO) 교류 오찬에 

앞서 양 단체 간 업무 제휴를 발표했다. 이번 MOU는 최 회장의 제안

을 승 회장이 수락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한상대회에 참가한 재외

동포 단체 간에 협력관계가 체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6회째를 맞

은 한상대회가 그 위상을 높여 가면서 개별 단체 간 비즈니스 강화

를 위한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양 단체는 우선 중남미의 자원과 

동남아의 무역업을 중심으로 업무 제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

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중남미와 무역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동

남아 한상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지

역 간 산업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사절단을 파견하고 경제인 무역상

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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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단기 4340년 개천절 행사 개최

   지난 10월 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단기 4340년 개천

절을 기념하여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각국의 

대사와 외교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관계자, 교민들과 한인회 

인사들을 초청하여 건국의 기쁨과 유구한 한국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이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칭한 지 

4340년이 되는 날로써 대사관은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한국의 

위상과 외교에 역점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선진 대사 내외와 무관 내외는 우리나라 건국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국내외의 많은 귀빈들을 일일이 따뜻한 상견 악수

로 맞이하고 방문한 각계의 귀빈들도 진심 어린 축하의 메시지

를 전하는 등 친선외교의 장을 더욱 넓히는 계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공식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라뮤즈 합창단은 천상의 화음으로 

한-인니 양국 국가와 아름다운 한국의 가곡을 전해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한 행사장 볼룸에서도 지난 10월 1일 남북정상간의 만남, 

다이나믹한 한국 소개, 한사모 등 한국을 사랑하는 인니 모임 행

사 등 다양했던 올 한 해 한국과 한인사회를 엮은 동영상이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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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행사장 로비에서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 인니

국빈 방문, 한국경제사절단 인니 방문, 족자지진 이재민 구

호활동, 한국대사배 인니전국태권도 대회 등 지난 1~2년동

안 한인사회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엮은 사진전

을 개최하여 참석한 귀빈들에게 한국과 한인사회의 위상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등에서도 개

천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가는 등 해마다 높

아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최대

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동일 건물 내 

12층에서 20층으로 이전 후 10월5일(금) 신 행사 이

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외환은행 고객들의 상호 친목도모 및 정보교

환을 위해 결성된 장미회  회원 등 주요 고객 30여명

이 참석하여 신 행사 이전을 축하하는 리셉션 행사

를 가졌다.

   신 행사는 현지 원목을 주요 소재로 하여 아름다움

과 아늑함을 연출하였으며 고객편의성 위주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많이 받았다.구 

행사는 고객과의 상담 공간이 부족하고 가구들이 노

후화 되었으나 신 행사 이전을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은 금년 1월에 자카르타 도심

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원

거리 소재 찌까랑 기업과 교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소를 개소한바 

있고, 현재 이용 고객이 점증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외환은행,
Wisma GKBI, 20층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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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일~
민주평통, 통일 글짓기 및 주장하는 말하기 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남아 협의회(회장 김광현, 이하 민주평통 서남아협

회)는 한민족의 간절한 통일을 염원하며 지난 10월 2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

교 강당에서 ‘제8회 8.15 기념 통일 글짓기 및 주장하는 말하기’ 본선대회를 개

최하였다. 초등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4개월간의 예선을 

거쳐 개최되게 된 본 대회는 남북분단의 실상, 통일의 당위성, 남북교류 및 협

력, 이산가족의 고통 등 통일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품으로 

개최되었다. 본 자리에는 민주평통위원과 대사관, 한인회, JIKS 교직원 및 학생

들이 관심있게 참여하였다.

   개회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김광현 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게 된 10월 

2일 오늘 이 뜻 깊은 시간에 본 대회가 개최된 것

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전하고 머지않은 장

래에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

라고 믿으며 미래를 짊어갈 우리 어린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일 전

후의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본선 대회에 참여한 10여명의 학생들은 남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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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기념 통일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글짓기 대회

순위 학년 반 이름

1 평통 사무처장상 6-1 추 이 영

2 대사상 4-1 김 주 현

3 한인회장상 5-1 신 지 수

4 평통 서남아협의회장상 3-1 김 혜 인

5 학교장상 4-2 김 소 영

6 장려상 3-4 김 혜 리

7 장려상 5-4 김 효 진

주장하는 말하기 대회

순위 학년 반 성 명

1 평통 사무처장상 5-1 조 화 진

2 대사상 4-4 최 진 환

3 한인회장상 6-4 고 원 복

4 평통 서남아협의회장상 6-1 김 진 영

5 학교장상 3-1 권 기 범

6 장려상 5-3 김 진 우

7 장려상 4-3 추 창 욱

8 장려상 4-1 박 다 솔

9 장려상 5-2 이 경 은

10 장려상 3-2 태 효 경

단의 실상, 통일의 당위성, 남북교류 및 협력, 이산가족의 고

통 등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제스쳐와 성량, 음의 고저등으

로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자리한 청중을 때로는 진지하

게 때로는 크게 웃게 하는 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들

의 확고한 주장들을 설득력있게 펼쳤다. 

   특히 5학년 조화진 학생은 ‘통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남

북한의 언어, 말투, 행동, 문화 등이 1950년대 분단이후 너

무나 다른 상황속에서 서로 이해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달라

지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내가 먼제 통일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참여하고 통

일 후 조국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자는 

주장을 청중들에게 호소력있게 전달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

고 최우수상인 평통사무처장상을 받았다.

   민주평통 서남아협회은 매년 학생들에게 분단의 실상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통한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한민족

의 동질성과 민주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자 본 대

회를 개최하고 있다.

  축구사랑이 주인니한국대사관에서도 한창이

다. 이선진 대사를 포함 한국, 현지인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사관 축구팀 ‘Dynamic Korea 

Embassy FC’(감독 박화진 영사)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자카르타의 스나얀 축구경기장에서 

창단식을 갖었다.

축구사랑! 대사관 축구팀 창단
   대사관 축구팀은 축구사랑을 통해 회원간의 친

목도모와 체력을 증진하고 타 한인축구팀과의 정

기적인 시합을 통해 교민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를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축구팀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후 스나얀 축구경기장에서 정기적인 축

구 연습경기를 갖고 매월 셋째주 타 축구팀과 정

기 축구시합경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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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년 연속 
최우수 수출기업상(프리마니야르타) 수상

   LG전자(대표 南鏞 / www.lge.com)가 인도네시아 최우수 수출기업으

로  선정됐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영예의 프리마니야르타 어워드( 

Primaniyarta Awards)에서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수출기업으로 뽑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현지 및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 국내 영업 실적, 기술 이전, 사회공헌, 홍보 

활동 등 총 7개 부문을  종합 평가하여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출 실적 측면에서 올해 예상 13억불로 전자업체 중 압도적인 1위인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인니 내수시장에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

로 주요 가전 제품 시장점유율 1위(PDP TV, 홈시어터,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를 기록해 GfK 로부터 가전업체 중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No.1 

M/S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학과의 산학협동 / 중고등학교에 Computer 교실기증 / 장학금 

지급 / 고아원 방문 등 각종 교육·문화 행사 후원, 지진·홍수 피해 복구 지

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인도네시아의 국민 브랜드로 발돋움

한 점이 2년 연속 최우수 수출기업 선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기주 부사장은 “ 프리마니야르타 2년 연

속 수상을 통해 LG전자는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으

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향후 프리미엄 마케팅을 더욱 강

화하여 명실상부한 No.1 Brand 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인니 정부가 

매년 현지 및 외자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 국내 영업 실적, 기술 이전, 사회

공헌, 홍보 활동 등 총 7개 부문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는 프리마니야르타 

어워드(Primaniyarta Awards)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수출기업으로 뽑히

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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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아시아 최대 해양 실습선

한바다호 입항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양.수산 실습

선인 한국해양대 ‘한바다호’(선장 이

형기)가 하반기 원양실습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딴중쁘리옥 항에 입항하였

다. 아시아 최대의 실습선의 위엄한 

입항 모습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

터 모인 200여명의 교민들과 한인회, 

대사관 임직원들과 인니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 주요인사들은 한바다호가 입항하

자 한-인니 양 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인도네시아 해양대학교도 멋

진 음악과 군무로 딴중쁘리옥 항의 분위기를 한결 고조시켰고 하얀 제복을 입은 

해양대학생들은 절도 있는 모습으로 자리한 환영객들에게 화답했다.

   입항 후 간단한 입항기념식을 마치고 한바다호는 3시간여 동안 교민들이 선내 

구석구석을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갖었다. 가족단위로 나온 교민들은 해양대학

교 실습생들의 안내에 따라 최첨단의 시설을 지니고 있는 선내를 돌아보며 즐거

운 시간을 갖었으며 한바다호 특급요리사들이 차려놓은 특별한 요리를 즐겼다. 

입항식에 참여한 한 교민은 “흰 제복의 절도있는 실습생들의 모습이 멋지고 함께 

온 아들 딸 들에게도 선내 견학은 좋은 교육이 되었다” 전했다. 또한 양국의 해양

대 학생들게는  서로 만남의 기쁨을 논하며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에 취항할 한바다호는 지금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해온 일본 항해

훈련소의 깅가마루호(銀河丸.5천900t)보다 크며, 세계 최대 규모급인 미국 캘리

포니아해양대학의 골든베어호(1만600t)의 3분의 2 크기이다. 경남 진해 STX조

선소에서 424억원이 투입돼 순수 국내기술로 2년6개월여 만에건조됐으며 길이 117.2m, 폭 17.8m, 최대속력 19노트

다. 세계 최초의 듀얼 엔진과 기관무인자동화설비, 동시통역 및 위성화상회의시스템등 첨단 시설을 장착했고 승무원 

21명, 실습생 204명 등 246명 정원이다. 한바다호는 지난해 말 명명식에서 실습선의 원래 선명(船名)을 그대로 계승

해국내 최초로 2세(世) 실습선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JIKS 소식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빨간 자줏빛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작은 초록빛 꽃잎 상투를 이고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자기

를 알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 같은 과일, 망기스 입니다. 우유 빛 하얀 속살이 

드러날까 단단히 단속을 한 듯이 두꺼운 껍질을 두르고 있어서 조심스레 껍질을 열게 하는 모양

새 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한 번쯤은 그 맛에 취해서 쟁반 가득 껍질이 쌓이도록 먹어보게 하

는 매력적인 과일이 바로 망기스가 아닌가 합니다.

   망기스의 학명은 Garcinia mangostana L이며, 식물학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종자식물문(Sper-

matophyta), 피자식물아문(Angiospermae), 쌍자엽식물강(Dicotyledoneae), 물레나무과(Gut-

tiferae) 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청열, 해열, 지혈을 위해서 쓰이는 물레나물인 대연교(大連翹)와 

고추나물인 소연교(小連翹)가 이 망기스와 같은 과에 속합니다. 망기스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

시아와 같은 열대지방이 그 근원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중부아메리카, 스리랑카, 하와이, 북

부 오스트레일리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망구, 망구스, 망구스토, 망기스타라는 여러 다른 이

름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도염자(捯捻子), 산죽(山竹), 목죽(木竹)이라고도 불리며 한약의 재료로

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기스는 성장이 아주 느린 과일로 유명하며 보통 해발 600m에서 잘 자랍니다. 기온은 섭씨 

22-32도가 가장 좋으며, 강우량은 1500-2500mm가 적당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환

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느린 망기스 나무의 높이는 9.5m에 달합니다. 건강한 나무들은 한 계

절에 1000개 이상의 열매를 생산해 낸다고 알려져 있는 생산력이 뛰어난 과일 입니다. 

   망기스 나무는 어두운 녹색의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길이는 15-25cm정도이며, 꽃은 

크고 붉은 분홍색을 띱니다. 열매는 작은 오렌지만하고, 그 모양은 둥글거나 약간 납작하기도 합

니다. 망기스는 눈처럼 우유처럼 흰 육질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진한 자줏빛 빨간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기스 열매의 맛은 단 맛이 강하며, 조금 덜 익은 경우에는 조금 신맛

도 있어서 새콤 달콤하기도 합니다.

자줏빛 갑옷에

초록빛 꽃잎을 인

소녀 과일,

망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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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기스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미(性味)가 량

(凉)하며 산(酸), 감(甘)하고 소독(少毒)하며, 귀경(歸

經)으로는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궐음간경(足厥

陰肝經),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수양명대장경(手陽

明大腸經)의 경락(經絡)으로 들어가며 수소음심경(手少

陰心經)과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으로 귀경(歸經)하는 

뚜렷한 특징(特徵)을 볼 수 있습니다. 찬 성질로 인하여 

청열해독하며, 심장의 열을 꺼주는 효능이 있으며, 산미

(酸味)로 인하여 살충(殺蟲)하는 효능(效

能)이 있습니다. 또한 산미가 있어서 

수렴시키니 간기(肝氣)의 울체(鬱

滯)로 인하여 나타나는 통증을 치

료할 수 있으며, 울체로 인한 제 

반의 증상(症狀)을 완화(緩和)시

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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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

다. 망기스는 소염통증을 완화시키며 

수렴하는 효능이 있어서 새살이 잘 돋

아나게 하니 화상, 습진, 구강염, 치주

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

서는 철사가 살에 들어가 나오지 않을 시

에는 생 과일을 짓찧어서 상처 부위에 바르

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건기가 지나고 우기를 맞이하기 

전, 그쯤 망기스가 한참 맛이 있다고 합니다. 줄에 매달

아서 동굴동굴 한 것을 연결해서 걸어 놓은 망기스를 보

면 절로 군침이 돌아 벌써 망기스를 까서 입에 넣은 듯 

단 맛이 도는 과일 입니다. 보통은 그냥 과일을 까서 먹

기도 하고, 시럽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망기스 나

무의 껍질은 피부로션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망기스 잎

을 말려서 끓인 차는 열병이나 오줌소태에 쓰기도 한다

고 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망기스 연구에 관한 자

료를 찾아 보면, 이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망기스가 가

지고 있는 성분 중 크산톤(Xanthone)에 관한 연구입니

다. 망기스 과일 열매에는 크산톤(Xanthone)이라는 대

표적인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크산톤 (Xan-

thone)은 항염，항발암，항균，항바이러스，항알레르

기，항산화 그 밖에，여러 가지의 강력한 생물 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망기스 과일

의 껍질에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망고스틴계 크

산톤은 ，망기스 과일의 껍질이 오래전부터 

민간약으로서 화상, 습진，구내염，치주

염，장염，설사，적리，방광염등에 적

용되어 왔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효력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망기스의 과일 껍질에는 20여종이 넘

는 이미 알려진 크산톤이 고농도로 포함되

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Alpha Mangostin과 

Gamma Mangostin이 가장 폭 넓게 연구

되고 있습니다. 망기스에는 크산톤외에，

항산화, 항종양, 수렴의 기능을 담당하는 

카테킨과 그 밖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으

며, 항균작용이 있는 폴리사카라이드가 고

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기스는 껍질 색이 밝고 환한 자줏빛 빨간색이 좋으

며, 살짝 눌러보았을 때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의 육질은 하얀 우유 빛으로 먹기에도 아주 

좋게 쪽이 나 있으니 하나씩 넣어서 그 단 맛을 음미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껍질을 깔 때에는 특히 껍질에 들

어 있는 색소가 옷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에 닿으면 바로 염색돼 듯이 옷의 색깔이 변색되니 주

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글: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kang4333@chol.com/021-7278-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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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이형기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 선장

‘한바다 호’가 딴중쁘리옥 항에 입항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교민들과 인도네시아 

해양대학교 고적대 등은 한바다 호 입항 환영 준비에 한창이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아시아 최대의 실습선인 한바다 호가 멀리서 조금씩 웅대한 모습을 드러내자 

쉴 새 없이 양국의 국기가 고적대의 힘찬 환영음악에 맞춰 흔들렸다. 절도 있는 부

동의 자세로 선상에 일렬 도열해 있는 흰 제복의 실습생과 승무원들의 모습은 세

계를 선도하는 한국해양의 위엄을 각인시키는 명장면 이었다. 현지 TV방송사와 

신문사 등에서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띤 취재를 벌였다. 한인뉴스는 이

형기 한바다호 선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와 오늘 

입항한 ‘한바다호’에 대한 간단한 설

명 부탁 드립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1945년 

해양입국을 기치로 설립된 60년 전

통의 범 해양•해운 및 관련분야의 인

재를 양성하는 교육, 연구중심의 특

성화된 종합대학입니다.

   섬 하나 전체가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해양대학교는 해운•항만•물류

산업분야, 조선•해양분야, 해양전

문인력양성분야, 정보통신분야, 국

제지역연구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2004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

업(NURI)에 대형사업과 소형사업 

등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5년간 총 

350억 원의 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발

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실습선인 한바다호

는 새로운 해양시대를 이끌어 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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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기, 한바다호 선장

급 해기사 양성을 위해 보다 실질적

이고 현장감 있는 실습 교육과 훈련

을 담당할 목적으로 건조된 선박입

니다. 한바다호 선명은 “하나의 바

다”로 만들어 가자는 화합과 평화의 

의미와, “큰 바다”로 나아가자는 바

다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를 담

고 있습니다. 한바다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대규모로서 아시

아 최대 규모를 자랑해 온 일본 항

해훈련소의 깅가마루호(銀河丸.5천

900t)보다 크며, 세계 최대 규모급인 

미국 캘리포니아해양대학의 골든베

어호(1만600t)의 3분의 2 크기입니

다. 길이 117.2m, 폭 17.8m, 최대속

력 19노트로서 세계 최초의 듀얼 엔

진과 기관무인자동화 설비, 동시통

역 및 위성화상회의시스템 등 첨단 

시설을 장착했고 승무원 21명, 실습

생 204명 등 246명 정원이다. 한바

다호는 지난해 말 명명식에서 실습

선의 원래 선명(船名)을 그대로 계승

해 국내 최초로 2세(世) 실습선이라

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항해를 하며 이번 항해의 경

유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1년에 4박 5일 일정으로 연

안항해를 10회 정도 하고 있으며,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보

람찬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3학년

으로 구성된 실습생들은 이 기간 동

안 학교 강의실에서는 직접 실시하

지 못하는 중요한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항해하면서 실제로 직접 배

를 조종하며 운항기술을 배울 수 있

으며, 해기사들은 외국에 입항하여 

항구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해 그

곳의 지리를 익히고 정박해 있는 며

칠 동안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

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

적인 관계를 맺게 될 항만 관계자와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선진 대사께서 입항기념

식 축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나온 이 바다가 한국의 미래를 위

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 

드리고 보니 어려운 점 보다는 즐겁

고 보람 있는 대답만 드렸네요.

이번 항해가 실습생들에게 어떤 계기가 

‘한바다 호’선장실에서 이형기 선장을 인터뷰하고 있는 조규철 편집인(왼쪽)

뒷편으로 보이는 사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전경이다. 

30~40일 일정으로 하는 

원양항해를 2회 정도 실시

하고 있다. 20일 전 한국

에서 출항한 우리 실습선

은 4일 전 베트남 다낭항

에 입항하였습니다. 자카

르타는 오늘(10월 21일) 

입항하여 24일 까지 머무

를 예정입니다. 다음 예정

지는 중국의 천진항이며 

11월 8일 한국에 입항하

게 됩니다.

한달 이 넘는 기간 항해를 하

게 되면 어려운 점들도 많겠

는데요?

한바다호는
선명: 한바다(T.S. HANBADA)

건조사: STX 조선

전장(Length overall): 117.20m

수선간장(Length Between Perpendiculars):104.00m

선폭(Breath): 17.80m

흘수(Draft): 5.90m

총톤수(Gross Tonnage): 6,686ton

최대속력: 19.0knots

운항속력: 17.5knots

승선인원: 실습생 204명, 교수 9명,

사관 12명, 승무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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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되었으면 하시나요?

  40일 간의 이번 항해는 아직 직접 바다를 

보지 못했던 실습생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곳 인

도네시아에서 저희는 입항기념식, 인도네시아 해

양대학 방문, 식물원 투어, 시내투어, 해양대학 동

문선배들과의 만남 등 많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각국의 문화

를 이해하고 또한 많은 정보를 교환하여 현재의 학

업과 미래의 세계 해양을 선도하는 일꾼으로 성장

해 가길 바랍니다. 저 또한 수십 년간 항해를 하고 

30여 개국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방문하면서 각국

의 해기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보다 나

은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민들이 입항을 축하하기 위해 딴중쁘리옥 

항에 모였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2년 전에도 이 곳에 입항한 적이 있었는

데 우리 한바다호의 입항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위:

항해시스템공학부 3학년인 홍성호 실습생은 졸업 후 상선을 타는 

것이 꿈이다. 각기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외국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이번 운항이 매우 즐겁다는 그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인도네

시아 해양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많은 정보를 교환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Fahmi, Anto, 홍성호, Tri, Romio

가운데:

한바다호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해양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의 음

식에 대한 소개가 어김없이 선상에서도 있었다. 설명을 하고 설명

을 듣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그들은 금새 가까워졌고 조금씩 각

국을 이해해 나가고 있었다. 사진은 방문객들과 함께 한 선상티

장에서.

아래:

남편이 해양대학교 동문이어서 2년 전 한바다호 입항할 때도 환영

해 주기 위해 나왔다는 이미현 씨. 아이들이 배를 구경할 수 있고 

흰 제복을 입은 절도있는 실습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

문에 교육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말한다.
절도있게 선상에 도열해 있는 한바다호 실습생과 이를 

맞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해양대하교 고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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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

니다. 민간사절단으로서의 저희의 임무도 다

시 한번 되새겨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

국에 사시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

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교민 여러분들께 

배 구경을 시켜드리고 약소하지만 저희가 정

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어

서 즐거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양대학

교(Sekolah Tinggi Ilmu Pelayanan) 고적대

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몇 년전 일본 고

베항에 입항했을 때 고베상선대학교 고적대에

서도 열렬히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해양대학교 고적대도 상당히 인상

적이었습니다. 우리 실습생들은 선상에 도열

하여 그들에게 절도 있는 모습의 화답을 했습

니다. 같은 길을 걷는 학생들로서 서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교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더운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교민여러

분 실습선 한바다의 입항을 열렬히 환영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배 구경과 음식 

대접을 해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너무 예쁜 당신 

믿음이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내는 내게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도 있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살아보니 정말 그랬다.

- 이길수의 <내겐 너무 예쁜 당신>중에서 -

믿음은 

사랑의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조금만 흔들려도 이내 무너집니다.

믿음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에 믿음이 더해지면 

아름다움도 더해집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당신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 많이 사랑하며 

늘 행복한 직스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 07. 10. 26.  JIKS 초등교감 민경례

초등학부모님들께

띄우는 편지

이형기 선장의 안내로 이선진 대사 내외, 한인회 임원들

이‘한바다 호’항해실을 둘러보고 있다. 한바다호는 항해

실에 실제 조송실과 실습교육을 위한 별도의 조종실을 준비

해 놓고 있다.

이형기, 한바다호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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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여자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

번 상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38세까지 오로지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아이

를 돌보는 것에만 온전히 몰두하느라 사회생활을 할 기

회가 없었던 전형적인 전업주부이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등교하고 난 후 커피를 마시고 여유를 취할 수 있

는 중산층의 주부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어느날 갑자

기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친구와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못가 그 사업이 완전히 망

하는  바람에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이였던 10평 아파트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알거지가 되었다. 영화속에서

나 보던 초특급 태풍이 당신의 가정을 강타한 것이다.

   인생의 풍파를 겪어보지 못하고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

란 당신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세상을 포기하

고 싶은 심정에 시달린다.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네모상

자같은 현실에 당신은 갇혀버린 것이다.  그때 누군가 당

신에게 다음과 같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지 선다형 

답안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 이혼

2. 가족 동반 자살

3. 묻지마 인생

4. 새 출발

   사람마다 이런 상황에서 몇 번을 선택하느냐는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것처럼 선택의 결과도 

엄청나게 다르다. 오늘은 누구의 인생에나 갑자기 펼쳐

질 수 있는 비극적인 소설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

윤희씨를 한번 만나보자.  최윤희씨는 정말 어느날 갑

자기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녀는 낯가리

기가 심하여  남앞에 나서서 이야기 하는 것도 두려워

할 만큼 겁도 많고 소심한 성격이여서  사지선다형 답

에서 1.2.3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뿐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 친구가 보낸 “약한 자는 고통 앞에 눈

물 흘리지만 강한 자는 고통 앞에 오히려 빛나느니!“라

는 괴테의 시를 읽고 눈물을 닦고 불끈 일어나 4번의 새

출발을 선택한다.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녀는 예전의 그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

는 당당한 성공인으로 살고 있다. 먼저 그녀의 현재의 이

력을 살펴보자.

   현재 스타강사로 맹활약하는 그녀는 청와대에서 교도

소까지, 룸살롱 여종업에서 벤처 CEO, 대학생, 주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사람을 만나 이 시대

의 성공학을 제안한다. 죽을 작정을 했던 사람이나  우울

증에 괴로워 하던 사람들도 그녀를 만나면 거짓말처럼 

행복이 전염되어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된다고 한다..

최윤희의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 - 11

글: 손은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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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의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KBS 명사 특강, sbs 행복특강, mbc느낌표 특강 등 

TV강의를 했고 교통방송 ‘최윤희의 행복뉴스, sbs 손숙 

김승현의 편지쇼, KBS 윤선아의 노래선물, KBS-TV아

침마당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

울 특별시 영상매체 심의위원, 코스모폴리탄 카운슬러, 

한국 관광공사 호텔 심사위원, 여성 단체 협의회 출판 

공보위원으로 일하며 조인스 닷컴, 경향신문, 우먼센스, 

삶과 꿈 등 다수 매체에 고정칼럼을 연재 중이다. 저서

로는 ‘고정관념 와장창깨기‘,’ 어디서 감히 짹짹‘ 등 다

수가 있다.

역경속에서 눈물을 닦고

   어떻게 그 내성적이고 소심한 그녀가 남편의 파산앞

에서 새 출발하여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멋진 성공

인의 대열에 끼게 되었을까? 역경을 딛고 눈부

시게 성장한  그녀가 평범한 우

리에게 들려주는 ‘최윤희가 제

안하는 이 시대의 성공학’은 무

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알거지가 된  그들 부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출발

을 하자며 부산으로 내려가 

전 재산 70만원으로 방하나

를 얻었고 남편은 22년전 그 

당시 월급 11만원인,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

다. 8만원은 적금을 넣고 3만

원으로 살아야 했는데  최윤희씨는 세들

어 사는 주인의 횡포로 가정부처럼 집안일을 다 해야 했

고 때로는 주인집여자의 안마사까지 되어야 했다. 이렇

게 희망이라고는 단 한방울도 없는 1년을 버티다가 서

울로 다시 상경하였는데 어느날 신문에 난 현대그룹의 

주부사원 모집공고가 눈에 띄였다. 대학시절 학교 교지 

편집장이였던 경험을 되살려 명동성당의 신부님의 눈에 

띄여 서울 주보를 만들기도 했지만 신문에 난 지원자격

에는 턱없는 자격 미달이였다. 직장 경력이 5년 이상은 

되어야 했는데 그녀는 경력 무(   )였던 것이다. 이! 런  

현실을 안타까와하던 신부님은 5년 3개월을 ‘교회사 연

구소’에서  근무했다는 가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주었

고 이것을 들고 현대그룹 주부사원 공채시험에 응시하

게 된다. 전업주부시절에도 책만은 일용할 양식처럼 포

식했던 그녀라 약간의 자신감은 있었지만 1331명이라

는 엄청난 주부 응시자들 앞에서는 그만 기가 죽고 말았

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이 도운 걸까? 그녀는 합격 통보

를 받게 되는데 합격의 기쁨도 잠시 배치받은 회사가 난

데없는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자리였다. 카피라이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몰랐던 그녀가 당황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그런데 카피라이터일을 모르는 것은 둘째문

제이고 더 힘겨운 것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든 일, 

할 수 없는 일을 매일 시켜대는 괴팍한 상사밑에 배치되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현실을 도피하지 않

았다. 그 대신 죽지 않을 만큼 공부했다고 한다. 사람들

이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하는 그녀를 보고 위궤양에 걸

린다고 걱정을 할 정도로 우선 광고가 무엇인지, 카피라

이터가 뭘하는 직업인지부터 파고 들었다. 그리고 상사

의 온갖 횡포밑에서 설

움과 압박을 당해도 

굳은 의지로 인내하

며 모든 것에 순종하

고 견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는 화

장실에 가서 실컷 울

고 후련해지면 다음 

단계의 고통을 받아들

일 준비를 했다고 한

다. 더 나아가 그녀는 

동료들의 희노애락에 

귀기울여 듣고 함께 웃

어주고 울어주는 맏언니

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 어느덧 직장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간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녀만의 장

점은 그녀는 사람들을 대할 때 대개는 좋은 점만을 보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진실

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대

하자 어느덧 특진도 해서 그 무수한 악조건속에서 부국

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3대 악조건속에서 일했다고 말한다.

   첫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자의 사회생활은 남

자보다 최소한 1.5배는 더 일해야 간신히 1:1로 평가받

는다는 사실인데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일함으로써 이



것을 극복했다고 한다.

   둘째 자신이 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화초가 아

닌 꼭 필요한 약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아

니면 안되는 분야에서 꼭 무엇인가 남보다 다른 것을 갖

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셋째 이미 결혼 한 유부녀라는 것도 장점은 아니였는

데 오히려 남녀에 상관없이 허물없이 지냄으로써 직원

들의 카운슬러가 되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 한다. 그녀는 인간관계에서 인간평등을 늘 생각했다

고 한다.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인간이 휼륭하면 최고대

접을 했고 하버드를 나왔어도 인간성이 아니면 내심 무

시해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고난후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되던 

직장생활 8년째, 그녀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내자는 제의

를 받게 된다. 그 당시 아침이면 반도체 광고회의, 낮이

면 식품 광고회의, 저녁이면 약품광고회의 등 눈코뜰새

없는 회사생활과 퇴근하면 두 아이의 엄마노릇과 아내, 

며느리노릇으로 지칠대로 지친 그녀는 결국 사표를 내

게 된다. 그런데  자신을 그동안 그토록 괴롭히던 상사까

지 이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하며 만

류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입사한 그녀가 직원들과 

회사에서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끈질긴 만류 때문에 사표를 낸지 두달만에 다

시 복직하여 그녀는 계속 금강기획에서 근무를 하는데 

1993년, 금강기획에서 현대방송을 설립하면서 현대방

송으로 자원하여 급기야 그녀는 현대방송 홍보책임자

로 발령받는다. 주업무는 기자들에게 현대방송을 제대

로 알리는 일인데  이 일도 이미 진실과 성실이라는 습성

으로 다져진 그녀의 인간관계의 기술로 신나게 기자들

을 만나고 홍보하는 동안 어느덧 그 일에서도 탁월한 존

재가 된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아

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즉 꾸밈이 없는 진

실이라고 믿고 있다. 실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되고 

얼굴이 안예뻐도 마음을 움직일 수있는 사람이 되면 되

고 나이가 많아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이 있으

면 인간관계는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녀는 여러 신문사와 잡지사로부터 칼럼을 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칼럼니스트로 활약한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무렵 IMF가 

터지자 금강기획에서 자기보다 젊은사람 30여명이 정

리해고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으

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잎사귀만은 되지말자 차라

리 과감하게 떨어져버리는 첫 번째 잎사귀가 되자”는 다

짐으로 사표를 쓰고 사표수리와 상관없이  짐을 정리한

다. 그때 이별을 못내 아쉬어하며 동료들이  전해주었던  

선물들과 이별사를 적어 만들어준 패널들을 보면 지금

도 감사와 감동의 추억에 휩싸이고 벅찬 파노라마의 기

억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행복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사람과 사람사이의 신뢰, 흐름, 물결같은 것이라고 

그녀는 믿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퇴사 5년전부터 

하던 회사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더 욱 활발

히 하면서 프린랜서로 활동하는데 그녀의 강의는 웃음

과 눈물과 감동이 어우러져 듣는이마다 열렬팬이 된다

고 한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  급기야 각 방송사에서

는 그녀를 향해 앞다투어 출연제의를 해 많은 방송매체

를 통해 그녀의 강의가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이제는 100명은 보통이고 1000명을 앞에 두고도 강

의하는 것이 떨리기는  커녕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 모

든 것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때 

새출발이라는 사지선다형의 4번 답을 선택한 결과의 산

물일뿐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때 그녀가 만약 사지선다형의 답안 중에서 1번의  이

혼이나 2번의 가족 동반 자살이나 아니면 3번 묻지마 인

생 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현재의 그녀의 모습은 어떻게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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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까? 아이들은 거리의 천사가 되었을 것이고 남

편은 알콜 중독자가 되고  자신은 묻지마 관광이나 다

니면서 ‘묻지마 인생!’하고 외쳤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

는  삶의 순간 순간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

의 인생을 들어 대중에게 이제는 호소력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것이다. 그녀가 선택했던 4번 새출발은 그녀

에게 정말 멋진, 뜻밖의 세상을 선물했다.

세상을 변화시킬  여성들에게  

   그녀는 말한다. 주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가정을 ‘희망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절망의 구렁텅

이’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먼저 여성들이 사회를 바꿔나가

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먼저 고정관념, 권

위의식, 허례허식부터 벗어버리자고 외친다.  결혼하면 

바리바리 싸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아이들은 무조건 공

부만 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 1등 100점 보다 밝

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밍크코트를 걸쳐야 왠

지 가슴 뿌듯하다는 고정관념, 남을 짓밟더라도 승진해

야 성공한다는 고정관념, 겉모습이 초라하면 못사는 것

이고 겉모습이 번드르르해야 잘 산다는 고정관념을 먼

저 여성이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인 주부가 먼저 고정관념을 벗으면 식구

들은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더 나아가 그

녀는 우리 주부가 새바람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 위해 

주부가 먼저 다음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자고 제안한다. 

다름아닌 ‘하하바람, 척척바람, 네네바람, 또또바람‘인

데 가정의 날씨는 주부에게 달려있기에 무조건 

웃으며 살자는 것이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

는 것이 아나라 웃다보면 웃을 일이 생기

므로 하하웃자고 말한다. 또 내가 알

아서 먼저 기분좋게 척척하는 척척

바람 남편의 의견과 아이들의 

생각을 우선 존중해 주며 

맞다 맞다 맞장구쳐주는 네네바람 , 나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은 계속 키워가는 또또바람이다. 이렇게 가정

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기위해 주부가 뛰어넘

어야 할 것 5가지를 그녀는 이렇게 표현한다.

‘컴맹, 넷맹, 소맹, 애맹, 심맹‘-

   클릭한번하면 세계가 다 내 앞에 펼쳐지는  컴퓨터, 인

터넷을 알아야 하고 웬만해서는 웃을 줄 모르고 얼굴에 

잔뜩 헛품만 잡고 사는 소맹을 떨쳐버려야 하고  누굴 사

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사’자도 모르는 

애맹을 떨쳐버리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하고  못생긴 돌맹이 하나에서도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딱딱한 가슴인 심맹을 떨쳐버리

고 작은 일에 감사, 감동하는 가슴을 갖자고 말한다. 소

극적인 사람은 장애물을 짜증내며 비켜가지만 적극적인 

사람은 장애물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궁금해 하기에 용

감하게 펄쩍 뛰어넘는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돈이 아

니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하고 싶다는 열정이라고 그녀

는 힘주어 말한다. 이 두가지만 있으면 우리 앞에 닥친  

어떤 현실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가슴에는 지금 이순간 이 

두가지 즉  용기과 열정이 진실로 꿈틀거리고 있는지. 오

늘은 감미로운 커피를 한잔 마시며 나 또한 이 물음에 진

지하게 답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최윤희의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참고문헌

  최윤희가 제안하는 이 시대의 성공학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최윤희지음, 여성신문사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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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인도네시아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

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인력운영”  어떻게?

지난달 채용의 중요성에 이어 이번 달에는 고용의 형태에 대해 설

명 드리고자 한다. 

Bogor C 공장 사례

Bogor에 소재한 의류 봉재 업체인 C사［사원 총 500명(정규직 60명, 계약직 

300명, 외주인원 140명)］에서는, 2003년 1월 8일 13:00시경 200여명의 사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공장 건물 앞으로 몰려나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개선, 고용

불안 해소를 외치며 데모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에 경영진은 매

우 당황스러웠으나 일단 Buyer 측과 약속한 Delivery를 맞춰야 했기에 우선 작업

을 속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일단 데모를 주도한 리더급 사원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결과 사원들

의 요구사항은 교통비 인상, 식사질 개선, 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등이었는

데 회사에서는 일단 일부 교통비 인상 및 식사비를 Rp2,000에서 Rp3,000로 인상

시켜주었으며 정규직 전환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분규 사원 

해산 및 작업에 복귀시키는 것으로써 사태를 수습함.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한 결과 2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예정인 A사원과 근로계약기간이 수개월 전 종료되었으나 회사의 특별한 조

치나 통보 없이 불명확한 Status 상황에서 근무 하고 있던 D 사원이 주동이 되어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던 다수의 계약직 사원들을 선동하여 고용안정은 물

론 기타 그간 불만사항을 취합 회사에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됨.

문제점

1) 전반적 인력 운영 전략 및 계획 미흡 

사업의 성격, 회사의 판매, 생산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의 전반적 인력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

부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나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못해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인력 운영이 되고 있었음.

2) 개별 인원관리 미흡

인사부서에서는 사원 개별 인사정보 관리를 통해 정확한 급여 계산은 물론 계약일자 관리, 사전 평가 및 계약 종료, 연

장, 대체 인원 선발 등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이런 부분 미흡했음.
 

3) 현장 노무 정서 파악 및 사전 대처 미흡

소요가 발생할 정도라면 사전에 특정 징후들이 노출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자 또는 인사/노무 부서에서 감

지되어 사전대처가 되지 못하고 문제 발생까지 간 상황으로 평상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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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영”은 어떻게?

    

시사점 및 개선방향

1) 인력운영 전략 수립

인력운영의 형태는 크게 정규직, 계약직, 외주인원 등 3가지가 있는데 사업의 성격, 생산규모, 생산 변동의 정도 등에 따

라 각 회사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핵심인력인 사무기술직 사원은 정규직, 생산직/현

장 사원은 계약직 또는 외주인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2) 인원관리 능력 및 시스템 제고

인사부서에서는 입사부터 퇴직까지 각 Process별 제도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맞게 인원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가급적이면 전산화를 통해 수작업에 따른 오류 방지 및 정기적 체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자면 채

용 제도/절차 수립,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관리, 계약현황 관리, 급여 Table작성 및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실

적 관리 등이 있을 수 있다. 

3) 노무관리력 제고

정보관리는 사람으로 볼 때 피의 흐름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사원과 경영진간

에 불신이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불만이 분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일단 문제

가 되어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작업 손실 등의 단기적 피해는 물론 근무분위기 저하 및 기강해이 등 무형의 

보이지 않는 중장기적 관점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은 유형의 피해보다는 이런 무형의 피해가 

훨씬 크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노무문제의 사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회사의 규모를 떠나 인사부서에 노무 전담인원을 두고 현장에서 또는 사원

들간 발생하는 각종 정보(불만사항, 건의사항, issue 사항 등)들을 취합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정기적 회

의체를 통해 사원들의 의견수렴 및 회사의 현황 및 정책 설명 등 노사 쌍방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노무 문

제의 사전 예방은 물론 조직문화를 좀더 긍정적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다. 

결론

인력운영의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외주인원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주된 내용 및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회사는 사업의 성격, 생산규

모, 생산 변동의 정도 등에 따라 각 회사에 맞는 인력운영 전략 수립 및 인력

운영 형태별 최적의 조합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인력운영 형태 비교 분석

구분 내  용 장단점 분석

정규직

Karyawan Tetap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고 하며 3개

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2. 단,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이하 급여지급은 

불법임.

3. 주로 사무기술직 등 핵심 인력 위주로 사용

됨.

*고용불안 해소로 인한 사원들의 소속감증대 

및 loyalty제고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운영의 경직성

(Flexibility 저하)

 

*과다한 해고 및 근속보상금 발생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비

정

규

직

Karyawan

Tidak

Tetap

계

약

직

Kontrak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이라고 함.

2. 계약기간은 초기 2년 및 1년 연장 1개월 휴식 

후 2년 등 총 5년 가능.

3.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음.

4. 법적으로 사용 여부가 한정됨.

   -한시적 업무, 계절적 업무 등

*정규직 대비 인력운영 유연성이 높고  해고

가 보다 용이하며 사원의 자질 및 Quality 검

증에 유리함.

*해고보상금 및 근속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

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적 부담 감소. 

 

*단, 노동법상의 사용 제약요인 및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시는 

잔여 계약기간의 급여를 지급 하여야하는 하

는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됨.

견

습

사

원

Magang

1. 주로 현장직 사원에 활용(고졸 사원)

2. 계약기간은 보통 3년(초급, 중급, 고급)으로 매 

1년 마다 근무 평가를 함.

3.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또는 해지 결정함.

4. 수습기간을 둘 수 없음.

*인력운영 유연성, 재정적 부담 감소 등 상기 

계약직이 갖는 장점 외에

 

*견습 기간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

도 견습 종료 가능함.

실

습

사

원

제

도

Program 

Sistem 

Ganda

1. 주로 현장직으로 고등학교 재직중인 학생을 학

교와 연계하여 활용.

2. 실습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주로 단기 위주

로 진행됨.  

*급여 및 복리후생 차별화를 통한 인건비 절

감 효과가 있으나

 

*실습 기간의 한계로 인한 활용의 한계성 대

두됨.

*임금 착취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

에 사원들의 거부감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음.   

Outsourcing

1. 회사 일부 업무를 도급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

을 통해 자격을 갖춘 다른 회사에 일임.

2. 법규상 활용의 제약 요인:

“용역회사의 근로자는 업무제공회사의 주요 업

무 수행 또는 생산과 직결된 업무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단지 업무 지원활동 또는 생산과 직결되

지 않은 업무에만 활용될 수 있다.” 

*장점:

  -인력운영 Flexibility

  -인력관리 용이(문제인원 교체 등)

  -노무문제(노조설립 등) 예방 

*단점:

  -업체에 지급하는 관리비 발생

  -외주화에 대한 기존 사원 거부감.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의 반대)

30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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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민 사 소 송(3)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15. 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법정(法定)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이 있다. 법

정대리인이란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과의 신분관계에 의하거나 관공서 혹은 제3자의 선정에 의

하여 선정된 대리인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상속재

산 관리인, 부재자재산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며, 파산이 선고

된 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이 법정대

리인이며, 소송대리인이란 특정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본인 혹

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송위임에 의한 대

리인, 즉, 변호사를 의미한다.    

16. 변호사 대리의 원칙

인도네시아 소송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

므로 소송 수행 능력이 있는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15”항에서 열거된 소송무능력자는 법정대리

인이 소송행위를 직접 할 수 있다.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에 법인의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에

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대리

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7.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

행된다. 고소장 등록 - 변론기일지정 -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 

명령 및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화해 절차 - 피고의 답변 

(반소 제기  혹은 소송참가)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변론 - 입

증, 증인 신문,(전문가 증인 신문 및 현장 조사) - 최종 변론 

- 판결문 - 항소 - 판결문 - 상고 - 판결문 - 판결문 집행 허

가 - 판결문 집행 - (재심청구) - (판결문) - (판결문 집행허

가) - (판결문 집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괄호)안의 사항은 필요시에만 해당된다.

18. 송달 

소송 당사자 혹은 소송 관계자에게 법원의 형식에 따라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통지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한다. 우편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사무관이 직접 송달하

도록 되어 있다. 소환장의 송달은 원본을 판결의 송달은 정본

으로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파산이 선고된 자에게는 관재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에는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송달 시한은 늦어도 법

정 출두일 7일 전에 해야 한다.  

19. 공시 송달

소송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는 법원에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신문지상에 공고

하는 방법으로 재판장의 공시 송달 명령이 있어야 한다. 공시 

송달의 효력은 교부(직접) 송달의 효과와 동일하다. 소송관계

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 새 거주지를 관활 동사무소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 공시 송달 가능성이 많으며 공시 송달로 인

하여 소송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거주지 이전 시 관활 

동사무소에 새 주소지를 신고함이 바람직하다.

20. 화해 절차

인도네시아 소송법에서는 심리에 앞서 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 이외에 Mediator 판사를 임명하고 원고와 피고에

게 협상을 통한 화해를 권유한다.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모든 민사 재판은 화해 절차를 거치

나 현실적으로는  실효가 없는 형식에 불과한 절차로 전락되

어 있다. 비싼 비용을 드려 변호사를 이미 선임하고 소송을 제

기한 상황에서 Mediator 판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간에 화해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21. 항변

피고는 원고의 소 청구에 절차상 혹은 다른 이유를 들어 소송

이 청구된 법원에 항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고와 피

고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 시에는 중재원 

혹은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

거나, 소송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소송이 등

록된 법원이 소송법과 상이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빠진 경우

에 소를 각하시켜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있다. 항변이 받아드

려지면 소는 각하된다.

22. 피고의 답변

화해 절차가 무위로 끝나면 바로 심리에 들어가며 심리의 제

1차 순서가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에 대한 피고의 답변

이다. 피고의 답변은 원고가 청구한 사항을 시인 혹은 부인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피고의 답변 논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판 도

중에 논조를 바꾸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    

23. 반소 



법률 상식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귀책사유 못지않게 상당한 

이유 혹은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최선의 방어책 중에 하나는 

공격이다 는 논리와

흡사한 생각이다. 본소만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공격만하고 피

고는 방어만 하게 되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

면 원고 피고 둘 다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며 더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소 제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피고가 답변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야한다는 시한

이 있다. 시한을 놓치면 당연히 반소가 불가하며 별도로 소송

을 청구해야한다. 본소와 반소는 동일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

시킨다. 반소가 있으면 본소의 피고는 반소의 원고가 되며 본

소의 원고는 피고가 된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가

능한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고소 취하

원고는 하시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을 한 후에는 피고의 소 취하 동의가 있어

야 소가 취하가 가능하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시켜야 한다.

25. 소장 내용 변경 

원 고는 청구의 원인(소송을 제기하는 근거)을 변경하

지 않는 한 소송 진행 중 소장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피고가 답변을 

한 후에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소장 변경은 불

허하고 있다. 피고가 답변을 통하여 변론 논조를 정

하고 원고의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시인 혹은 부인을 

표명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소

장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피고

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일단 답변을 제출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소장 변경은 불허한다.     

26. 소송 참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가 이해관계자를 소송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소재한 외국법

인 A가 인도네시아인 B에게 위임장을 주어 A의 채무자인 

인도네시아 회사 C로부터 B가 A를 대신하여 A의 외상 채

권을 B로부터 토지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그 후C의 마

음이 변하여 대물 변제한 토지를 다시 내어 놓으라고 C가 

A에 대하여 토지반환 소송을 청구한 경우에, A는 이해관계 

당사자로써 B와 C간의 소송에 

참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B도 

B와 C간의 소송에 토지의 실제 

주인 A를 소송 당사자로 끌어

드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A, B, C가 모두 소송당사

자가 됨으로써 사실 관계 확인

이 용이해지고 더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27. 원고 불참 시 재판

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송달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

관을 통하여 소환명령을 송달한다. 원고가 또 불참하는 경우에

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소환명령을 

송달하고 그래도 불참 시에는 소를 각하한다. 

28. 피고 불참 시 재판

피고가 송달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

판부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소환명

령을 송달한다. 피고가 또 불참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소환명령을 송달하고 그래도 불참 

시에는 소를 인용(원고 승소 판결)한다.

29. 원고의 주장(원고의 두 번째 제출 서류

피고의 답변이 있는 후 원고는 피고의 답변을 검토해보고 반박

과 변론으로 청구의 원인과 청구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원고의 

주장서를 제출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시인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반박이나 변론이 불필요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박과 변론이 필요하다.

30. 피고의 변론(피고의 두 번째 제출 서류) 

원고의 주장을 들은 후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

의 주장을 변론하는 피고의 변론서를 제출한다. 피고의 변론서

는 이미 제출한 피고의 답변을 보완하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

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31. 입증

민사소송의 모든 절차가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복

잡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사실(진실)은 상대가 주장을 인정하

거나 자기의 주장을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31.1. 입증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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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민사소송에서 입증은 형식적인 사실이 진실이다. 

형사 소송에서는 형식적인 진실이 아닌 실질적인 진실을 찾아 

유무죄를 구별하나 민사소송에서는 형식적인 사실이 승소한

다. “예”를 들면 현지인 명의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

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벌어지면 주식 혹

은 등기상에 명의가 되어 있는 현지인이 법적 소유자이다. 투

자한 외국인이 실제 주인이라는 이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증

을 해도 소유권에 관한한 외국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패소한다. 외국인이 실제 주인이라는 심증이 가더라도 판사는 

자의로 판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형식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

결을 해야 한다. 

31.1.2.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 심리는 종료된다.

상대가 사실 무근 혹은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반대 

측이 이를 인정하면 심리는 종료된다. 판사의 판단에 상대가 

사실 무근 혹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판

사는 상대의 사실 무근 혹은 허위 주장을 상대가 인정하면 사

실로 받아드려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판단대로 판결하지 못하

며 주장하여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은 측의 주장이 허위일지라

도 사실로 받아드리고 판결해야 한다.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

는 경우에 i) 무조건 인정하는 경우, ii) 침묵하고 상대의 주장

을 반박하지 않은 경우, iii) 적절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상대

의 주장을 막연히 반박하는 경우 는 모두 상대의 주장을 인정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1.1.3. 입증은 꼭 논리적이 아니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품을 팔고 상품 대금 수령 영수증을 매수인에

게 발급한 상인이, 한 참 후에 상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상품 

매수인에게 상품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상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거

나 상품대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

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어떻

게 상품을 인계했겠느냐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지만, 증거법에

서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매수인이 불리하다. 상대의 입

증이 비논리적일지라도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31.1.4. 다음 사실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31.1.4.1. 실정법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헌법, 법률, 비상조치령,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령, 지

방조례, 주지사령, 시장령, 군수령 등 모든 실정법을 재판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당사자가 실정법을 입

증할 필요가 없다.

31.1.4.2. 상식이나 공식 역사적인 사실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상식이

나 2004년 10월 20일 유도요노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31.1.4.3. 상대가 부인하지 않는 사항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사실무근 혹은 허위로 주장한 사항일지라도 상대가 부인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증이 불필요하다. 

31.1.4.4. 심리중에 발견된 사항은 입증이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피고가 심리에 불참한 사실을 원고는 입증할 필

요가 없다. 왜냐하면 판사가 직접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원고 혹은 피고가 인정하는 사항도 입

증이 불필요하다.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자기 귀로 듣고 확인

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31.1.5. 반증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피고가 내놓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소송법에 반증은 원고의 증거에 비해 증거의 질과 입증성이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주장을 증

명하는 증거 능력이다.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권리 분쟁 소

송에서 토지 소유권등기증서, 경작권 등기 증서, 건축권 등기증서 

혹은 사용권 등기 증서일지라도 등급이 더 낮은 Girik으로 반증하

여 승소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31.2. 입증 책임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가 있

음을 입증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원고는 소를 청구한 사항

이 사실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

는 경우에 자기의 부인 주장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

고의 부인하는 내용을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고

에게도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둘 다 자기가 주장

하는 사항에 대한 입증 의무만 있으며, 자기가 주장하는 사항

을 입증하지 못하는 측이 패소한다. 

31.2.1. 입증 책임의 원칙

31.2.1.1. 판사는 원고 혹은 피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

은 공평한 입증책임을 양측에 배정해야 한다.

31.2.1.2.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측은 입증책임을 수행

하지 못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예”를 들면 건널목에서 기

차에 치어죽은 자의 미망인이 기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

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의 남편



이 기차에 치어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사고 목격자

가 있으면 원고 승소가 가능하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

의 잘 못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

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입증 책임 원칙도 변해가고 있

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원

고에게 입증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피고가 환경을 해치지 않았

다는 역입증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서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직자란 공증인, 법원사무관, 집달리, 

호적등록관, 판사 등을 의미한다. 일반증서란 공직자의 도움 없

이 관계 당사자가 증거의 목적으로 작성한 증서를 의미한다.    
  

31.3.2. Photo copy의 증거 능력

판례에 의하면 Photo copy는 증거 능력이 없으나 Photo copy에 

공증인이 “이 Photo copy는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한다” 는 공

증이 되어 있으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3.3. 증인의 증언

사건을 직접 육안으로 보거나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

으며 남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들은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언은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구두로 증언한 증언만이 증거 능

력이 있으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정 밖에서 서면으로 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소송 당사자, 가족, 고용관계에 있

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근친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증

언을 면할 수 있다. 증인은 법정 출두의 의무, 종교에 따라 선

서의 의무, 증언의 의무가 있다. 

31.3.4. 추정

추정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추

정은 사실에 근거한 추정 과 법규에 의한 추정이 있으며 증거

로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다.

31.3.5. 인정

법정에서 사건 혹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면 완전

한 증거가 되며 상대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심리를 종료한다. 법정에서 인정은 취소가 불가하다. 상대의 주

장에 대하여 법정 밖에서의 인정은 증거 능력이 없으며 취소 

여부는 당사자에 달려 있다. 

31.3.6. 현장 검증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부동산, 중장비, 설비 등 증거를 조사

해달라는 소송 당사자의 요청 혹은 재판장의 직권으로 재판부

는 법원 건물 밖에 있는 증거가 있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장 검증 경비는 통상 소송 당사자가 분담하며 현장검증 결과

를 증거로 채택 여부는 재판부에 달려 있다. 

31.3.7. 전문가 증인의 증언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목적으로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여 법정

에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기술관

련 사건, 국제상거래관련 사건, 보험관련 사건, 지적재산권관련 

사건 등 특수 분야의 사건을 심리에 해당 분야에 대한 재판부

의 제한된 지식만으로는 충분한 심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

면 소송 당사자의 요청 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들을 수 있으며 통상 전문

가 증인의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31.2.2. 입증책임 배정의 사법적인 문제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이 원고와 피고 간에 입증책임을 공정

하게 적용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파기 청구 사유에 해당되며 패소자는 대법원에 파기

를 청구할 수 있다.

31.3. 증거

원고는 자기가 주장하는 청구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

의 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 진술하는 사항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하여 재판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규적용의 대상이 될 사실인정의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글자로 

쓰여 진 것(문서, 서류, 서한, 도면 등), 증인의 증언, 추정, 고

백, 인정 및 선서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정법에 규정

된 증거 이외에 물체, 사진, 동영상, 펙시밀, 이메일 등도 증거

로 채택되고 있다. 증거는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증거가 

1가지뿐인 경우에는 증거의 효력이 없다.          

31.3.1. 글자로 쓰여 진 증거

생각이나 의미를 글자로 기록한 증거, 즉, Surat은 Akta와 비

Akta로 구분된다. Akta란 처음부터 증거의 목적으로 사건, 권

리, 계약 등을 글자로 쓰고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를 의미하며, 

비Akta는 그 이외의 것 “예”를 들면 일상의 편지, 기차표 등

이다. Akta는 다시 Akta otentik(공정증서)와 Akta di bawah 

tangan(일반증서)으로 구분된다. 공정증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 

권리가 주어진 공직자에 의해 혹은 공직자 면전에서 법정 형식

으로 해당 공직자가 행한 사항 혹은 직접 면전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사항을 기록한 관련 당사자에게 완전한 증거가 되는 증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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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5일 늦은 7시 korea center bldg 에서 그

림과 사진의 만남 Two - Painting & Photo 전시

회가 열렸습니다. 버스웨이 공사에, 금요일 저녁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들과 외국인분들이 어

려운 걸음을 해 주시어 오프닝을 함께 할 수 있었

습니다.

   우리한국사람이라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느

껴야 하는, 하지만 다소 어렵고 딱딱해 보일 수 있

는 한인회 건물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하여 조금은 

의아해 했지만, 그런 선입견은 곧 사라지고 말았

습니다. 부드러운 선들과 색감, 그림 같은 사진들

이 꽉 매운 전시장은 과연 영사와 기자의 작품일

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었죠.

   주인공 소개가 좀 늦었네요. 이날 좋

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

은 박용민 영사와 김영민 기자! 두 분 

다 우리한인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들인데, 바쁜 와중에 이런 작품들을 

차곡차곡 준비하셨다니 재주가 물론 

탐났지만,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

리고 싶습니다.

   잠깐 작품을 보자면, 사진들은, 자

연을 담은, 자연스러움을 담은 평안한 느낌으로 쭉 이어졌고, 그

림들은 풍경과 인물, 연필과 붓이 하나하나가 아닌 서로 다른 질

감이 하나로 보여지는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두 분의 

작품을 보면서, ‘눈에 보여 지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을 문득 

떠올리게 되었는데, 하나하나의 작품 앞에 섰을 때 드는 다양한 

생각들, 그 뒤에 오는 기분 좋은 느낌들을 일상행활 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생활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다른 가장 큰 이유를 

말하라면 ‘문화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 조

차 제약을 받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연극,영화,공연, 행복한 포만

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 그야말로 ‘꿈’일 수 있겠으나, 가끔은 이 

‘꿈’이 현실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편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길을 옮길 때 가끔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거창하게 ‘꿈’̀ 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한번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공간을 마련

해 주십사 교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Club Artro  한 성태

영사와 기자의 특별한 외출 two!
(TwO - Painting & Photo 전시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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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중국대륙에 창궐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변 약소국들

을 침략하여 재물을 약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공을 받아 챙겼다. 이런 과정에 

그들이 우리나라를 표면적으로‘동방예의지국’이라고 지칭하였으나 그 이유가 그

들의 사신들이 방문하였을 때 융숭하게 대접받았거나 제때 조공을 바치는데 대

한 외교적인 수사였을 것 같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 개인이나 국가든 힘이 약한 

자는 늘 강자의 억압과 지배를 받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인가 보다. 그러나 권력

역학 관계의 의미를 떠나 인간사에 손님을 잘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

라고 생각한다. 손님 대접을 잘하고 그래서 손님으로 온 사람이 기분이 좋고 이

것이 계기가 되어 우호적인 관계를 깊이 맺고 유지하게 된다면 굳이 마음에서 우

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세상살이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

에서 내가 만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손님맞이는 기분 흡족함을 넘쳐 속칭 감동

수준인 것 같다.

   나는 경찰주재관으로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개최

된 국제경찰행사를 통해 보여준 손님맞이의 융숭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전에 아세안 경찰장 회의가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 10개국 경찰총수와 

일본, 중국, 한국경찰은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하였다. 한국 경찰청도 고위간부 일

행과 나는 그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전일 발리공항에 도착한 나를 포함한 우

리 일행은 공항입국 시 적잖은 당황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공항귀빈실에서 인

도네시아 경찰 고위간부의 영접은 그런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여경들의 대표단에 

대한  꽃다발 증정 등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듯하였으나 입국장을 빠져 나와 숙소

로 이동하면서는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마치 한국에서 대통령 경호행사처럼 대

표단 3명을 위해 방탄차량과 차량 전 후미 경찰경호팀은 물론 교통차량까지 동

원된 차량행렬은 모터 사이카 4대, 경호요원차량 1대, 대표단 차량1대, 교통선도

차량 선후미 각 1대 등 무려 8대로 이루어졌고 이동로상의 진행방향은 일반차

량의 접근을 차단시키고 각 교차로의 모든 일반차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신호

등 대기 없이 통과시키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파들

다
음
부
터

조
심
하
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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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 많이 대기중인 교차로 상에서는 일반인들의 항의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혹시나 신문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식의 

기준에 따라 걱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한사람 항의하는 모습은

커녕 국가적인 행사가 있구나하는 정도와 차량행렬이 누군가 하는 호

기심어린 눈빛 외에 별다른 반감을 읽을 수 없었다. 이후 행사시 특급

호텔에서 벌어진 밴드를 포함한 여흥과 대표단 골프대회 등 한국에서

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경찰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표단 전체를 

위한 민속의상제공, 대통령 개별면담 등 경찰행사치곤 너무나 성대하

게 이루어지고 각 국 경찰대표단을 위한 무장 경호요원들의 호위도 시

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움과 함께 부러움을 느끼게 했다. 대표단은 계

속된 감동 속에 행사 중이나 후에 이런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

감에 찬 여론이나 보도는 볼 수 없었다. 손님으로서는 최대한 배려와 

대접을 받은 셈이다. 

  몇 년 전 한국경찰청장 일행의 공식 방문 중에는 수도 자카르타 시

내 차선 진행방향 1개 차선을 완전히 차단시켜 마치 국가원수 방문

과 같이 한 적이 있다는데 당시 한국 경찰청장 등 대표단은 인도네시

아 경찰청장 초청 시 동일한 수준으로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초청

에 주저할 정도였다고 하니 인도네시아 경찰의 손님맞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실감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공권력을 너무나 자의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 아직은 선진 민주국가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렇듯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손님맞이에 열심이나 나는 시간이 지나면

서 한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 발리에서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경찰 행사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정부기관 장관급 관료들의 

행사나 또는 다른 국제 행사에서 종종 경찰 에스코트가 필요한 경우

가 있다. 자카르타 시내의 혼잡하고 체증이 잦은 교통상황에 따른 일

정관리와 이동간 안전확보 차원에서 한국의 각료급 인사들의 방문시 

나는 종종 경찰 에스코트팀에게 에스코

트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1일 차량 1대당 일정액의 사례금

을 요구한다. 나는 처음엔 국가기관에서 

외국정부로부터 행사 지원받고서 사례비

를 요구하는 그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

었다. 그러나 그들은 공식단가가 얼마라

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를 기름값, 고속도

로 통행료, 수고비 등을 포함한 내역이라

면서 사례금을 받은 후 담당자가 영수증

을 발급해주는데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

었다. 직무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그것

마저 영수증을 처리하다니 우리나라라면 

뇌물을 수수하고 당당하게 증거를 남겨

둔다는 것 밖에 볼 수 없는 행위가 아닌

가? 일전에 우리 대통령의 공식방문 행사

로 수행원 중 정부 몇몇 부처의 각료들이 

포함된 적이 있다. 자연히 방문 기간 동

안 인도네시아 해당 부처와 협력방안 모

색 등 장관급 회담 일정이 많았고 우리 

장관급 각료들의 자카르타 시내 이동일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니경찰 에스코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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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경찰의 에스코트가 많은 편이었다. 나는 종래의 관례대

로 경찰 에스코트팀에게 우리의 일정을 통보하였고 그들은 흔

쾌히 지원을 약속하였다. 물론 협정가격(?)을 사후에 지불한다

는 조건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들의 그런 요구가 당연한 것으

로 여기고 사전에 방문한 몇 몇 부처 장관 비서진들과 현지 실정

을 이야기하고 필요시 사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려

주었다. 경찰에스코트 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행사는 무사히 

치러졌고 우리 수행원들은 기분 좋은 대접을 받은 후 귀국하였

고 나는 경찰에스코트 팀과 정산(?)에 들어갔다. 우리의 일정표

를 가지고 에스코트 횟수에 맞추어 돈을 준비해 해당 경찰관서

를 찾았을 때 나는 담당자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주의를 듣고 허

탈하게 귀가한 적이 있다. 이유인즉 담당자는 자신들의 에스코

트 횟수와 내가 제공하는 사례비가 맞지 않는다며 해명해줄 것

을 요구하였고 나는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이해를 요청하자 그 

담당자인 여경은 나에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라며 마치 경미

한 범법자를 경찰관이 훈계하고 훈방하는 듯한 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Oh my God! 아니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것도 외

국 원수가 국빈 방문하고 그 일정가운데 이루어진 일부 행사에 

사례금을 받는 차원을 넘어 돈이 모자란다며 주의를 주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 지? 이들의 전폭적인 손님

맞이 이면에 이루어지는 어두운 단면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최근 어느 인도네시아 경찰간부가 부하들의 

부패문제를 거론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

해 국가가 최저생계비도 지불치 않고 부하들

에게 청렴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

로한 적이 있다는데 현재의 인도네시아 경찰

은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보수수준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니경찰의 에스코트 사례비 요

구가 지난 20-30여 년 전의 우리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나는 이들도 머지않아 

“다음부터 조심 하세요!”라는 말은 감히 시민

이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다 경찰로부터 

무안을 당하며 다음에 또다시 뇌물공여를 시

도할 경우 처벌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바뀌기

를 소망해 본다. 

  그런데 사례비를 주고도 현지 경찰의 에스

코트를 받아 우리 수행원이나 방문객들이 무

사히 자카르타에 체류일정을 마치고 돌아가

면서 손님대접 받은 듯한 인상은 남았으리라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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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단에 떠나는 발리 여행, 이번 하리라야 기간 동안 일반 트래블을 이용한 여행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해안가를 따라 발리를 한 바퀴 돌아 보는 코스를 정했다. 발리의 중심 덴바사를 출

발해서 서양 예술가들이 모여 발전하게 된 곳, 사누르 해안가로 달리다 보면 하루에 몇 번 오는 

비로 인해 깨끗이 씻겨간 맑은 하늘에 구름과 뭉게뭉게, 사람 마음 마 져 푸른 물이 들 듯한 깨

끗한 바다와 쭉 뻗은 곧은 길. 어느 곳에나 쭉쭉 야자수, 가는 길 내내 보이는 바다바다 길. 울창

한 밀림이 있다.

   싱아라자, 악세라다를 열심히 밟으면 먼 거리가 아니련만 속도계를 보면 50키로도 안 달리고 

있다. 길은 한적하고 운전수들 만만디에도 크락션 눌러대는 사람도 없고 급하면 조용히 앞질러 

간다. 나보다 더 천천히 가는 트럭도 있고 버스 택시 모두 시간하고 무관하게 사는 듯 하다. 서로 

아는 오토바이를 만나면 길 양쪽을 다 차지 하고 두 대의 오토바이가 손까지 잡고 얘기를 하며 

간다.바다로 이어지는 길은 모두 깨끗했다. 라마단 연휴라 한 낮에는 가게는 문을 닫고 아닷을 

(전통 복) 입은 섹시한(?) 男女 老小가 머리에 이고 가는 제사 바구니, 척척 기술 껏 쌓아 올린 과

일의 형형 색깔, 트럭에 잔뜩 사람들이 올라타곤 사원으로 가는 긴긴 차 행렬, ~~

   가는 길 곳곳에서 외국 화가를 여럿 만났다. 바다가 인접 언덕에 스튜디오를 내고 대문도 없

이 비 피할 공간에 그림을 걸어 두고  한가롭게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화가는 뚱뚱한 몸을 헤

마에 누 인체 다른 사람과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에서 그의 편한 작품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

각을 했다.  발리는 역시 한 여유란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인 듯 하다.

   싱아라자는 발리 북부 항구로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발리의 현관 이었던 곳이다. 꾸따나 

덴빠사 보다 계획 적인 도시이며 거리 풍경이나 사람들의 생활은 가장 서구화 되어 있어 보인

다. 발리의 여성이 가슴을 가리는 바틱을 가장 먼 져 입히게 한 곳도 이곳 싱아라자 이다. 그곳

에서 가장 좋다는 로비나 호텔에서도 가격을 흥정 할 수 있었다. 하루를 보내며 수영도 하고 호

라마단에 떠나는 발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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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과 연결된 바다 가에서 바틱도 아주 헐

값에 몇 개 샀다.  발리의 반을 돌아 하루

를 보냈다. 모든 길은 내내 한산했고 동

네를 지나 때면 한가로이  라마단을 즐

기는 사람들, 곳곳 통나무로 지어진 원

두막 그런 곳엔 사람들이 체스를 두거나 

젊은 이들이 기타를 치며 놀고 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이

곳 사람들 특유의 웃음. 여행의 보너스 같다. 산길을 따라 올라 가다 보니  발리서부 국립 공원이 나

온다. 그곳 사층 높이의 레스토랑에 서면 발리 지형이 한눈에 모두 들어 온다. 그곳에서 트래 킹을 

하는 단체 자전거를 만났다.

   길에서 만나는 소나기는 운전 시야를 가린다. 다행이 가는 길에 그런 비는 만나지 못 했고 가을 비

처럼 질척거리며 끊임없이 오던 비. 그런 비를 맞고 한가로운 길을 달리는 기분은 너무 근사하다. 나

무와 나무가 서로 맞 닿아 하늘이 안 보이던 곳도, 숲 속은 온통 야자 나무. 끝 간데없이 길게 이어진 

나무 머리에 있던 그 꽃, 길거리 곳곳에 빨갛게 떨어져 있던 꽃잎들의 화려한 파노라마, 그 위를 미

끄러지듯 지나갈 때 여행의 매력을 더 한다.   

제사 바구니를 이고 가다 비를 맞은 여자들

과 밭에서 일하다 비를 맞은 순박한 표정과 

오토바이들이 큰 나무 밑에 모여 비를 피하

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던 수다수다. 

갑자기 고인 물속에 떼를 지어 다니던 오리 

가족들....그 화목함이란... 비 오는 날 보는 

너무 예쁜 풍경들!! 

   사진을 참 많이 찍었다. 그 멋진 배경 앞

에서 바틱 천을 치마처럼 두르고 어느 땐 

그냥 반바지를 입은 채로 허리띠처럼. 그

렇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곳이 

발리이다. 덴바샤 등, 도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시골로 들어 갈수록 그 곳 

생활은 모두 엇 비슷한 평균치 같다. 집들은 한결 같이  벽돌로 반듯이 지었고 집집마다 꽃이 가득

하다. 동남아 몇 군데를 가 보았어도 좋은 기후 속에도 꽃을 심고 가꾸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기 쉽

지 않았다. 한국의 농촌보다 오히려 ..

   처음 발리를 여행 했을 때 가이드가 이곳 남자들은 모두 예술을(?)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밖

에 나가 일을  한다 그랬다. 발리쟁이들은 멋을 내서 챙겨 입은 전통 복에 까만 썬그라스, 폼 나게 타

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사만 하러 다는 것 같다. 살아 가는 현실은 잠시 낭만 앞에 버려 둔 것 

같은 곳 발리.  지나는 길에 잠시 현충탑 같은 곳도,  헬멧 쓴 사람들이 물 속에서 낚시하는 재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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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다가  먼 지하나 없이 반들 닦아 논 듯한 도시 느가라도 지나치고 어느새  발리 한 바퀴를  다 

돌아 시내 진입 선에 서 있다. 사람들이 모두 긴 휴가라 차가 거진 없어 예정보다 먼 져 중심으로 돌아 왔

다. 그렇게 이틀 만에 발리를 수박 겉 핱기 식으로 돌았다. 그리고 꾸따에서 일박, 바지만 조금 걷어 올

리면 들어갈 수 있는 따나롯 사원엔 현지인들이 제사 음식을 머리에 이고 길게 줄을 서 있다.  그곳 바위 

물로 세수를 하고 이마에 밥풀을  붙여 주면  시주 하듯 돈을 내 놓고 간다. 세수란  깨끗해 진다는 뜻 일 

인데..그 행위로 속세의 때를 벗는다는 뜻인지... 

   누사두아 그곳은 발리에서도 별 세계 같다. 거대한 공원과 같은 그곳에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쇼핑쎈

타가 있다. 호텔 주변으로 모든 편의 시설이 있고 부자들을 상대하는 곳이라 돈을 내고 안전을 보장 받

는 곳이기도 하다. 한가롭게 편안하게 느긋하게 여행을 하고 싶다면 누사두아 만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이곳에 자기 나라 사람 상대로 장사하는 일본인이 무척 많다. 그 일본 사람 중에  이곳에 일식당을  일

곱 개나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는 팔순이 넘

어도 그곳 좋은 공기 탓 인지 백 살도 넘게 

사시게 생겼다.

   그곳 근처 가루다 랜드에서  잘생긴 부

처 같은 젊은이 두상이 건물 몇 층 높이고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산을 깎아서 만

든 일정한 크기의 하얀 산, 발리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근사한 전망의  큰 레스토

랑...그곳에서 세계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

고 우리나라 가수 윤도현이 그곳에서 노래

를 했다.  전통 복을 입은 무희들과 사진을 

찍자 하면 멋진 포즈를 취해 준다. 우리나

라 사자 춤과 비슷한 바롱댄스도 큰 구렁이를 목에 두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 사진을 찍느라  

벌벌 떠는 꼬마 표정도 재미있다. 와글! 와글!...팝콘장사들과 온갖 것을 팔고 다니는 장사치들...우! 몰려 

갔다 몰려오는 사람의 무리.  지도만 들고 떠난 발리여행. 착오도 없이 거의 저절로 잘 갔던 길은 도로 사

정이 좋다는 뜻 이다. 내 눈으로 확인한 발리 뒤 쪽 도시. 인도네시아 그 가난한 표정은 이곳에 없다는 것

이다. 인도네시 아의 그 가난함이 발리에서 잠시 비켜 간 듯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발

리 인들의 영혼은 그들 믿음 안에서 평화롭게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온 시간 이었다.

   다니는 내내 즐거웠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 헤메일 때 옆에서 사인펜으로 연신 길 표시를 해주고 이

정표를 읽어주며 통역을 하던 우리 딸. 비 오는 한적한 길을 지날 때 눈치보고 적절히 음악을 골라 들려

주던 센스, 그때 듣던 노래 중 동물원의 “갈수 없는 나라” 그 노래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도시는 어디 듯 없을 거란 생각을 했다.  

   세계는 이제 하나, 모두 열린 세상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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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절개 스커트 + 민소매 셔츠
강한 빨강색 스커트에 셔츠를 매칭 했는데요. 면이 주는 

장점은 좀 구겨져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멋이 될 수 있다

는 거죠. 소재를 맞추면 훨씬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색상 선택이겠죠. 

이 옷은 소재를 같게 하였고, 가는 세로줄을 선택하였기

에, 빨강색이지만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가 약간 하이라인 이거든요.

Women & Beauty
저번 달에 말씀드린 대로, 스커트와 매칭할 수 있는 윗도리를 선보이려 합니다. 제일 간단한 차림

새가 청바지와 T셔츠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실 텐데, 스커트와 블라우스나 스커트와 자

켓도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여성스럽고 많이 꾸미지 않아도 신경 써서 입은듯한 분위

기를 낼 수 있는 매직 아이템입니다. 색상을 잘 선택하고, 간단한 액세서리로 포인

트를 잘 준다면 말이죠. 이곳은 사계절 없이 건기우기로 나뉜 무더운 나라라 그

런지 팬츠보다 스커트를 선택하는 일이 저는 많습니다. T셔츠나 블라우스로 변

화를 주면서 새로운 옷 인척 입죠. 코트도 입을 수 없고 부츠도 신기 힘든 이곳

에서 사계절 옷을 즐기던 우리들은 한 계절 옷으로 쭉 지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지루한 일이잖아요, 그 지루함을 조금씩 바꾸어 보자구요~

화이트 스커트 + 줄무늬 자켓
하얀 치마. 무난해서 샀지만 잘 입지 않는 아

이템 중 하나죠. 왜내면, 뭐 묻을까 항상 신

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뭐 

안 묻히고 들어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늘

색과 흰색 굵은 줄무늬 자켓은 좀 복고풍이지

만, 촌스럽단 거죠? 외로 상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켓속에 탑을 입으시고 오픈 하

셔도 좋아요.

하트무늬 스커트 + 아이보리 쉬폰 블라우스
쉬폰 소재와 크리스탈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진주도 

원석도 좋지만 이 옷의 단추가 또 투명한 글래

스 비즈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이어링으로 같은 

느낌을 주자고요.

팁) 신발과 가방과 벨트를 보통 같은 계열 색

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통일감이 있으니까. 

그만큼 안정감을 줍니다.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같아도 모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옷의 단

추도 잘 이용하면 훌륭한 액세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귀걸이도 단추와 색상이나 소재를 

비슷한 것으로 선택한다면, 손쉽게 멋쟁이 소

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린땡땡이 스커트 + 마 자켓
실크소재와 마소재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

만, 부적절함 속이 조화도 은근한 멋입니다. 그리고 

그린과 오렌지색상의 조화도 너무 튀는 색감들 같지

만, 원색이 아니고 화이트가 많이 섞인 부

드러운 색상이라 그리 큰 부담은 못 

느끼실 겁니다. 배색이라 해서 꼭 

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색과 

온색이 어쩔 땐 더 따뜻한 온색

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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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스커트 + 가디건 
크림색에 가까운 골드 스커트. 한국인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이 코디는 부드러움 입이다. 

실크가 주는 부드러움과 색감이 주는 부드러움, 크

림브라운과 인디고 핑크와 잉카로즈.. 실크와 니트

의 적절한 조화도 한몫 합니다.

꽃무늬 핑크 스커트 + 화이트 면 블라우스
무난해 보이는 블라우스에 제가 허리부분에 리본테이프를 넣어서 잘

록해 보이도록 묶어봤습니다. 스커트와 입을 땐 묶고 청바지랑 입을 

땐 묶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곳이 다르

다는 것이죠. 선물 받은 포장지나 리본은,,, 가만두면 언젠간 어디에

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무늬가 큰 옷은, 원피스가 아니라면 위, 아래 

한 곳만 입어 주시는 것이 센스!!

윤선영의 코디제안

블랙 니트 + 은색 볼레로
검은색이 주는 단조로움을 바꾸는 작업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번엔 동색으로 하려고요. 올이 굵은 

갈치색 볼레로와 과감한 자개 액세서리로 차분하면

서 은은한 부분을 강조할까 합니다. 이번 것도 역시 

소재는 같이 갑니다.

다음 호에는 청바지와 어울리는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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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탄력 있어 보이는 메이크업의 비밀
   20대 초반의 나는 웃을 때 마다 생기는 눈주름이 싫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서, 어디를 가든 웃음으로 생기는 주름으로 인해 오히려 인상이 부드

럽게 느껴져 면접, 대인 관계가 만사 원활해짐을 느끼면서 아~ 아름다움

이란 꼭 달걀형 미인같이 꼭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예뻐서 만이 아니라, 시

간이 흐를수록 다른 사람에게 편안해 보이는 인상, 선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얼굴이 훨씬 삶을 매끄럽게 살아 갈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부모님이 물려

주신 눈에 대해 한 번도 수술이나 여타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점점 사랑

하고 자랑스럽게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30대에는 또 다른 문제점, 한 때

는 피부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얇은 

피부로 인해 손상이 빨라져 화장을 하지 않은 “쌩얼”은 “촌스러움”의 컨셉 

그대로 였다. 볼 주변이 사과같이 빨갛게 실핏줄이 보였고, 코 주변도 건성

에 얇아진 피부 때문에 껍질이 계속 벗겨지는 민감한 피부가 되었고, 눈 밑

은 육아 피로에 의한 다크 서클 등......

   휴~~  한 마디로 화장 했을 때 보았던  옆집 아줌마가, 화장을 지우면 인

사를 해도 “누구였지?” 한참을 생각하게 했던 그 모습. 아마 그때부터 본격

적으로 피부에 대한 지식 또는 현실적인 피부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

작 했나보다. 그러나 그때의 시작으로 지금의 나는 선천적으로 “기”가 강

하지 못한 허약 체질이 였지만 외모는 늘 즐겁고 생기 있고 나이가 들수록 

어리게 보일수 있는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피부 때문에 속상해 하면

서, 한국에 가서 수술로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생긴다. 나는 탄력 있게 보이는 메이크업의 비밀을 알

고부터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인위적으로 피부를 당기는 페이스 리프트 시

술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 요즈음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미용성형”이라고 

성형을 가볍게 생각하고 시도하려 하지만 성형 수술의 성공과 실패는 아주 

미세한 차이 이다. 젊은 나이 일수록 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을 주위에서 많

이 보았지만, 성형으로 인해 주름은 없으나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어색한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메이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형 수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메이크업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

은 단순이 젊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

다. 메이크업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고, 무

엇보다 본인의 나이에 어울려야 하는 것 이지요. 

김연경 원장의 뷰티칼럼

The
Makeup
face-lift

다섯 가지 방법의
즉각적인 페이스 리프트 메이크업

1. 도톰한 피부

스킨케어 제품을 겹쳐 바르면(풍부한 질감의 

밤 위에 촉촉한 수분 공급 크림 등)얼굴이 통

통하고 피부가 푹신해 보인다. 손가락의 온기

를 이용해서 서서히 제품을 피부에 스며들게 

하면 탄력 있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2. 밝은 얼굴

핑크색 혹은 피치 계열의 컨실러와 옐로 계열

의 컨실러를 함께 사용하면 눈 밑이 밝아 보인

다. 컨실러는 속눈썹 바로아래와 눈 앞쪽의 끝

부분까지 발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3. 통통한 뺨

블려셔를 광대뼈 부분에 바르면 뺨 부분이 한

결 젊어 보인다.

4. 선명한 눈

아이라이너를 바를 때는 라인을 눈 꼬리까지 

살짝 빼주는 것이 좋다. 라인의 두께는 눈을 

떳을 때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정도로 그리는 

것이 좋다.

5. 마무리

립스틱과 립펜슬을 사용한 후에는 그 위에 밝

은 색 립글로스를 발라준다.

자료제공: 피비에스떼띡 김연경 (72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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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볼륨 업 보톡스 

“촉촉한 수분감만 더해도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 효과로 이마를 볼

록하게 만들 수 있죠.”        

1. 특히 움푹 꺼진 부위부터 바비 브라운의 모이스처라이징 파운

데이션을 조금씩 덧바른다. 확실한 톤 차이를 원한다면 한 톤 밝

은 컬러를 선택할 것. 

2. 펄감이 좋은 하이라이터를 이용해 이마의 중앙 부위를 자연스

럽게 터치. 뭉치지 않도록 하이라이트 역시 그러데이션하는 느낌

으로 그릴 것.

다크서클 수정액

”무조건 밝은 컬러의 컨실러는 다크서클을 더 강조합니다. 붕어눈처

럼 볼록한 눈에는입자가 작은 펄 섀도도 금물입니다.”

1. 베네피트 레몬에이드를 수분 파운데이션과 섞어 피부톤과 다

크서클 중간 컬러로 만들어 브러시로 펴 바른다. 맥 트윈케이크 

NC와 NC30을 믹스해 터치.

2. 튀어나온 눈에는 펄이 없는 파치나 베이지 섀도를 베이스로, 그

라데이션은 브라운 계열로 자연스럽게.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는 

납작 브러시로 묻혀 얇게 그린다.

광대뼈 축소 트릭

”광대뼈 옆 부위에만 셰이딩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치크로 연결되

게 두 가지를 그러데이션해주세요.”

1. 파우더로 광대뼈의 반사광을 막을 것. 한 톤 어두운 콤팩트를 이

용해 옆 광대뼈 바로 아랫부분에서 셰이딩 한 후 그러데이션. 

2. 광대뼈에서 시작한 셰이딩이 입꼬리 쪽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치크로 연결되게 브러시로 터치. 

-10세 팔자주름 지우개 

“팔자주름 부위에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거의 바르지 말고 비

비크림으로 촉촉하게 표현하세요. 팔자 주름을 더 처져 보이게 하는 

처진 눈썹 꼬리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1. 팔자주름 부위에는 모이스처 파운데이션을 조금만 바르고 수

정 메이크업을 할 때도 건조하게 만드는 파우더 대신 비비크림

을 덧바른다. 

2. 브러시로 팔자주름 부위를 가볍게 터치하며 쓸어내린다. 처진 

눈썹 꼬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이라인 끝 부분도 펜슬로 

살짝 올려주면 처진 인상 커버 가능.



한국교민 약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지역의 교통상황은 점점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새로운 자카르타 주지사 파우지는 지난 10월 8일 교

통체증에 관한 단기간의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미는 자카르타와 주변 

시민들은 당분간 교통체증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새 주시사의 이

러한 발언은 자카르타 시민들에겐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최근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교통체증 극복의 대안으로 열정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버스웨이는 한시적(주 정부측 의견)으로 교통체증을 악화 시키고 있다. 

평소 30분 거리의 출근시간이 현재 버스웨이 건설이 진행중인 지역에서는 두 

배, 세배가 걸리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자카르타 근

교에 사는 한 현지인은 10년 전엔 7시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5시면 이미 정체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면서 정체시간을 피하기 위해 두 시

간 앞당겨 출근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카르타 시민들의 반응은 사실 아

무 일도 없다는 태도이다.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부터 있던 것이었으

니 별 큰일도 아니고 대단한 이야기 거리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다. 들어주

는 곳이 없기 때문이 교통체증에 대해 항의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자카르타를 최악의 교통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압축해 보

면, 첫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 점점 심해지는 공해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

한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중교통 이

용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심각한 공해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로 보인다. 외국

인 자격으로 사는 우리 한국인들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다. 역시 안전과 공해의 이유가 가장 크다. 이를 위해 다소 이론적이지만 오래

된 대중교통차량 교체와 식재(植栽)를 통해 배기오염을 줄이고, 편안함과 안

전을 최우선으로 대중교통 차량의 수를 더욱 늘린다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

어날 것이다. 한 예로 자카르타-반둥을 잇는 7인 전용 미니버스인 ‘시티 트래

블’은 타 대중교통보다 20% 정도 비싸지만 현지인들로부터 ‘안전’이라는 상

표를 받고 그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둘째, 공공교통교육이 부재. 태국의 방콕, 중국의 베이징 등도 정체현상으로 

골머리를 안고 있지만 자카르타처럼 매시간 정체현상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자

교통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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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서는 노점상들과 대중교통차량들의 차도 점령, 차선을 지키지 않는 성급

한 운전사들의 태도, 교통신호 불이행 등이 체증을 더욱 증가시킨다. 특히 대중교통수단과 노점상들에 의해 점

유되어 있어 3차선 이라 할 지라도 실제 1차선만이 일반자동차에 허락된 차도들, 3차선 도로에 5줄까지 서있

는 차량행렬, 반대편 차선 무단 침입, 유턴 전용차선이 없는 곳에서는 무단 유턴 행위 등등은 국지적으로 심각

한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은 

체계적인 교통교육과 공공도덕을 받지 못 한 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건설 부족. 자카르타는 시 전역이 공사 중 일 만큼 1~2년 새 많은 고층빌딩들과 고

급 쇼핑몰 등 점점 더 화려해 지고 있다. 하지만 시의 도로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족한 길

을 막아 버스웨이 전용차선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부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前 자카르타 주지사는 “버

스웨이 건설로 처음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거다”라고 말했지만 시민

들에겐 강요된 선택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버스웨이를 염두해 두지 않고 자카르타가 디자인 되었기 때문

에 버스웨이 건설이라는 신설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자

가용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어느 쪽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되어야 하지만 점점 좁아지는 

도로상황과 비싼 버스웨이 요금은 어느 쪽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버스웨이를 이용

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 정류장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버스웨이 이용자의 13.3% 밖에 되지 않으며 자카르타 

하루 교통수단 이용자수 700만 명 인데 반해 버스웨이가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21만명 밖에 되지않

는다.  게다가 3~4분에 한번씩 운행을 하겠다는 버스웨이 계획이 현재 20~30분으로 연기가 되어 개인 자가

용 이용자를 버스웨이로 끌어들이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거의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웨이는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 . . . 
교통체증 극복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교통통행관리와 3 in 1(Three in One)지역과 혼잡료 징수체

계(Electronic Road Pricing System : 도로의 수요, 혼잡의 하루 중 시간대, 통행거리 등을 토대로 도로 혼잡

료를 징수하는 체계)를 이용하여 개인자가용들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파우지 주지사도 10월 7일 10년 동안 1%도 넓혀지지 않는 자카르타 도로에 11% 증가한 개인차량소유대수를 

교통체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개인자가용소지 제한을 통해 교통체증을 극복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었

다. 하지만 현재 상류층 시민들 중 KTP(주민등록증)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기 다른 KTP를 

이용하여 차량을 소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KTP 발급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자가용 소지 제한은 단시일 내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

지만 이러한 조치가 특히 해외투자와 노동인력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주 정부는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해 나가려 하는 태도를 버리고 보다 진지한 

자세의 접근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김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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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한사모(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리나)가 첫 돌을 맞이했다. 지

난해 9월 10일 결성된 한사모는 10월 27일 많은 회원들과 함께 자체적인 그

들의 첫돌을 기념했다. 낮 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씩 반둥의 Gedung Sate 앞으

로 모이기 시작했다. 대사관, 한인뉴스, 교민들을 맞이한 80여 명의 한사모 회

원들 반둥 근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행사장 풍경
짐을 풀고 한사모 친구들이 세븐, 별,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승철 등 

한국유명가수들의 최신 뮤직비디오를 가볍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간,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몇몇 친구들은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동작을 따

라 하고 있다. 창립 첫돌을 맞아 회원들끼리 내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 즐

겁게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가겠지…… 하지만 본격적인 첫

돌기념 행사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런 생각은 지나친 착각임이 드러났다. 받

아 든 프로그램 쪽지에 빽빽이 적혀있는 오늘의 일정이 장난이 아니었다.

퀴즈게임으로 몸풀기
생일기념일 참여한 80여명의 한사모 회원들은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 한국

과 관련된 퀴즈게임에 한창이다. 1에서 10까지 한국숫자를 말하세요? 하나, 

둘, 셋….아홉, 열. 와 짝!짝!짝!.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 짝!짝!짝!. 그 

외 인기 영화배우, 가수 이름, 한국말 뜻 알아 맞추기 등 그들의 상식은 의외

일 정도로 넓었다.

생일파티 맞아?
의례 생일이라 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생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깨지고 말았다. 한국가수들의 뮤직 비디오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보고 있는 그 여유로움은 어느새 사라지

고 마치 하나의 NG 없이 TV 생방송을 하는 것처럼 너무도 짜임새 있는 준비 프로그램들이 쉴새 없이 이어졌다. 귀에 

익은 한국 국악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4명의 낭자들. 두 손에 부채를 들고 언제 배웠는지 멋들

어지게 부채춤의 진수를 보여준다. 반둥한인회를 통해 부채춤을 전수 받았다고 하는 그들은 움직임의 선과 절도 있

는 이어짐 동작들이 예사롭지가 않다. 이에 대한 답례로 한사모 운영위원들도 댄스음악에 맞춰 멋진 율동을 선보인

다. 답례라고 보기엔 오래 준비한 것 같다. 생일파티라기 보다는 예능 경연대회가 더 어울릴만한 자리였다.

글: 김영민 편집위원

48  한인뉴스



한국과 인니 문화 예술의 가교역할을 한다더니 정말이네……
올해 6월 반둥 찌웍 쇼핑몰 앞 광장에서는 한사모가 공식적으로 반둥시민들과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의 가교역

할을 하겠다며 공언을 한 뜻 깊은 날이었다. <반둥-한국 문화교류: Bandung 

Korea Cross Culture)수백 여명의 반둥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한인뉴스 

2007년 7월호 참조)에는 쁜짝 실랏(Pencak Silat: 순다지방 전통 호신술), 또

뼁 르흐(Topeng Rehe: 코믹한 가면무), 앙끌룽, 검도,태권도 시범, 농악 등 

양국의 전통예술이 선보였다. 특히 한사모 회원들이 ‘궁’, ‘풀하우스’, ‘쾌걸춘

양’을 절묘하게 엮어 만든 <춘향전>은 자리한 관객의 뜨거운 박수를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4달이 지난 오늘 새로운 버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한 특별한 쇼를 선

보였다. ‘왕의 남자’ 등 최신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엮어 연출했다는 게 비슷하

지만 각본의 섬세함과 각 회원들의 개성적인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쉽게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그 안에 예

술적인 면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을 이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예가 되기에 충분해 보였다. 

하나된 마음, 한사모

한사모는 첫 돌을 기념해 창의적인 작품 경연대

회를 벌였다. 7명의 회원들은 길게는 3달, 짧게는 

2주일 동안 정성을 기울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한

국전통문양, 태극기, 한복, 초가집 등 주로 한국의 

전통을 닮은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마음 심(心)이라는 글자를 주제로 사랑, 아픔, …. 

등 마음속 다양한 심성을 꼴라주 형식으로 그려

낸 사니(대외협력/홍보담당)씨가 최우수상을 받

았다. 이 작품이 형상해 내려는 것처럼 한사모의 

길이 때로는 사랑이 넘치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마음

이라면서 앞으로 하나된 마음을 위해 노력해 달라

는 뜻에서 최우수상의 영광이 주어졌다.

한사모 공식웹사이트 런칭
한사모는 아직 공식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오

프라인 공간이 없다. 한사모는 3개월의 준비시간을 통

해 우선 온라인상에서 그들의 모임공간(http://www.

hansamo.org)을 만들었다. 대사관과 반둥한인회, 한인

뉴스, 무궁화 유통이 후원했다. 

반둥한인회
한사모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반둥한인회(회장 최이

섭)가 그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고 말한다. 한사모가 

첫 생일을 맞는 날 반둥한인회 김재용 부회장(좌측)과 대

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우환 사장(우측)은 행사를 끝

까지 지켜보고 후원금 전달도 잊지 않았다.

한사모가 첫 생일을 맞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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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사 공 경(JIKS 사회과 교사)

인니 문화탐방

산자락에 감도는

한가한 삶의 가락

Kampung NAGA 외

- 가룻 3편  화보집 -

주로 농사를 짓고 살며 고기잡이, 대나무를 이용하는 수

공업에 종사하거나 닭이나 양을 치고 물고기를 기르며 생

활한다. 주식은 밥이며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TV도 밧데리를 사용하여 본다. 마을 이장이 반갑게 

맞아주며 그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현대 문화를 거부하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한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기분 좋은 바람과 햇살이 공존하

는 Naga에서 하룻밤 정도 묵으며 그들의 예술과 삶을 만

나보자. 아이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있지는 않으나 그들

은 항상 전통 생활양식을 지킨다. 우리는 일정 때문에 떠

나야 했다. 어쩌면 사람살이의 모든 일이 이렇게 이별의 

연속인지 모른다.

Kampung Naga
권태로운 일상의 분노와 우울에서 작은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전통 마을 

Naga를 권하고 싶다. 가룻 시내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100년 전 Mataram에서 온 이슬람교도들이며 집은 모두 북쪽을 향한다. 인도네

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그렇듯이 북쪽은 리더의 방향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

다. 사탕수수의 섬유질로 만든 검은 지붕과 하얀 색채의 석회색 벽과 나무로 된 전

통가옥들이 배산임수(背山臨水)로 아담하게 위치해 있다. 우리의 풍수지리설에도 

맞는 이곳은 평화로워 보인다. 같은 색의 집들은 빈부차이가 없고 사회 계층이 없

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마을 사람들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천연음

료를 즐겨 마시는데 그야말로 웰빙음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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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오리들
꿈과 용기를 가르쳐주는 어미를 쫒아 가는 

Naga 마을의 물오리들. 새가 물고 있는 푸른 

물과 산, 그들의 날개가 잠들어 있는 Naga!

가룻 시내 풍경
 베차, 바자이, 자동차가 공존한다.

분화구 Kamojang 가는 길
Kawah Kamojang. Samarang에 위치한, Kamojang 분화구

는 시내에서 두 시간 걸린다.  20개가 넘는 분화구가 곳곳

에 있으며 옛날에 새가 많았다고 하는 Kawah Manuk(새 

분화구), 부글부글 끓고 있느 Kawah Berecek, 옷을 입은 

채로 김 속에 서 있으면 스파를 한 효과가 있다는 Kawah 

Hujan, 이름처럼 요란한 기차가는 소리가 나 무서울 정도

인 Kawah Kereta Api가 그 중 큰 분화구이다. Kawah Ka-

mojang가는 길에 지열 발전을 위한 많은 파이프를 볼 수 있

다. 네덜란드 식민지 때 만든 지열발전소로 Jawa와 Bali 지

역에 전기를 공급한다.

Bodas 호수 가는 길
끝없이 펼쳐진 Telaga Bodas 산을 개

간해서 만든 계단식 농경지들. 황토색

의 땅과 하늘과 나무가 잘 어울린다. 황

토색이 너무 처절해서 ‘전라도 길’이라

는 시가 생각난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

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영혼의 밑바닥에서 울려나오

는 소리로 간절히 고향을 떠올리게 하

는 황톳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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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픈 영혼 - 독립 영웅 양칠성
이 잠들어 있는  Makam Pahla-
wan Tenjolaya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영웅 묘지치고는 초

라하지만 정돈되어 보인다. 묘지 입구 대리

석 벽에 1975 Komrudin이라고 적혀있다. 

1975는 빠시르뽀고르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그의 시신을 75년 11월 19일 이곳 Makam 

Pahlawan Tenjolaya 국립묘지로 이장했음

을 의미한다. 그는 독립군 게릴라부대인 빵

에란 빠빡부대에서 가장 용감했다고 전해지

며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전쟁하는 법, 게릴라

전, 무기를 다루는 법 등을 가르쳤다. 아내와 

갓난아기까지 함께 대동하고 다니면서 게릴

라 전사로 활약한 그는 48년 11월 부대원들

과 함께 가룻 Galunggung 산 속에서 게릴라

전을 모의하던 중 네덜란드군에 체포돼 이듬

해인 49년 8월 끄르꼽에서 주민들이 지켜보

는 가운데 총살됐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독립군 출신 장성들로부

터 양씨의 공적을 보고받고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했으며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했다. 옛 전우들은 

양씨를 창씨개명된 야나카와 시치세이(梁川

七星)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묘비에 일본 

및 인도네시아 이름만 적혀 있었는데 95년 

8월 19일 본명을 되찾게 되었다. 한국대사관

과 양씨 유족, 시민운동 관계자들은 KOM-

RUDIN, YANG CHIL SUNG, KOREA라고 

새겨진 묘비를 한국에서 가져와 기존의 묘비

와 교체했다. 인도네시아 독립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양씨의 국적과 이름을 완전

히 되찾게 된 것이었다.

비싼 것이 흠이지만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분위기의 리조트. 방갈로까지 쪽배

로 저으며 가야한다. 쪽배와 대나무 뗏목의 운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Kam-

pung Sampireun Resort(0262-542393)가 좋다. Kampung Sampireun Re-

sort의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Kampung Sumber Alam (0262-237700)을 권

하고 싶다. Guntur 산을 바라보며 연꽃의 여유와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Mulih K’ 마을은 전통 아궁이

에서 음식을 만들며 수상 방갈

로 위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

며, 물소도 탈 수 있다.  (0262-

2247000)

- 시내 음식점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Res. Fujasega 0262-233008

- 깊은 맛이 담겨져 있는 Sari Cobek Cangkuang 0262-455557

139회 한인회 문화탐방 한인회에서 출발

장소 : 보고르 Cinangneng 체험 학습장 외

일시: 12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3시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사공경 0816-190-9976

인니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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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What Lies Below?

고유가로 원유 고갈 논쟁이 재연되고 있지만 100년 안에는 바닥나지 않아

   지구의 석유 매장량은 얼마나 될까. 확실한 사실은 그간의 추정치가 워낙 

부정확해 실소를 자아낸다는 점뿐이다. 1920년대 당시 앵글로-페르시안 석

유사(지금은 BP)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분 참여를 거부했다. 그곳에선 석유

가 한 방울도 안 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19년 미 지질연구소는 미국의 

석유가 9년 내로 바닥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9년 후 텍사스주의 ‘블랙 자이언트’ 등 대규모 

유전 발견으로 석유가 과잉 공급되면서 석유업계는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갔다. 

   70년대엔 다시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석유 생산이 80년대 중반 정점에 이른 뒤 가파

르게 감소한다는 예측이었다. 유명한 CIA의 보고서는 가용 유전의 “급속한 고갈”을 점쳤고, 지

미 카터 대통령은 “세계적인 석유 고갈”을 경고했다. 그러나 전에도 수차례 그랬듯 엄청난 공

급 붐이 1986년에 일면서 유가는 곤두박질쳤다. 

   암울한 전망이 다시 돌아왔다. 간단히 말해 최대 20년 내로 석유가 바닥을 드러낸다는 예측

이다. 새로운 재앙론자들의 예고는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왜냐하면 지표 아래의 비밀을 꿰

뚫는 듯한 통계•확률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모델도 지구의 비밀을 꿰뚫기엔 

역부족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지하자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해도 좋다. 

   역사적으로 고유가는 항상 투자 확대와 석유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투

자자들은 기존의 석유에서 타르 모래와 석유 함유 암석 등 새로운 석유자원뿐 아니라 천연가

스•바이오연료•액화석탄 등 대체 가능한 모든 에너지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다시 

말해 고유가가 반드시 세계경제에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유가가 석유 절약을 장려

하는 동시에 혁신과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산업국가들에선 2006년 석유 수요증가 추

정치가 하락했다. 미국에서조차 운전자들은 연비가 낮은 차량에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이런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지하에 묻힌 자원에 관한 우리의 무

지를 고려하면 단지 석유시장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며 수십 년간 주기적으로 변하리라는 

예측이 가장 안전하다. 

자료제공 : 조규철 편집인

특별기획_에너지 시리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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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70년대와 유사한 고유가 시대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점도 있다. 오늘날엔 예전과 달리 산유국이 석유 매장량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산유국 다수가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한다. 유가

를 떠받치려는 이런 국수주의적 경향은 새로운 개발 노력을 저지

할지 모른다. 게다가 자원국수주의는 가뜩이나 고조되는 산유국

과 소비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유럽은 러시아와, 미국은 

베네수엘라 등과 적대관계에 놓일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 석유 

문제는 지하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의 문제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일반인은 석유가 고갈된다는 인식에 워낙 강력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온갖 억측이 나돈 이유는 

최첨단 기술조차 지구의 원유 매장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장지를 정확히 찾아내거나, 이미 알려진 매

장지의 실제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개발되지 않았다. 석유 자

원이 유한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한정됐는지

는 아무도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해묵은 이론에 미미하

게나마 다시 관심이 인다. 

   석유는 지표 가까이에서 화석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지지 않고 

지구 깊숙한 곳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계속 생겨날 가능성

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런 주장은 가망성은 별로 없지만 그럴듯

한 전망(즉 석유가 ‘재생 가능한’ 자원일지 모를 가능성)을 제기

한다. 기본적인 화석이론조차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다. 화석 이

론은 유기체가 사멸•부패하면서 원유가 생긴다는 이론이다. 이후 

수천 년간 퇴적물과 암석층에 덮였다가 서서히 땅 속 깊이 침투

해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하 2100~4500m의 암반층

에 부딪친다. 거기서 엄청난 압력과 고온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

면서 유기물 퇴적층이 석유와 가스로 바뀐다. 그 석유는 일명 ‘퇴

적 분지’의 구멍이 많은 바위 속에 갇힌다. 이미 충분한 탐사가 이

뤄진 퇴적 분지는 지금까지 존재가 확인된 전체 퇴적 분지의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3차원 지진 반응에 기초해 하층토의 구조와 성분을 알아내는 

최첨단 기술조차 탄화수소의 존재 가능성만 시사해줄 뿐이다. 지

진파를 이용한 탐사 방식은 종종 의료용 초음파 검사에 비유되지

만 초음파처럼 비교적 분명한 영상을 보여주진 않는다. 지진파는 

하층토 내부 지층에서 반사돼 나오는 미미한 

궤적만 보여줄 뿐이다(이 궤적은 최첨단 컴

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

능한 기본 영상을 만들어낸다). 이 방법은 비

교적 새롭고 매우 비싸지만 소금층이 지진파

를 막기라도 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 

방법이 지금까지 극소수의 퇴적 분지에만 활

용된 이유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석유 지질

학 지식은 해저 지형에 관한 지식보다 훨씬 

얕다. 이 때문에 지하 지형도는 아직도 ‘예술

적 상상력’의 대상일 따름이다. 탐사 유정만

이 지표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보다 정확히 알

려준다. 그러나 유정 탐사는 일반인들의 생

각보다 훨씬 덜 보편화돼 있으며, 역사적으

로도 북미 지역에 편중됐다. 

   1930년대께 무모한 채굴업자들이 텍사스

주 킬고어 등지의 유전 지대를 마구잡이로 

파헤쳤다. 심지어 교회 앞뜰까지 유정탑이 

들어섰다. 모두 합쳐 약 100만 개의 유정이 

미국에서 뚫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페르시아

만에선 2000개가 뚫렸을 뿐이다(사우디아라

비아 300개 포함). 요즘도 유정 탐사의 70% 

이상이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된다. 이 두 나

라는 합쳐 봐야 세계 석유 매장량의 3%에 

불과하다. 거꾸로 중동 지역엔 세계 석유의 

70% 이상이 매장됐지만 1992~2002년 사이 

전체 탐사 유정 중 약 3%만 뚫렸다. 탐사 유

정에서 끌어올린 지층 분석 결과를 두고도 

전문가는 정반대 결론을 내릴 가능

성도 있다. 2000대 초 

셸사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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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탐사 파트너인 카인 에너지는 뽑아올린 퇴적층의 석

유 함유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셸은 탐사 지

역을 카인 에너지 측에 떠넘겼고, 카인 에너지는 그 후 3억

8000만~7억 배럴의 원유를 뽑아 올렸다. 따라서 석유 탐사

는 아직 인간의 판단에 의존한다. 동시에 기존의 유전에서 

석유를 뽑아 올릴 때도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 유전은 그 복

잡한 속성 때문에 매우 장기간 집중적으로 채굴한 뒤에도 

항상 매장량의 일부가 남아 있게 마련이다. 석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이젠 고갈됐다고 판단되는 유전도 일정 양의 

탄화수소를 저장했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의 기술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채굴이 불가능할 뿐이다. 

   요즘 평균 원유 채굴률은 추정 석유 매장량

의 35% 정도다. 쉽게 말해 100배럴 중 35배럴

만 채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35배럴 

중 일부만이 ‘확인 매장량’(즉각 생산과 상업화

가 가능한 원유)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이뤄진 

기술 발전 덕에 추출 가능한 원유의 양도 크게 

증가했다. 수평 시추, 수압 분쇄, 물과 천연가스를 주입하

는 방식 등이 동원된 결과다. 이 모두는 평균 채굴률을 높였

다. 일례로 30년 전만 해도 평균 채굴률이 지금의 약 20%, 

60년 전엔 15%에도 못 미쳤다. 미래엔 새로운 기술이 등장

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간단히 말해 새로운 탐사 

방법은 새 유전 발견 없이도 기존의 매장량을 늘렸다. 석유

업계엔 이런 사례가 널려 있다. 가장 놀라운 예는 18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된 컨 리버 유전이다. 1942년 당시 

그 유전의 ‘잔여 매장량’은 5400만 배럴로 추정됐다. 그러

나 그 유전은 그 후 1986년까지 7억3600만 배럴을 생산

했고, 아직도 9억7000만 배럴이 남아 있다. 한 가지 확실

한 사실은 석유 매장량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계속 수정

되며 대개는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 수

십 년간 지구의 석유 매장량을 추정하려

는 모든 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음

이 드러났다. 앞으로 유전이 추가로 발

견되고 채굴률이 높아질 개연성까지 감

안해 내놓은 수치인데도 너무 낮게 잡

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대체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원유가 묻혔을까. 최

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 지질연구소의 이전 작업에 

기초해 계산한 채굴 가능 석유는 2조6000억 배

럴 가량이다. 이 중 1조1000억 배럴이 ‘확인 매장

량’이다. 나머지 1조5000억 배럴은 이미 발견됐

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 그리고 앞으로 높

아질 채굴률 증가분과 향후 발견될 유전에서 나올 

원유를 고려한 수치다. 

   오늘날 세계는 연간 300억 배럴의 원유를 소

비한다(추정 소비 증가율은 매년 2% 이하). 따라

서 만일 IAEA의 추정치가 옳다면 금세기 대부분

을 버티기에 충분한 원유가 있다는 뜻이다. 매장

된 석유를 다 소비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듯하다. 앞서 언

급한 채굴 가능 석유엔 추가로 

추정되는 1조 

배럴을 감안

하지 않았다. 

초중질유, 역

청 편암(瀝靑 

片岩), 타르 모

래 등 기술적

으로 굴착 가

능한 ‘비재래식 원유’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말이

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원을 이용한 석유 생산

은 갈수록 늘어난다. 유가가 워낙 높을 뿐 아니라 

새롭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

런 ‘비재래식 석유’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

이다. 더군다나 IEA가 내놓은 석유 매장 추정치

는 지나치게 낮게 잡은 수치일지 모른다. 그렇다

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오

랫동안 지속될 경우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에너지 

경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까지 극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시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

운 석유 시대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석유의 종말

이 아니다. 석유시대는 어쨌건 금세기 안에는 끝

나지 않는다.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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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제목의 

우리말 표기에 관해서

그런가 하면, ‘분노의 주먹(Raging Bull)’, ‘석양의 무법

자(A Fistful of Dollars)’, ‘애수(Waterloo Bridge)’, ‘사

랑과 영혼(Ghost)’처럼, 칭찬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우리 기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미 우리 정서

의 일부로 굳어진 창작제목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 쪽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 ‘로마의 휴일(A Roman Holiday)’, ‘늑대와 

춤을(Dances with Wolves)’, ‘작은 신의 아이들(Chil-

dren of a Lesser God)’, ‘이창(The Rear Window)’같은 

‘직역제목’들이 있는가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영

어발음을 음가대로 옮겨 적은 제목들도 많습니다. 사정

이 이렇다 보니, 외화제목 표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칙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의가 없다거나, 저속하다

거나, 오류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 그것이 제목을 망

가뜨리는 정도가 결코 작지는 않지만 - 무원칙이 초래

하는 부차적인 문제들이겠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본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일은, 번역이든 외교든 전학이든 이사든, 어

려운 법입니다. 옛 영화의 추억을 더듬다 보면 멋스런 창

작제목이 좋을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

도 문제점은 이내 분명해집니다. 외화 작명의 최우선 고

려사항은 판매수익에 있는데다, 이제는 개봉도 되지 않

고 비데오/DVD로 출시되는 영화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

다 보니, 혼란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수준을 보장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고 즐길 때는 외화의 제목을 어떻게 표기

하느냐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글을 쓰자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군요. 우선 

국내에 개봉 또는 출시되었던 외화제목들 중에는, ‘내일

을 향해 쏴라(Butch Cassidy and Sundance Kid)’, ‘우

리에게 내일은 없다(Bonnie and Clyde)’, ‘젊은이의 양

지(A Place in the Sun)’처럼 멋들어진 창작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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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에브리바디 세즈 아이 러브 유’같은 한

글제목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한글이 표

기할 수 있는 외래어의 음가는 우리가 흔히 생

각하는 것보다 다양하지 못해서, ‘쏘우’, ‘돈컴

노킹’, ‘브로크백 마운틴’, ‘웨딩 크래셔’, ‘시티

즌 독’, ‘브이 포 벤데타’라고 적힌 제목들만 보

고서 뜻을 짐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스센스’처럼 육감이 졸지에 여섯가지 느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울 오브 맨(The Soul of a 

man)처럼 관사는 의례 빼먹어야 하는 줄로만 아

는 습관적 오류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겁니다. 

(관사를 들어내는 전통은 ‘사운드 오브 뮤직’으

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것이죠.) 그보다 훨

씬 더 이상한 국적불명의 제목들도 난무할 터입

니다. 알랭 들롱이 주연한 1980년 영화 Trois 

hommes à abattre(파멸시

    테일러 헥포드 감독의 Everybody’s All-American을 찾으

려는 사람에게 그 영화가 ‘사랑과 정열’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

시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고마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영화를 

도대체 보기는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여인의 음모(Brazil)’, 

‘4차원의 난장이 ET들(Time Bandits)’ 처럼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The un-

bearable lightness of being)’ 같은 멀쩡한 원제를 버리고 굳

이 낮은 데로 임한 ‘프라하의 봄’같은 사례도 있죠. 제일 추한 

것은, 비슷한 캐스팅의 다른 영화들의 지명도에 기대어 대여

순위를 조금이라도 높여볼 얄팍한 심산으로 멀쩡한 영화를 딴 

영화의 속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데미지 2(Stealing Beauty 

-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툴리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입니

다), 레옹 2(Wasabi), 피아노 2(The Man who Cried), 아멜리

에 2 (Le Battement d`ailes du 2000) 같은 짓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As Good As It Gets)’처럼 직역

된 제목이 듣기에도 산뜻하고 의미도 잘 전달하는 경

우도 있겠습니다만, 번역이라고 손쉬운 것은 아닙니

다. ‘Butch Cassidy and Sundance Kid(내일을 향해 쏴라)’가 

개봉직전 국내언론에 “푸줏간 캐시디와 석양의 소년”이라고 

소개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본시 제목이란 상징적

이고, 압축적이고, 때로 중의적인 것이어서 번역이 어렵습니다. 

자명해 보이는 ‘가을의 전설(Legends of the Fall)’만 보더라도, 

이 영화는 ‘...가슴아픈 사랑이 아름다운 가을을 배경으로 펼쳐

지는...’어쩌구,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重意的인 의도가 있기

는 해도 ‘몰락의 전설’이 원뜻에 가까울 겝니다.

    음가로 적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도면 

킬 세 남자)는 ‘트르와 좀므’도, ‘레좀므’도, 심지

어 ‘옴므’도 아닌 ‘호메스’라는 제목으로 버젓이 

스카라 극장에 걸렸던 눈물 나는 일도 있었습니

다. 실화입니다.

    외화제목도 버젓이 우리 문화의 일부를 이룬

다는 면에서 이런 식의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

습니다. 만일 저더러 원칙을 정해보라고 하신다

면, 이런 건 어떨까요. (1) 고유명사는 음가대

로 쓴다 (2) 보통명사와 문장은 번역을 원칙으

로 한다 (3) 단, 숫자나 알파벳 약자는 원어로 표

기한다. 가령, ‘이티’나 ‘외계인’ 대신 E.T.로 쓰

고, ‘제트’가 아닌 Z(1969, Costa Gavras), ‘복수

의 브이’가 아닌 ‘복수의 V(V for Vendett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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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죠. (4) 직역했을 때 오히려 뜻이 더 안통하거나 생경한 

(Matrix - 행렬?, Inventing the Abbotts - 애보트가 발명하기?) 

신조어, 말장난(pun), 중의적 표현 등은 수입/배급사에 재량을 

허락하여 창작/번안제목을 붙이되, 등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목에 대한 토론도 거친다. 이 토론은 검열이라기 보다는, 지적

재산인 저작물의 품질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네요.

    ‘사운드 오브 뮤직’류의 전통이 워낙 뿌리 깊다 보니, “일반적

으로 이해할만 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들은 음가로 표기할 수 있

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긴 합니다. 얼른 생

각해보면, ‘다이하드’, ‘펄프픽션’, ‘어 퓨 굿 맨’ 같은 제목들이 그

런 고민의 선상에 있겠죠. 하지만, 감시자(정부)의 규제가 개입

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점과, 영화제목에도 소설

제목의 번역에 드는 정도의 노력은 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생각하면, 음차식 표기에는 인색하게 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제

정신이라면, 번역소설 제목을 “백투더퓨쳐”라고 놔 둘 번역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외화제목을 한글로 표기하는 일이 만

만치 않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전국민이 영어로 자유롭게 소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 그런 상태는 언젠가 올 것으로 예

상됩니다만 - 이런 고민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제3국의 영화들도 세계시장에서는 

영어제목으로 널리 알려지기 때문이죠. 다만, 

그 전이라도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중 3년 

이상의 영어수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

각하면 외화제목 정도는 영어로 그냥 적는 쪽

이, 최소한 그 음가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

다는 나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편이 

분류와 검색과 의사소통에 더 유리하고, 따라

서 판매와 유통과 소비에도 더 효과적일 터입

니다. 그것은 아마 감상과 비평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상컨대, 업계가 에로비디오 작명에 들이

는 공의 반만큼만 고민해도 엉터리 제목은 많

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연필부인 흑심품었

네, 박하사(朴下士)랑, 인정상 사정할 수 없

다, 라이언일병과 하기, 반지하 제왕, 살흰애 

추억, 털밑섬씽, 여보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놔 

드려야겠어요 등등 낯뜨거운 에로물에만 유

독 재치가 발휘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

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기발한 제목들이 전

부 패러디라는 점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패러디에 능하고 창작에 약한 사회는 냉소적

인 사회입니다.

    기호학자 소쉬르의 의미작용(시니피카시

옹)에 관한 의견을 참고해 보더라도 그렇고, 

제 친구 자녀들의 이름을 도맡아 작명해 주고 

계시는 성명철학의 대가 마포 고모님의 의견

에 따르더라도, 부르는 이름과 불리우는 대

상을 잘 짝맞추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

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은 “내가 그의 이름

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

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

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고 

노래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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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깔리만딴

Papua, Daerah Tropis yang bersalju
파푸아,열대 나라에 눈
Papua Barat yang dahulu bernama Irian Jaya merupakan sisi barat dari pulau 

Nugini. Pulau terbesar kedua di dunia. Sejumlah pegunungan yang melintasi pulau 

ini menciptakan kawasan daratan yang terdiri dari lembah-lembah yang curam 

dan pegunungan yang puncaknya diselimuti salju. Kondisi alam yang sulit seperti 

ini telah mengucilkan sejumlah suku dari pengaruh dunia luar.

파푸아는 예전에는 “이리안 자야 라고 불리웠다. 뉴기니 섬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높은 산을 가로 질러 늪과 계곡으로 줄이어 연계되

어 있으며, 그 높은 산 정상에는 항상 힌 눈으로 덮여 있다. 이같은 자연환경 때문에 이 지

역내의 종족들은 일부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고 지내며 살고 있다.

Desa Pedalaman dan Rawa-Rawa
오지의 마을
Jayapura ibukota provinsi ini, menyimpan banyak tempat-tempat yang menarik 

untuk dikunjungi. Di desa Engros yang terletak di Teluk Yotefa, Anda dapat me-

nyaksikan rumah-rumah panggung. Selain Museum Loka Budaya dengan koleksi 

artefak dari seluruh penjuru Irian Jaya, Universitas Cendrawasih menarik untuk 

dikunjungi karena memiliki sebuah peternakan buaya. Anda dapat menaiki perahu 

di Danau Sentani dan mengunjungi Pulau Apayo, dimana para seniman setempat 

menghasilkan karya seni berupa lukisan berkanfas kulit pohon dan ukiran kayu 

bergaya khas Sentani. Gaya ini menampilkan motif kadal dan ular menggunakan 

zat pewarna alami. Di sebelah timur Sentani di desa Waena, terdapat Museum 

Negeri yang memamerkan kayu besi dan tengkorak hias khas suku Asmat, kepala 

kapak indah dari baliem, serta benda-benda menarik seperti gigi ikan hiu beru-

kuran raksasa.

이 지방도시의 수도는 자야푸라 이

다. 수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것 들이 흥미를 끌고 

있다. 엥로스 마을은 요테파 만에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판자 모

양의 집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리안 자야 전 지역내의 문화

적 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

관이 있다. 그리고 짼드라웨씨 대학

내에 악어 양식장을 비롯하여 매우 흥미로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들은 또한 카누 

보트를 타고 아파요 섬을 방문하면 좋다. 여기에는 이들의 전통 가내수공업 제품과 더불어 

나무 껍질과 짐승 가죽 등을 이용한 센타니 부족 마을의 가내수공업의 특상품 등을 통하여 

이들 자연의 신성함과 신적 삶을 도마뱀이나 뱀을 통하여 자아내고 있다. 센타니 동부 지역 

안선근 교수와 함께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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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나 마을 박물관에는 아스마 종족들의 전통 목각 품 사람 인체 부위 및 돌 도끼 등의 특유의 전통 제품

을 접할 수 있고, 이외에도 대형 톱 상어의 이빨 부위 장식품 등을 접하여 볼 수 있다.

Lembah Agung Baliem yang liar dan misterius merupakan kampong halaman bagi suku Dani, 

Lani dan Yali. Wamena, satu-satunya pemukiman di wilayah tersebut, menggelar sebuah 

pasar tradisional yang mulai buka sejak dinihari dan menawarkan berbagai aneka hasil bu-

didaya maupun kerajinan seperti busur dan anak panah tradisional, koteka, kapak batu dan 

cangkang (cowrie shells). Sebelah selatan Wamena merupakan daerah Suku lani dan Yali 

yang baru mengenal dunia luar selama satu generasi. Pantai sebelah selatan yang berawa 

merupakan wilayah suku Asmat, dengan kota Agats sebagai pusatnya. Masyarakat Asmat 

merupakan nelayan dan seniman ukir yang handal, dan oleh sebab itulah kerajinan ukiran 

kayu Asmat banyak diburu oleh kolektor benda seni.  

름바 아궁 발엠 이라 함은 다니 종족의 자연의 삶 속에서의 미스테리우스와 자연 정글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라니와 얄리는 와메나 지역내에 살고 있는 유일한 종족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은 자신들

의 전통 시장을 열고 있고, 시장은 아침 일찌기 열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이들의 전통 장식품 외에 전통 

사냥 기구의 활 및 화살,코테가,돌 도끼,짱깡(COWIRE SHELLS)등을 볼 수 있다. 나부 와메나 지역내에는 

라니와 얄리 종족이 처음 세대에 현대 문화를 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쪽 한 곳에는 아스마 종족이 아

가쓰 중심 도시에 살고 있다. 아스마 종족은 전통 가내수공업 제품들이 아주 많이 발달 하였고, 오늘날

에는 이들의 전통 가내수공업 제품이 하나의 수집 예술품의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Festival dan Seni Budaya
축제와 전통 예술
Setiap tahun, di dataran rendah Papua digelar pesta Ulat Sagu yang sangat memukau, di-

mana berbagai maraga berkumpul bersama. Setelah masa persiapan yang memakan waktu 

berbulan-bulan, ratusan ulat sagu dipanen dan para anggota klan menari dan berpesta 

bersama sepanjang malam.

매년, 아주 저 지대에 사는 종족들 중에는 울랏 사구(이리안자야 주음식이라 할 수 있음)라는 수확 시

기를 맞이하여 행하는 유명한 축제가 있다. 이 축제에는 여러 부족이 한데 어우러져 행사 준비를 위하

여 몇 달 동안 연습을 한다. 그리고 수백개의 울랏 사구를 수확하는 동안에 부족과 가족 들은 밤새 축

제를 열면서 즐긴다.  

Berpetualang Dalam Kabut
안개속에 방랑객이라
Lembah-lembah yang diselimuti kabut serta pegunungan Papua Barat merupakan surga b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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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eka yang gemar berolahraga melintasi alam (trekking), namun sebagaian besar 

wilayah ini masih belum pernah dijelajahi.Dengan melintasi hutan tropis yang lebat, 

Anda dapat berjumpa dengan masyarakat asli Papua yang hidup di desa-desa yang 

hampir belum bersinggungan dengan pengaruh asing. Puncak tertinggi pegunungan 

Jayawijaya terletak 5.500 m di atas permukaan laut. Puncak ini digemari para pendaki 

gunung dari dalam maupun luar negeri mengingat bahwa ini merupakan satu-satunya 

puncak gunung yang diselimuti salju di sepanjang garis khatulistiwa.

산 골짜기 골짜기 마다 안개 마치 이불로 뒤덮여 쌓여 있는 것과 같으며, 서 파푸아의 경우 자연

을 벗 삼아 트래킹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일부 지역은 사람

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있다. 울창한 열대의 정글 숲을 지날 수 있으며, 그리고 산 안쪽의 기슭

에는 현대 문명이 닿지 않은 전통 원주민의 부족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내에는 자야 위자

야 라는 산은 해발 5.500m 이상의 높은 산이다. 이 산 정상에는 국내에 산악인 들이 즐겨 찾고 있

으며, 특히 이산 정상에는 적도의 만년설을 자랑하고 있다.

Kekayaan Perairan yang Belum Terjamah
물의 위대함을 아직 모르고 있다
Menyelam di perairan Irian merupakan suatu pengalaman eksotis karena daerah ini 

menyajikan beragam kondisi penyelaman, kehidupan laut yang amat kaya, serta peman-

dangan yang menakjubkan di atas maupun di bawah permukaan air. Anda dapat 

mendatangi bangkai-bangkai kapal dan pesawat perang peninggalan Perang Dunia 

Pertama yang kini bersemayam di dasar laut Teluk Cendrawasih yang dangkal maupun 

di pulau-pulau lepas pantai barat Nugini. Di Sorong terdapat Base Camp Pulau Wei 

yang bak surga tropis. Batas pantai dengan pasirnya yang putih bersih dan disekitar 

laguna dengan air jernihnya yang berwarna biru kehijauan ditumbuhi oleh pepohonan 

rimbun yang hijau.

Di sekeliling pulau terdapat terumbu karang yang menghidupi aneka ragam hayati laut 

yang beraneka warna dan ukuran, dari ikan hiu, ikan pari, paus, lumba-lumba, penyu 

dan kerang raksasa hingga gerombolan ikan kakap, ikan parrot, ikan surgeon dan 

banyak sekali yang lain.

이리안 자아내에는 많은 잠수부 들이 이 지역을 찾아 바다 속의 신비로움과 대 자연의 웅장함을 만

끽하고 있다.바다내의 자원은 너무나도 풍부하다. 바다의 위와 아래의 관망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의 신비로움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해저 밑에 전쟁 중에 사용하던 

비행기와 선박이 침몰한 잔재의 흔적도 짼드라웨씨 만 지역내의 얕은 해안을 따라 서 뉴기니 해변

에서 접하여 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소롱 지역내에는 베이스캠프라 할 수 있는 열대의 낙원이라

파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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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는 웨이 섬이 있다. 해안 지역내의 고운 모래

사장과 맑고 깨끗한 푸른 물 그리고 해저내의 산호 및 해

초류의 아름다움은 그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다 속은 온가 모양의 이색적인 아름다운 산호들이 널

리 펼쳐져 있으며, 그리고 상어,가오리,고래,돌고래,거북

이,대합 조개,도미 등의 온갖 열대어 들이 무수히 많다. 

Namun, primadona lokasi menyelam di Irian Jaya 

adalah Raja Ampat. Anda dapat memilih satu 

di antara sejumlah lokasi, seperti : teluk yang 

dangkal, laguna yang berbatasan dengan hutan 

tropis, pulau karang dan terumbu lepas pantai 

yang dihuni oleh spesies fauna dank oral terkaya 

di dunia.

하지만 이리안 자야내의 최고의 잠수 지역은 Raja Am-

pat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해안 지역내의 만이 

아주 앝은 바다 물을 만나게 되고, 해안 지역내의 육지로는 열대의 정글 

숲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해안 지역내의 전 세계내에서 제일 풍부하다 

할 수 있는 산호와 해초류 중심지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섬 주변의 경치

는 정말 병풍처럼 아름답다.

Lembah Rahasia
골짜기의 비밀
Di sebuah desa Dani tidak jauh dari Wamena pengunjung dapat 

menyaksikan mumi Akima, yaitu jenazah seorang panglima per-

ang perkasa yang dikeringkan dengan cara diasap.

와메나 지역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니 마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미 

아까마를 볼 수 있다. 지역내의 주요 인물의 시체를 연기로만 하여 건조

하는 모습을 말한다.

Salah satu suku yang tidak dikenal adalah Suku Korowali yang 

hidup di tengah hutan. Mereka dijuluki ‘manusia pohon’ karena 

kebiasaan mereka mendirikan rumahnya tinggi di atas pepohonan 

hutan.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족으로는 꼬로아이 족으로서 아직도 정글 숲 

깊은 곳에 모여 살고 있다.그들을 “나무의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데, 그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나무 위에 귀틀집 모양으로 지어 놓고 주로 나무

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Untuk mencari ukiran kayu, lukisan batu, Anda dapat mampir ke 

desa Dayo Lama. Daerah Sentani terkenal dengan lukisan di atas 

kanvas kulit pohon dan seni patungnya.

나무 목각이나 그림 등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요 라마 마을을 방문하

면 된다. 슨타이 지역은 이미 나무 껍질 등에 그림을 그리고 목각 등을 즐

겨 만드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Pegunungan
산맥
Daerah Jayawijaya adalah pegunungan muda ketiga dari umum-

nya menurut kondisi bentuk sistemnya. Hampir seluruh sungai-

sungai di Papua mendapat aliran air dari sini.

자야 위자야 산은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지역내에서

도 3번째로 새로운 산 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리안 자야내의 모

든 물의 근원의 흐름 지는 바로 이 산으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고 보

면 된다.

Pakaian Daerah
지역 마을 전통 의복
Kebiasaan Adat

Memotong jari pada wanita menandakan adanya kematian dalam 

keluarga. Sejak kedatangan misionaris, memotong jari sendiri 

sebagai bentuk dari kesedihan telah diganti dengan mengecat 

bagian tubuh dengan bulatan-bulatan warna-warna bumi.

문화적 관습

여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예식은 세상을 뜨게 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안 간

다는 의미이다. 전통 종교적인 관례 의식에서 행하여 지고 있다. 손가락을 

자르고 슬픔에서 벗어나 온 몸에 둥근 원형의 모양 색과 육지의 자연색을 

바르게 되므로써 새로운 세상을 맞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Luas Papua
드넓은 파푸아
Dapat diperkirakan 1200 Km dari Barat ke Timur atau dari Sorong 

ke Jayapura, sementara 736 Km dari Merauke ke Jayapura atau 

dari Utara ke Selatan.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1200KM 또는 소롱에서 자야푸라의 긴 거리이다. 

즉 이는 736KM의 므라우께에서 자야푸라 또는 북쪽에서 남쪽의 긴 거리

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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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대선주자 개인기로 인기몰이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정치지도

자들이 2009년 대선을 앞두고 개인적인 재능

을 이용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현지언론 

및 외신이 보도했다.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는 30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이 담

긴 음반을 발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앨범은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이 시작

되는 중요한 고비에서 발매됐다. 유도요노 대

통령의 노래실력은 2004년 대선에서 유권자

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가 승리하는데 도움

이 됐다. 

그는 28일 저녁 열린 자작곡 앨범 출시 기념

식에서, “사람들은 내 취미를 낚시로 알고 

있지만 나는 음악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고 채널뉴스아시아가 인용보도했다.   

당신에 대한 나의 그리움”(RinduKu Pad-

aMu)이란 타이틀의 앨범에는 사랑과 신에 대

한 감사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실렸다. 유

도요노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써의 책임감과 

한 개인으로써의 느낌을 노랫말과 곡에 담았

다고 설명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2009년 대선에 

도전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가 차

기 대권에 출마한다면, 그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거운동 때 자신이 직접 만든 노

래를 부를 것이 확실하다.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

고 있다. 앞서 전 통합사령관 위란또는 자신

이 직접 발라드곡을 부른 음반을 냈고, 한 라

디오 방송에서 일일 디스크자키로 직접 선곡

한 곡을 방송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에 대

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역시 군 장성 출신으로 2009년 대선 출마

를 선언한 수띠요소 전 자카르타 주지사도 

27일 저녁에 고향인 중부자와 주도 스마랑

의 디뽀느고로대학에서 공연된 자와전통 오

페레타 “마자빠힛 왕국의 태동”에서 주연

인 락스미따 왕자역을 연기했다. 수띠요소도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즐기고, 한 케이

블방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진

행하는 등 엔터테이너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자카르타 내년 1월~2월 홍수 대비

해야 <지질기상청>

[스피드뉴스 자카르타]  이번 우기에 강우량

이 지난번과 비교해 많지는 않을 것이나 자카

르타 지역은 2008년 1월과 2월에 홍수에 대비

하지 않으면 물난리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질

기상청이 27일 경고했다.   

“(이번 우기에) 글로벌 이상기후로 강우량

이 불규칙해 홍수가 예상된다”며 “특히 

1월25일부터 2월10일에 우기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기질기상청 예보관 알리 마삿이 

말했다. 자카르타 남부 지역과 보고르 지역은 

10월말부터, 자카르타 서부 동부 중부 북부는 

11월말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

발리 해변 공놀이 외국관광객 파도

에 휩쓸려 사망

[스피드뉴스 자카르타]  외국관광객들에게 인

기가 높은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에서 집채만

한 파도에 휩쓸려 외국인 2명이 숨지는 사고

가 발생했다고 일간지 템포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26일 오후 6시께 발리, 꾸따 지구, 스미냑 해

변에서 공놀이를 하던 11명의 외국관광객이 

갑자기 닥친 파도에 휩쓸려 이들 가운데 5명

이 실종됐다. 해안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30분

만에 실종자들을 구조했으나, 벨기에인 디그

레페씨(30)와 네덜란드인 부세 마커씨(27)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싱가포르인 제프 메이스

터씨(30)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중태다.

해안구조대 관계자는 안전요원들이 관광객에

게 높은 파도가 예상되므로 해변 가까이 접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해골이 그려진 적색 

깃발을 해변에 세워두었으나, 관광객 중 일부

가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印尼 소뿌딴 화산 폭발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소뿌딴 

화산이 25일 폭발해 인근 마을이 화산재로 뒤

덮였다고 온라인뉴스 데틱콤이 보도했다. 

술라웨시섬 북부지역에 위치한 소뿌딴 화산

(해발 1,783m)은 이날 오전 9시15분에 1,500m 

높이의 모래가 뒤섞인 흰색 연기 구름을 뿜

어내며 폭발했다. 그러나 소뿌딴 화산은 가

장 가까운 마을이 분화구로부터 8km나 떨어

진데다가 다른 마을들도 화산의 반대편에 위

치해 있고, 폭발 전에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지 화산관측소 관계자 샌디 마능케는 화산

에서 20km나 떨어진 지점에서도 폭발로 인

한 열감을 느낄 수 있었고, 관측소 인근 마

을은 검댕으로 뒤덮였으며, 주민들이 화산재

와 가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했다.  

소뿌딴산은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2,160km 

떨어져 있으며, 화산활동이 매우 활발한 활화

산이다. 이 화산이 최근 폭발한 것은 2004년 

12월로 용암이 분출되고 화산재가 북쪽으로 

40km까지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활

화산이 많다. 현재 본섬인 자와섬 동부지역

의 껄룻 화산이 폭발 직전 단계에 접어들어 

최고수준의 경계령이 발효되고 주민들이 대

피한 상태이다. 또한 수마트라섬의 딸랑 화

산도 22일부터 유황을 함유한 고온의 수증

기를 내뿜는 등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경보

가 발효됐다.

말루꾸섬 북부의 가말라마 화산도 수일째 회

색 연기를 분출하며 화산활동이 활발해져 경

보가 발효됐다.

“印尼 켈루드 화산 곧 폭발”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州)의 켈루드 화산

이 24시간 이내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화

산 전문가들이 경고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국의 수로노 국장은 

“켈루드 화산이 고비에 와 있다. 지금 폭발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화산 전문가는 전날 켈루드 화산에서

는 600번이 넘는 진동이 기록돼 폭발이 임박

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켈루드 화산 관측소의 직원 우마르 로사디는 

한달 전만 해도 마그마가 지표로부터 2㎞ 깊

이에서 활동했으나 3주 전부터 700ｍ까지 상

승했다며 “에너지가 축적되면 곧바로 폭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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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산 내부의 마그마 활동이 증가한 것은 

폭발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은 2주 전 화산폭발 경고수위를 최

고단계까지 격상하고 화산 반경 10㎞ 이내 주

민 11만6천명을 대피시켰으나 상당수의 주민

들이 경고를 무시한 채 “화산폭발로 인한 피

해를 정부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를 쓰고 귀가한 상태여서 인명 및 재산 피

해가 우려된다.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9개의 활화산이 있다.

폭탄주 마시고 24명 사상.

[자카르타/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 서부수

마트라주에서 최근 폭탄주를 마시고 8명이 

숨지고 16명이 중태에 빠져 치료 중이라고 민

영방송 SCTV가 18일 보도했다.

서부빠사만군에 거주하는 청년 십여 명이 지

난 15일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이둘 피트리를 

맞아 술파티를 벌이면서, 수입양주에 인도네

시아 전통야자술 ‘뚜악’과 탄산음료를 혼

합한 폭탄주를 마신 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주도 파당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 

가운데 에르윈 씨가 18일 아침에 숨지고 나머

지 16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같은 군에서 청년 

7명이 유사한 방식으로 섞은 폭탄주를 마시

고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과음으로 인

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치사량을 넘어서 사

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감

독청에 이들이 마신 주류 및 탄산음료의 성

분검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할 방침이다.

서부수마트라 해역 대규모 지진 쓰

나미 경고 : 전문가

[자카르타/스피드뉴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고 일간지 ‘메디아 인도네시아’ 인

터넷판이 전문가를 인용 19일 보도했다. 

최근 수마트라 서부 해안 일대의 단층 조사를 

마친 인도네시아과학원(LIPI)의 다니 힐만 지

질연구원은 수마트라섬 서부 앞바다 먼따와

이 군도의 시베루트섬 주변에서 리히터 규모 

8.5~9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만일 강력한 해저지진이 발생

한다면 시베루트섬이 3m까지 융기할 것인 반

면, 벙꿀루와 빠당 해안은 0.5m 침강할 것이

다. 그리고 시베루트섬에 인접한 해안도시인 

빠당이 쓰나미 위험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파당은 저지대여서 해변에서 3.5km까지 쓰나

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민대피훈련을 

비롯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형 참

사를 겪을 수도 있다고 힐만이 경고했다. 

LIPI 조사에 따르면 인도ㆍ호주판과 유라시

아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면에 위치한 먼

따와이 군도 내에 시베루트섬 다음으로 강진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섬은 시뽀라, 빠가

이 그리고 엥가노 등이며 각각 리히터 규모 

8.4, 7.9 및 7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

지를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수마트라 지역 일

대를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구조지

질관측소의 케리 시에 교수는 남아시아 쓰나

미를 일으켰던 단층에 아직도 거대한 압력이 

남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터질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했다.

유도요노 대통령, 2009년 대선 후보 

중 선두; 여론조사.

[자카르타 / 스피드뉴스]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지금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면 예

상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

실로 밤방 유도요노 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서베이 인스티튜트(LSI)의 사이

풀 무자니 소장은 2004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도요노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가 재선에 도전하면 승리할 가

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지고,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전 대통

령과 유숩 깔라 현 부통령과 경쟁한다면, 그

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라

고 7일 밝혔다. 

유도요노와 메가와띠가 경쟁할 경우 응답자 

중 55%가 유도요노를, 35%는 메가와띠를 찍

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도요노와 깔라가 

경쟁할 경우에는 66%가 유도요노를 그리고 

15%가 깔라를 찍겠다고 응답했다.

인도네시아 발전소도 중국 기술이 

대세

[자카르타 / 스피드뉴스]  지금은 전세계 어

디에서나 중국산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 중

국산 제품은 저가를 무기로 전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신발, 섬유, 장난감, 주방용품 

그리고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이 세계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발전소 건설 

분야에도 중국이 진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이 2009년까지 

3년 간 전력 1만 메가와트를 추가하기 위해 

35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발

전소 35개 중 10개 즉 총 발전량 6,900메가

와트는 자와섬에 건설되고, 나머지 총 발전량 

3,100메가와트의 발전소 25개는 자와 이외 지

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데 자와에 건설될 10개 중 8개를 중국기

업이 건설한다. 예컨대 최근에 건설에 착수한 

1,050메가와트 규모의 뻘라부한 라뚜 발전소

는 Shanghai Electric.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건

설을 맡고 있다. 중국 발전분야 대기업 중 하

나인 Harbin Power Engineering도 인도네시아

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PLN은 동부자와에 건설할 600메가와트 규

모의 딴중 아와르 발전소도 중국기업 Chi-

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oration 

(Sinomach)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주로 유럽과 일본 기

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발전소를 건설했으

나 최근에는 저가 공세로 나오는 중국기업

들이 PLN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

다. 총 1천 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

용이 중국기업은 7억~8억 달러인 반면 프

랑스의 알톰이나 독일 지멘스는 10억~11억 

달러이다. “당장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 없

다.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절실하

고, 나중에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라

고 PLN의 에디 위디오노 사장이 말했다. 즉 

중국기업이 PLN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중국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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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가 말했다.

쯔뿌 유전 가스매장량, 자바섬 사용

량 충족
동부자와 쯔뿌 블록(Blok Cepu) 유전의 가

스매장량이 약 5조8천억 입방피트로 자바

섬 전체의 소요량을 충족한다는 추정결과

가 나옴에 따라 동부깔리만딴-중부자와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뿌르노모 유스기안또로 

에너지광물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쯔뿌 유

전개발회사인 엑손모빌 인도네시아와 뻐

르따미나에 정확한 매장량 확인 작업을 가

속화하고 2009년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촉

구했다. 그리고 동부깔리만딴-중부자와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경제성

을 고려해 시행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즈니스/10월20일] 

정부, 인도네시아와 인력송출 MOU 

갱신
노동부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엘만 수빠르노 인도네시아 

노동이주부 장관과 만나 인도네시아 인력

의 송출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

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갱신은 2004년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 기간(2년)이 만료

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새 양해각서에 ▲외국인 근로자

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 및 총액

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 준비 상황에 대

한전산 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

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

명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고용을 원하

는 사업주는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

터(1588-1919)에서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

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노동부는 덧붙

였다. 한편 올해 8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

자 57,856명이 외국인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해 취업하고 있으며 이 중 인도네시

아 근로자는 5,400명(9.3%)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뉴스/10월4일]

라삔도 진흙물, 31년간 분출된다: 과

학기술부
동부자와주 시도아르조군 PT 라삔도 가

스전에서 분출되고 있는 진흙물이 앞으로 

31년은 계속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

다. 인도네시아 과학기술부 천연자원 기

술연구조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

도아르조 지하에 매장된 고압의 진흙물은 

11억5,500만 입방미터로 현재와 같은 압력

과 기온 등의 조건이라면 일일 10만 입방

미터가 분출돼 31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진흙물 분출 현상

은 mud volcano로 분류되며, 이 같은 현

상이 장기화되면 분출구를 중심으로 지반

침하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재 분출되고 있는 진흙물은 짠물(88.200 

m3/일)과 진흙, 모래, 가스가 혼합된 바다 

침전물(37.800 m3/일)이며 지표면에 분출

되는 순간의 온도는 섭씨 100도이다. [비

즈니스/10월20일]

인도푸드, 바이오디젤 사업 참여  
세계 최대 라면회사 인도푸드(PT Indofood 

Sukses Makmur)가 1,250억 루피아 상당

의 팜오일플랜테이션기업 세 개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바이어디젤 사업에 참여

할 계획이다. “바이오디젤산업 참여는 우

리의 장기목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팜오일 경작지를 필요로 한

다”고 인도푸드의 토마스 지에 사장이 

월요일(10/16) 주주총회를 마친 후 말했

다. 그는 현재 인도푸드가 보유하고 있는 

플랜테이션은 138,000헥타르이고 2015년까

지 250,000헥타르로 확장하고, 연간 생산

량 1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

다. 인도푸드의 식용유 및 유지 분야 자회

사인 PT Salim Ivomas Pratama의 주주들

은 PT Mentari Subur Abadi, PT Swadaya 

Bhakti Negaramas 그리고 PT Mega Citra 

Perdana 등 세 개의 플랜테이션기업의 주

요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들 

세 업체는 남부수마뜨라, 동부깔리만딴 및 

중부깔리만딴 등지에 85,541헥타르의 플랜

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푸드는 이

미 정부로부터 연간 225,000톤의 팜오일

(CPO)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인도푸드는 우선 식용유의 국내수

요를 충당할 수 있는 CPO를 생산한 후 바

이오디젤생산에 착수할 것이다. “현재 우

리 CPO 생산량은 우리 식용유공장이 필요

로 하는 양의 50%만 충당하고 있다. 5년 

내에 식용류를 위한 CPO를 자체적으로 충

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바이오

디젤공장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

했다. [자카르타포스트/10월17일]

印尼 대통령 가수 데뷔한다 
- 본인작곡 10곡 음반수록… 英근위대도 

앨범계약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영국 근위대가 잇따

라 정식 뮤지션으로 데뷔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현직 대통령 수실로 밤

방 유도요노가 가수 데뷔 앨범을 내놨다. 

‘My Longing for You(너에 대한 나의 열

망)’란 제목의 이 음반에는 유도요노 대

통령이 직접 작곡한 10곡이 실렸으며, 사

랑과 종교에 관한 노래가 주로 담겼다. 인

도네시아의 유명 가수들도 참여한 이번 앨

범 수록곡 가운데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 9월 호

주에 방문했을 때 쓴 곡도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빡빡한 업무 일정 가

운데 짬을 내 보통 사람처럼 나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며 “노래 한 곡을 작곡하

는 데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사이

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유도요노 대통

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도 종

종 노래 솜씨를 선보인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위란

토 전 군 총사령관이 ‘그대, 인도네시아

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앨범을 내고 난민

돕기 모금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위

란토 전 사령관은 오는 2009년 대선 후보

로 나서 유도요노 대통령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에서는 로열 스코츠 근위대가 최

근 유니버설뮤직과 100만파운드(약 18억

6000여만원)짜리 음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앨범에는 백스트리트 보이스와 작

업했던 존 코헨이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군

악곡 외에도 폴 매카트니와 로드 스튜어트

의 곡이 드럼과 백파이프 연주가 가미돼 

재해석된다. 판매 수익금은 군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印尼서 AI 기승…총 89명 사망 
인도네시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작

년에 이어 올해도 기승을 부리면서 매주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 통산 AI 희생자 수

가 89명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24일 수도 자카르타 

외곽 탕게랑 지방에서 네살배기 여자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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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변종 AI 바

이러스에 감염돼 지난 22일 숨졌다고 밝혔

다. 역학조사 결과 이 어린이는 이웃집에

서 기르다 죽은 닭과 접촉한 뒤 지난 13일

부터 고열 등 전형적인 AI 증세를 보여 병

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0명이 AI에 감염돼 이중 89명이 숨

져 세계에서 AI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AI가 기승을 

부린 작년에 이어 올 들어서도 벌써 사망

자 수가 44명에 이르러 매주 1명꼴로 희생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33개주 

가운데 30개주의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한

데다 1만8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국가여서 발병 진원지를 찾지 못해 AI 퇴

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한국, 인도네시아 무역보복 

직면”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이 인도

네시아로부터 무역보복을 받을 위기에 처

했다고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밝혔

다. WTO 분쟁중재기구는 지난 2005년, 한

국이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정

을 내렸지만 한국측의 이행이 충분치 못하

다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인도네시아는 빠르면 다음달 19일 소집되

는 WTO 분쟁중재기구 회동에서 보복권 발

동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

면 WTO 규정에 따른 신흥국간 첫 무역보

복 케이스가 될 전망입니다.

칼리만탄 오랑우탄 10~20년내‘멸

종위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은 세계적인 멸종위

기 동물인 오랑우탄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전 세계에 3만마리도 못 되는 오랑우탄만

이 남아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칼리만탄

에 서식한다. 칼리만탄 남부 딴중푸팅에는 

‘캠프 리키’라는 이름의 오랑우탄 관찰

구역이 있다. 이 곳은 유명한 인류학자 루

이스 리키의 제자로 제인 구달 등과 함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로 꼽히는 캐나다 출

신 여성학자 비루테 갈디카스가 35년 전에 

만든 연구용 캠프에서 비롯됐다.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딴중푸팅은 붉

고 검은 강의 지류들을 따라 보트를 타고 

한참을 거슬러올라야 하는 오지(奧地)지

만, 이곳에서도 오랑우탄들은 궁지에 몰려 

있다. 2003년 조사 때 딴중푸팅에는 오랑

우탄 5000마리 이상이 사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지난해 극심한 건기 때 산불이 나 

많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넓이 50㎢

의 캠프 리키 구역 안에는 불과 20~30마

리 정도가 살고 있을 뿐이다. 캠프 리키

의 관리인인 체쳅(32)은 “작년과 올해엔 

구역 안에서 새끼가 2마리씩밖에 안 태어

났다”며 숫자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걱정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대로라면 10~20년 

내에 오랑우탄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LS전선 印尼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LS전선은 16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

(ICT)교육센터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교류

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 원조사업 일

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센터는 총 300만달러 규모로 자카

르타 인근지역 버카시 지역에 세워질 예

정이다. LS전선은 유·무선 종합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컴퓨터 등 정보기술

(IT)기자재 공급과 고급 인력 양성을 위

한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교육 등을 실

시하게 된다.

LS전선은 시스템통합(SI)사업 진출 이후 

방글라데시, 이라크, 우크라이나, 우즈베키

스탄 등 IT인프라 구축사업 등 이 분야에서

만 총 1500만달러 이상의 수주를 올렸다. 

한편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IT,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시스, 印尼 경찰청에 원격감

시시스템 수출  
SK텔레시스는 최근 인도네시아 경찰청과 

1323만달러 규모 `무선방식 원격감시 시스

템` 구축 1단계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

했다. 이 시스템은 주요 지역에 원격 카

메라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중앙센터로 

동영상과 감지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EMS(Emergency Management System)`와 

유ㆍ무선, 위성을 통합한 `CDS(Computer 

Dispatch System)`, 그리고 차량 위치를 추

적하는 `VLS(Vehicle Location System)`로 

구성된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발리나 자카르타 등지에서 발생한 폭탄 테

러 사건 이후 테러방지와 사후 추적 시스

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요구로 추진됐

다. SK텔레시스는 이에 따라 우선 발리지

역에 시스템을 적용하고 2008년 자카르타 

등 4대 도시와 추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학준 SK텔레시스 대표는 “이번 프로

젝트 수주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업

체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 따낸 쾌

거”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기

대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말聯 경찰, 印尼 여성 엽기적 성폭

행… 외교 문제 비화 
임신 여성 성폭행, 외교관 부인 감금 등 

인권침해 속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여성 가사노

동자가 불법외국인노동자 단속요원에게 

성폭행과 육체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

져 두 나라간 외교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온라인뉴스 데틱콤은 비정부기구 ‘이주

노동자 보호’의 보고서를 인용, 말레이시

아 조호르 바루 지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

하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렐라(RELA)라는 

불법외국인노동자 감시단의 요원에게 한 

달여 동안 감금돼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

진 채 성폭행 등 육체적 학대를 당한 사실

이 드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의 반말레이시

아 정서를 자극했으며, 이웃국가간 외교분

쟁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월 초엔 말레이시아 경찰이 임신

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성폭행한 사

건이 발생했으며, 주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대사관의 외교관 부인이 수도 쿠알라룸

푸르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불법노동자

로 오해받아 감금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

가라데선수권대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가

한 인도네시아인 도널드 코로피타 씨가 불

법노동자로 오해를 받고 말레이시아 경찰

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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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고 본국으로 후송됐다. 

이에 흥분한 인도네시아 국민이 자카르타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을 비롯한 전국

의 주요도시에서 연일 과격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고, 결국 말레이시아의 압둘라 바다

위 총리가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국회 정

치외교위원회의 유스론 이자 마헨드라 부

위원장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렐라 조직의 

해체와 말레이시아 여행경계령을 발령할 

것을 촉구했다. 줄키푸리 하산 의원도 말

레이시아 당국의 만행에 대한 자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디노 파띠 잘랄 대변

인은 “외교관 부인 감금 사건으로 양국관

계가 단절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최선의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는 약 160만명의 인도네시아

인이 가사노동자 및 농장과 건설 인부 등

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만명 

가량이 불법 체류하고 있어, 불법근로자 

문제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국산 첨단 감시 시스템 인도네시아 

경찰에 수출
SK텔레시스 1단계 공급 위성과 이동통신

을 활용한 국산 이동통신 원격시스템이 인

도네시아 경찰의 ‘실시간 순찰차 감시체

제’에 사용된다. SK텔레시스는 최근 인

도네시아 경찰청과 ‘무선 원격 감시시스

템 구축 사업’의 1단계 프로젝트(1323만 

달러 규모)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10일 밝

혔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발리와 자

카르타 등지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잇따

르자 현지 경찰청이 테러 방지와 사후 추

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지역에 

원격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고, 순찰차

에 첨단 이동통신 감시기를 달아 실시간

으로 경찰청 중앙센터에 해당 지역 동영

상 정보를 무선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데

이터 전송 수단으로 이동통신과 위성을 

사용하고, 범죄 차량을 찾아내는 위치 추

적 기술도 쓴다. SK텔레시스는 내년 상반

기까지 발리 지역에 이런 원격 감시 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회사 박철민 

글로벌사업팀장은 “모토로라·알카텔 등 

세계적 정보기술 업체들과 경쟁해 계약을 

따냈다”며 “1단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끝내면 2, 3단계 사업도 수주할 가능

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은 2단계로 내년 말까지 자카르타 등 네 

개 주요 도시에, 3단계로 2009년부터 인

도네시아 전역에 원격 감시 체제를 구축

할 계획이다 

 

印尼 “東亞 지역안보.정치안정 기

여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을 환영했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

번 정상회담이 남북의 우호관계와 성숙한 

신뢰를 부양하고 중대 사안을 해결하기 위

한 화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이번 정상회담이 동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정치안정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타라통신은 7년만에 남북정상이 만나 한

반도 평화구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역

사적인 회담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노대통

령이 200㎞를 달려와 김 국방위원장의 영

접을 받은데 이어 남북간 공동번영과 평화

통일을 주제로 정상회담에 들어갔다고 보

도했다. 한편 자카르타포스트를 비롯한 주

요 일간지들은 3일과 4일 연속해 남북정

상회담 소식을 1면 머릿기사와 사설로 비

중있게 다뤘다.

‘RF온라인’, 4일부터 인도네시아 

부분 유료화 본격 돌입  
CCR(대표 윤석호)는 오는 4일부터 자사에

서 개발한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RF온

라인’의 인도네시아 서비스가 부분 유료

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RF온라인’의 인도네시아 서비스

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리토’는 이번 

부분 유료화에 맞춰 홈페이지에 아이템 상

점을 개설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타겟층인 20~30대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한 온, 오프라인 광고 및 프

로모션을 전개 중이다.

특히 이번 ‘RF온라인’은 부분 유료화는 

인도네시아 IT 사업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서도 이슈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

고 있다. ‘RF온라인’은 지난 8월 현지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고 동

시접속자 1만3천명 기록했으며, 일일 이용

자수가 5만 명을 넘은 상태다.

CCR의 윤석호 대표는 “’RF온라인’의 

동접수, 신규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세를 보이고 있어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

만간 인도, 베트남, 태국 등지에도 추가로 

진출해 명실 공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임

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印尼 자바-수마트라섬 잇는다 
- 총연장 26.6km…건설비 100억弗 대역사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숙

원 사업인 본섬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을 잇

는 총연장 26.6㎞의 순다해협 교량 건설

에 곧 착수할 전망이라고 현지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 교량은 인도네시아 주요 섬 가운데 가

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자바섬(약 1억

3천만명)과 2위인 수마트라섬(약 4천8만

명)을 잇게 돼 인도네시아의 경제활성화

와 두 섬간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두 섬은 20km 가량 떨어져 있으

나 3시간 가량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바섬 최서단에 위치한 반텐주의 라투 아툿 

초시아 주지사는 이달초 반텐 주정부와 람

풍 주정부, 아르타 그라하 컨소시엄간에 총 

100억달러(약 9조2천억원) 규모의 순다해협

교량 건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이 프로젝트가 급물

살을 타게 됐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반텐주 메락 항구와 람풍주 바카우헤니 항

구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2만5천여대에 이

르고 인구는 7만여명이 이동하고 있으며 연

간 120만t의 석탄이 수송되고 있다. 

현수교 방식으로 건설되는 이 교량은 진입

로를 포함, 총연장 26.6㎞, 해상 교량구간 

20㎞, 폭 65~70ｍ, 해수면에서 높이 70ｍ

의 규모로 2009년 착공해 2014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1만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로 섬 간

에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물류의 이동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

는 교량건설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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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한국무역진흥공사   574 1522
한국국제 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 1 8 , 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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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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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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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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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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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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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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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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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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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이드
 방송사
K-TV         525 2922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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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서라벌         572 3475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신문, TV
동아일보        720 6802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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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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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삼성 화재        520 5511
LIG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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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4786 6502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생활정보 가이드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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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리 앤 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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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기타
스폰지       7095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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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스파이가 되어야만 했던 여인, 그녀의 표적이 된 남자.

그들의 슬픈 사랑 

1942년 상하이-회한 

막 부인(탕웨이)이 카페에 앉아 과거를 회상한다. 그녀가 왕치아즈라 

불리던 그 때를….

1938년 홍콩-시작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영국으로 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왕치

아즈는 대학교 연극부에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무대에서 무엇인가를 

조선시대,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궁녀들의 비밀 

조선시대 구중궁궐, 서까래에 목을 맨 궁녀의 시체가 발견된다. 

숨막힐 듯 엄격한 궁궐 안. 왕 외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후궁 희빈을 보좌하는 궁녀 월령이 서까래에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된다. 

검험을 하던 천령은 월령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 기록

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감찰상궁은 자살로 은폐할 것을 명령한다. 하

지만 천령은 자살로 위장된 치정 살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독단적

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미궁으로 빠져드는 사건, 진실을 묻을 수밖에 없는 궁녀들. 

죽은 월령의 연애편지를 발견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 천령.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습격하고 편지는 사라진다. 발견자 정렬을 시작으로 유력한 

용의자들을 심문해 보지만 궁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점점 커져만 가는 비밀이 궁을 뒤덮는다. 

한편, 감찰상궁은 궁녀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행실이 바르지 못한 궁

녀를 공개 처벌하는 연중행사 ‘쥐부리글려’의 희생양을 골라 월령을 죽

인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시키고 사건을 무마시킬 계획을 세운다.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것을 우려한 천령은 진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

궁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

는 것일까?

색 . 계

느낀다. 연기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연

기에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왕치아즈는 무대 위에서의 떨리는 그 느

낌, 그 찰나의 순간에 매료된다. 그러나 연극부는 연극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급진파 광위민(왕리홍)이 주도하는 항일단체. 그들은 친일파

의 핵심인물이자 모두의 표적인 정보부 대장 ‘이’(양조위)의 암살계획

을 세우고 광위민에게 마음이 있던 왕치아즈는 친구들을 따라 계획에 동

참한다. 그녀의 임무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이의 아내(조안첸)에게 접

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이에게 가까워 지는 것. 계획대로 이에게 접근한 

왕치아즈. 처음 본 순간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서로에게 끌리지만 경계를 

풀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이 진행되어가던 중, 이는 상하이로 발령이 나

고 계획은 무산된다.

1941년 상하이-재회 

홍콩에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던 왕치아즈에게 광위민이 찾아와 다시 막 

부인이 되어 더욱 권력이 강해진 이의 암살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 이에 또 다시 만나게 된 왕치아즈와 이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무언가 깊은 감정이 자신들의 속에 자리잡았음을 느낀다. 관계가 거듭

될수록 이는 점점 경계를 풀고 그녀를 더욱더 깊이 탐하게 된다. 몸을 던져 

마음을 얻은 왕치아즈 역시 연기가 아닌 실제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1942년-절정 

두 사람은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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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마돈나  

 
 저자 오쿠다 히데오 | 역자 정숙경 | 출판사 북스토리  

 부하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걸 GIRL』『공중그네』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 소설집. 작가의 이전 작품 『걸 GIRL』이 

여자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소설이라면 『마돈나』는 남자들의 좌충우돌을 통해 각자가 담고 있는 애환들

을 끄집어내고 있다. 표제작 「마돈나」에서는 신참 부하직원 도모미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는 

마흔두 살의 결혼한 지 15년차인 하루히코 과장 이야기를 담았다. 

하루히코 과장은 영업3과로 온 신참 부하직원 도모미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만

다. 불행하게도 이성으로써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 있는 여자 도모미는 하

루히코의 이상형이었던 것. 하루하루 가슴을 콩닥거리며 상상 속의 연애를 즐기면

서, 교묘하게 집의 방향이 같은 남자직원과의 퇴근을 막고, 도모미에게 잘 보이기 위

해 젊은 사람 취향의 새 양복도 사는 등 노력을 한다.

 

이밖에 비보이가 되길 희망하는 고2 수험생 아들을 둔 요시오의 이야기「댄스」. 치

열한 최전선에서 영업 일을 해온 마흔네 살의 온조 히로시.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능

력을 인정받아 이제 국장 후보로 출세 코스인 총무부로 발령을 받았지만, 평화롭고 한

가로운 부서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총무는 마누라」등 5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양장본> 

와인의 기쁨  
 
 저자 아기 다다시 | 역자 설은미, 권은정 | 그림 오키모토 슈 | 감수 이준혁 | 출판사 중앙북스  
 

<신의 물방울>의 원작자가 말하는 와인의 세계! 

우리나라에 와인 열풍을 몰고 온 베스트셀러 만화 <신의 물방울>의 저자 아기 다다시의 와인 

에세이, 『와인의 기쁨』 제1권.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의 원작자이면서 와인 전도사로서 활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와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아가 좋은 와

인으로는 인생의 항로까지 수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한다. 

이 책은 저자가 ‘DRC 에세조 1985년’을 마신 후,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다’라는 사

실을 깨달아 묘한 와인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여정 속으로 유쾌하게 초대하고 있다. 프랑

스와 이탈리아의 와인 등급 등 와인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전문

가의 평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맛과 향에 따라 와인을 선택하여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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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저자 이지성 | 출판사 다산북스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그녀의 성공 비결 14가지! 

과거 르윈스키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은 힐러리가 클린턴을 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힐

러리는 남편 곁을 지키며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고 과거 그녀를 냉대하던 대중들의 마음까지 사

로잡았다. 그 후 상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은 여자 힐

러리의 저력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감이다.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은 두려움을 강한 자신감으로 바꾸는 힐러리 스타일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도록 돕는다. 저자는 대학시절부터 소외 계층을 위

해 일해온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자 자신있게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닮고 싶은 여성 힐러리의 

성공 스타일을 14가지로 정리하였다. 이기겠다는 신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의 노력을 지속

적으로 해 나가는 습관,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영향력을 키우는 자신감, 장애물을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 힐러리의 성공 비결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힐러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와 성공하는 여자들의 독서법과 글쓰기 노하우에 관해서도 소개하였다.

자살가게 [양장본]
저자 장 튈레 | 역자 성귀수 | 출판사 열림원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까? 당신의 죽음만큼은 성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가문 대대로 자살용품만을 판매해온 상점. 사람들의 슬픔과 우울을 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이 얄궂은 

기업이 어느 날 끔찍한 적과 마주치나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희열’이다. 이 책은 프랑스의 저

널리스트이자 작가의 장편소설로, 죽음에 굴복하는 인간의 운명을 참신한 블랙유머와 음산하면서도 

기발하게 그려내고 있다. 

가문 대대로 자살용품만을 판매해온 상점. 이 가게에는 목매다는 밧줄, 동맥절단용 면도날, 할복자살

용 단도, 총, 독 묻은 사과, 투신하기 위해 매다는 시멘트덩어리 등 유구한 고전적 자살도구에서부터 

기발하고도 참신한 자살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죽음의 상품이 총망라되어 있다. 인간의 암울한 운

명을 통해 번영을 누려온 이 가문의 골치거리는 그들의 적이 다름 아닌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막내아들 알랑이 문제의 장본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웃는 인상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

과 달리 세상의 밝은 면만 보고 매사에 낙천적인 알랑을 두고 부부는 낙심천만이다. 알렝은 삶을 무

조건 장밋빛으로 보면서 식구들에게 점차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데…. <양장본>

미술관에 간 화학자 - 과학의 프리즘으로 미술을 보다  

저자 전창림 |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밀레의 <만종>이 칙칙해진 것은 아황산가스 때문임을, 렘 브란트의 <야경>은 본래 대낮을 그

린 그림임을, 화가들이 돌연사한 배후에 흰색물감이 있었음을....... 

화학은 세계 명화의 그 모든 비밀과 속내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현미경이며 이야기보따리다. 

위대한 명화들 속에 숨겨진 화학 이야기를 담은『미술관에 간 화학자』. 이 책은 미술의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었던 화가들의 그림 속에 숨겨진 화학을 소개한 것으로 중세 고딕미술에서부터 인상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화학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책은 화학으로 인해 미술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또한 물감들의 화학작용이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흥미롭게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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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행사 및 공지 사항

인도네시아 한인회

법무.투자.지적재산권 상담 안내(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58, 

       Jakarta Selatan

전화: (021)529-60643 

휴대폰: 0816-1911245

상담방법: 면담 혹은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개인법무.투자.지적재산권.

             파산.가사 등 법적인 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변호사.변리사.관재사)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

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

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홈페

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

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

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홈페

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대사관 공지사항

화산폭발 가능성 대비 신변안전 유의 

1. 최근 동부자와주 Kelud 화산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화산폭발 위험

이 높아지고 있어 주재국 정부는 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 등 조치를 취

하고 있습니다. 

2. 화산활동이 활발한 위험지역은 4단계 경보가 발효된 동부자와주에 

위치한 Kelud 화산을 비롯하여 수마트라 서부에 위치한 Talang 화산, 

북부 말루꾸주 Halmahera 섬에 위치한 Gamalama 화산,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을 가르는 순다해협에 위치한 Anak Krakatau 화산 등이며, 북

부 술라웨시에 위치한 Soputan 화산은 10.25 이미 폭발하여 용암을 분

출하고 있습니다.   

3.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여행할 예정

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다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거나, 여행

을 자제하여 주시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소급적용 관련

1.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인니측의 발효지연으로 7월 1일부터 소

급 적용키로 되어 있으나, 인니 일선 세관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

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사관 경제팀(김형태 참사관)에 문의하

여 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Tel 520-1915, Fax 525-4159

3. 아울러, 당관은 인니 재무부와 함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설명

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오며, 상세 사항은 추후 공지하

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1. 외교통상부는 해외위난지역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 또

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한 바, 8.7자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국가 및 사유

  ○ 이라크 : 전쟁중

  ○ 소말리아 : 내전중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납치 빈발

2. 상기 관련,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상세사

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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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류시장 및 Off-Shore 생산동향 설명회 개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와 공동으로 ‘세계의류

시장 및 Off-Shore 생산동향 설명회’를 11월 27일 개최합니다. 세계 의류

시장의 흐름과 아시아 지역 봉제업계 동향 파악을 통해 인니 진출 한국기

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있으시

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사업명 : 세계의류시장 및 Off-Shore 생산동향 설명회 

일  시 : 2007. 11. 27(화),  (28일 (수) - 개별컨설팅) 

장  소 : Hotel Mulia, Gerbera Room 

참석자 : 인니 진출 한국 봉제기업 관계자 

□ 행사 프로그램 

구분 시  간 일     정  

Opening

Session

10:00~10:05 개회인사 및 참석자 소개 KOTRA 관장

10:05~10:10 인사말씀 봉제협회장

10:10~10:15 격려사  

SessionⅠ 10:15~12:00

세계 의류시장 동향 

- 세계의류시장 교역동향

- 선진국(미국)의 의류시장 현황

- 아웃소싱 동향 및 진출방안

장용훈 부관장

(KOTRA 뉴욕)

 12:00~13:15 오  찬  

Session Ⅱ 13:15~15:15

Off-Shore 생산동향 설명회

- 아시아 Off-Shore 공장의 현실

- 아시아 생산기지 여건 변화 및 전망

김형덕 컨설턴트

 15:15~15:30 Coffee Break  

Session Ⅲ 15:30~18:00

관리기술 교육 (생산통제기법)

- 선진기업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 인센티브 시스템 등 조직관리

김형덕 컨설턴트

제8회 한인미술협회 정기전
한인미술협회에서는 금년도 정기 전시회로서 인도네시아, 네덜란

드 화가들과 함께 국제전 형식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교민여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7. 11. 28 ~ 12. 4

장소: Jl. Prapanca Dalam No.6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오프닝: 2007. 11. 29(수) 오후 5:00

그/림/이/야/기 그 첫번째 전시회

‘다름’ 그 ‘아름다움’

오프닝 행사: 2007.11.10(토) 오후 17시

전시기간: 2007.11.10(토) ~ 13(화) 10:00~18:00

장소: 한마음 교회

Jl. Terusan Hanglekir 2W 33 Jakarta Selatan

Tel: 021) 720-8014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

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 / 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 인천 21:55 / 06:45 +1 매일

KE627 인천 > 자카르타 15:20 / 20:30 매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0:50 / 08:40 화,목,금

KE629 서울 > 덴파사르 17:30 / 23:30 월,수,목

KE630 덴파사르 > 서울 03:40 / 11:30 월

KE629 서울 > 덴파사르 20:10 / 02:20 +1 일

2. 기간: 2007년 10월 28일 ~

3. 전화번호: 021) 521-2175 / 2176 / 2177 / 2180

4. Fax 번호: 021) 521-2184 / 521-2179

5. E-mail: hyunmelee@koreanair.com( 한국어)

         stuty@koreanair.com (영어/인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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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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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원 등록 안내
1.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
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2. 등록절차

구비서류 
여권, KITAS (KITAP) 사본 각 1부. 
사진 (2x3) 2장. 
등록신청서 작성 (한인회 비치)

한인회원증 발급

3. 회비납부
- 개인 USD 12 / 년 
- 가족 USD 20 / 년

4. 회원혜택
- 의료 협정 체결 병원(국내)에서 진료 시 의료혜택(표-1 참조)
- 한인회 지정 가맹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추후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공지) 
- 한인회 도서관 이용, 무료 대출 
- 무료 법률상담실 이용

의료혜택 병원

번호 의료기관 전화/팩스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5114
팩스: 02)313-9028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 의료원

(용산, 필동)
전화: 02)748-9900
팩스: 02)798-474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20% 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 할인
  (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전화: 02)970-1622
팩스: 02)970-129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전화: 02)2639-5021
팩스: 02)2676-098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전화: 02)2650-2611
팩스: 02)2650-5051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618~9
팩스: 958-960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여자: 유방, 자궁암검사 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전화: 02)3010-3114
팩스: 02)3010-3113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전화: 02)2290-9550~2
팩스: 02)2290-9567
ich@hmc.hanyang.ac.kr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국민건강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일반수가 : 1) 행위료 : 국민건강수가의 2배 적용

2) 의약품, 진료재료 등 : 국민건강수가의 1.5배 적용
3) 일반수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한인회 등록 신청서 (남,녀)

                         일자 :

사진(2X3)
성  명

(한글)

(영문)

생  년  월  일

한국
본  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인도네시아
1                             Tel.

2                             Tel.

회사명
및

주소

1                             Tel.

2                             Tel.

입국일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비 자 (상용), (취업), (기타) KIM’S
NO. :

유효기간 :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여권번호 유효기간

                        20       .         .          .   (서명)

(증명사진 2매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