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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에서 시트, 기내 편의시설까지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향해

대한항공의 더 큰 고객사랑이 시작됩니다.

한인뉴스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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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며
한인뉴스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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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한인사회 구석구석의

소식들을 전하고

교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까운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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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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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밝히며

무릎 쯤에서

올 곧은 나무 정수리를 보면

흔적의 시간

하얗게 녹아 내려

향 그런 걸음이 되고

처음이

지울 수 없는 약속이듯

하늘 가득 빛을

담아 낸다

그리움 쏟아

우리들의 밤을 풀고

질곡의 설움마저

힘껏 밀어 놓는다

찬 바람 앞에서

꽃이 되는 가슴앓이

이 땅에

발을 묻는

신세스러움과 메마른 영혼

익지 않은

풍경으로 달린다

늘 길 위로 나서서

바라다만 보는

그

눈 시린 응시가 있어

여태도

아물지 않은 염원의 불

잊혀져 가는 꿈 자락에

밝혀 두자

한인뉴스 창간 10주년 축시

김 명지 월화차문화원장께서
한인뉴스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지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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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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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1996년 7월 15일 한인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태어난 한인뉴스가 어느덧 열 돌이 되었습니다. 8면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초판을 발행한 이후 1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

만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수고로 한번의 결 호도 없이 발행되면서 이젠 한인사회의 중심적 메신

저로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인사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로 성장했으며 차지하는 중요도 

또한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커뮤니

티를 대변할 수 있는 소식지가 10년 동안 정기적인 월간발행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지속될 수 있었

다는 것은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인뉴스는 지난 10년간 세 가지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는 한인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충실하게 전달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정보교류내

지는 의사소통의 통로역할을 맡아 한인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조화롭게 결집시켜나가는데 도움

이 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스스로 한인사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립해 나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바른 재외동포

의 삶을 조명하고 선도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자칫 외국에 거주하면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한인사회

의 정체성 확립을 고취시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니 양국간의 신뢰와 이해의 지평

을 넓히고, 세계한인사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수집, 교환함으로써 이국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

고, 모국 정부 및 재외동포 재단의 해외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세계한인사회의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발행 10주년의 한 획을 그은 한인뉴스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질 높은 도

약의 날개를 달겠습니다. 한인뉴스는 회원들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회원들이 참여하는 구성과 기

획을 통해 교민들이 항상 곁에 두고 싶어하는 절친한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는 큰 

여백을 지닌 도화지와 같습니다. 교민들의 다양한 삶이 그려지고 개성적인 빛깔로 채색되어질 수 있

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해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한인사회와 함께 쑥

쑥 커나가는 한인뉴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승 은 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 한인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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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한인뉴스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인뉴스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생

활정보지로서 한인들 간의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한인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

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이제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보다 나은 한인사회 건설을 위해 헌

신적인 노력을 해왔고 주재국의 행.불행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재난상황에

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우리 한인사회의 건실한 발

전과 자국에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위상을 높여 가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힘이 되었고 견인차 역할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한.인니 관계는 단순한 우호협력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양

국 간 무역규모가 이미 10위 이내로 성장하였고, 인니는 한국의 5위의 투자대상국으로서 1,000개 

이상의 우리 업체가 투자 진출함으로써 경제교류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류가 확산되고 

관광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문화적으로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뉴스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밤하늘의 한 개의 별이 망망대해의 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바삐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혜의 보고가 되고,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망각되지 않도록 정

신적 지주 역할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인뉴스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6. 7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이 선 진

이 선 진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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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 뉴 스 에  바  란 다

지방-수도권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길

한인뉴스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단 한번의 결호도 없이 

지속적적으로 발행되어 한인사회의 이모저모 소

식들을 알리고 알찬 기획기사들로 재 인도네시

아 한인들에게는 유용한 현지정보 제공처로서 한

인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감사드

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동안 관계자 모든 분들

의 노력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민 소식지로 

발전되었지만 현재에 안주 하지마시고 그동안 쌓

은 많은 경험과 기량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시

어 모든 한인들이 즐겨 읽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다음 호가 어서 발간되길 모두가 

기대하는 알찬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에 있는 한인 사회의 소식도 가급적 

많이 발굴, 더불어 전해주심으로써 수도권 지역

의 한인들과 지방의 한인 사회를 하나로 묶고 서

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정보 체제가 구축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인뉴스 발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더 큰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

다. 

한 충 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장

부인회 회원들을 위한 유익하고
알뜰한 정보도 소개해 주시길....

세상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여 시대변화를 좇지 못했던 

우리의 옛 시절이 생각납니다. 10여 년 전만해도 이곳 

인도네시아 교민들 또한 구전으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창간 10주년을 맞은 한인뉴스가 한인사

회의 주요하고 유익한 정보지로서 자리매김하고 한인

뉴스를 받아보는 우리 교민들의 기쁨 또한 날로 더합

니다.

이곳 한인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흐름과 한

인회원들의 활발한 소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귀한 옥

고들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 한인뉴스가 

갈수록 귀하게 느껴집니다.

매달 정성을 다해 애쓰시는 모든 한인뉴스 관계자 분

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부인회 회

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교육, 한

국음식 소개, 알뜰살림 법 등의 정보도 실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한인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이곳 교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가교역할을 잘 담당하여서 우리 한인사회의 밝고 

어두움이 잘 조명되고 더욱 활기차고 아름다운 한인사

회를 이루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보매체로서 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드리며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축하 드립니

다.

채 영 애
재 인니 한국부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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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한 인 뉴 스 에  바  란 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제 책꽂이 한켠에는 자카르타에 근무한 지난 2년 동안 

받아본 한인뉴스가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KOTRA 무

역관은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신문, 잡지 등 많은 자료들

이 들어오고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들은 바로 바

로 처분을 하는데, 한인뉴스는 만든 분들의 정성이 느껴

져서 차곡차곡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 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니 더 없이 축하할 일입니다.  지

난 10년간 한인뉴스 발간을 위해 애쓰신 편집위원 여러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외근무를 많이 하는 KOTRA의 특성상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고 또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인도네

시아 한인회만큼 잘 단합된 한인회는 본 일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가 10년동안 단 한차례의 결호도 없이 발간되

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인회가 탄탄하다는 것을 말해 줍

니다. 한-인니간 교역이 지난 2004년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30억불을 넘었는데, 그 

바탕에는 한-인니 교류 확대를 위해 애써 오신 교민 여

러분들의 노력이 배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인 뉴스는 교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지금도 한인뉴스는 대기업 사보에 못지않

은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 있지만 앞으로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수라바야나, 메단 그리고 멀리 깔라만탄이나 이

리안자야의 교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한인

뉴스가 정말로 인도네시아에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들

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 경 선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장

사랑합니다 한인뉴스 

남산 타워 전망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 서울

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날씨가 맑은 날은 멀리 개성의 

송악산까지도 보입니다. 한인뉴스를 보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다양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러한 한인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지

난 10년 동안 한인뉴스의 모습이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처음은 얄팍한 타블로이드판으로 시작한 한인뉴스는 늧 

가을에 보리씨를 뿌리기 위하여 쟁기로 갈아놓은 밭 같

았으나 이제는 겨울 추위를 잘 참고 탐스럽게 자란 보리

가 바람에 물결치는 봄날의 보리밭 같기도 하고 화려한 

꽃다발 같기도 합니다. 컬러풀한 외모와 실속 있는 내용

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당시 한인회 사무국장이 좋은 한인뉴스를 만들어 보려

고 애쓰던 모습이 그 뒤를 이어 편집을 맡은 분이 여기 

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며 발바닥으로 한인뉴스를 업 그

레이딩 시켰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성과 뒤에서 후원해

주는 회장단의 공로가 우리가 매월 앉아서 받아보는 수

준 있는 지금의 한인뉴스를 만들었으며 한인뉴스가 인

도네시아 한인회의 회지로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

습니다. 한인뉴스에 바라는 사항은 인도네시아 한인사

회의 양지를 조명하듯이 음지도 조명하여 다 함께 바로 

잡아가는데 한인뉴스가 선두차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

며, 우리의 희망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더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을 위하여 우리들이 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창간 10주년 축하합니다.

이 승 민
YSM & PARTNERS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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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 뉴 스 에  바  란 다

남녀노소,‘애독’할수 있는 
흥미 진진한 내용을~!!

대한민국의 수십 배가 되는 넓은 땅덩어리,

인도네시아,

그안에 작은 한부분, 한인교민사회… 

그안에서 북적북적 일어나는 여러 일들…

작은 사회지만 세세히는 알수 없는 많은 

‘우리’들의 소식을 한눈에 볼수 있는 교민책자가 있

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공

짜로 받을수 있다는 것은!

요즘 표지와 레이아웃 등에 신선함과 세련미를 가미해 

변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인뉴스는, 한인뉴스의 

한 독자로서 읽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덤으로 즐기 

되니 고마운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쭈욱~ 

남녀노소, 두루두루 ‘애독’할수 있는 흥미 진진한 

내용~!

교민들을 인도네시아 원시인으로 만들지 않는 새록새

록 변하는 대한민국의 소식~!

글 안에서도 풋풋함이 뭍어나는 정겨움~!

등등등을 조심스래 바래보며~

‘무료배부’와 ‘쎈쓰!’ 거기에 ‘알맹이’까지 갖

춘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 종 례
PT. WINWIN Global, Staff

김 진 차
JIKS 11학년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많이 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JIKS 고등학교에 11학년에 재학중

인 김진차 입니다.

한인뉴스가 나올 때 마다 읽어 보긴 하지만 언제나 느

끼는 것은 학생과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친구들에게 한인뉴스

는 별 인기가 없습니다. 

사소한 이야기거리라도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

이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 .

예를 들어, 매년 JIKS 에서는 ROCK N’ DANCE 라

는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

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 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 치러지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이

야기를 실어주시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

고 있는 이야기들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한 유익한 정보로 가

득한 한인뉴스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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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한 인 뉴 스 에  바  란 다

십년지기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축하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메일부터 보고 이런저런 세상사

는 소식들을 인터넷이라는 무한의 공간에서 섭렵하고 하

는걸 보면 이젠 나도 넷세대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정

보의 습득과 공류란 이유로 아나로그에서 디지탈해 

가는지 모르겠다. 지난달 우연히 스팸메일박스에 

낯선 메일이 들어왔다. 그동안 수없이 속아왔던 

친근감있는 제목에 당연히 날리려는 찰나에 친구 

찾기 내 이름을 보고 클릭을 하였다. 그 내용은 대

학 동기생이 나를 찾고 있는 내용이었다. 그 메일을 

보고 20년이 넘은 캠퍼스로 돌아간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뿌연 최루탄 가스속에

서 기성세대의 오류를 외쳐대던 우리의 모습이 파노라마

처럼 스쳐간다. 얼른 답장을 한다. 그 친구가 이제는 교

단에 서서 차세대를 양육시키고 있다니.....

한인뉴스가 이제 창간 10년이 된다고 한다. 십년

지기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축하할 일이다. 

머나먼 남쪽나라, 이억 만 리 떨어진 고향을 등지

고 낯설고 어설픈 환경에서 이제 꿋꿋이 제일을 다해

가는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다. 십년이

면 강과 산이 바뀐다고 하던데, 10년을 손꼽아 세어보니 

나의 인니 생활과 비슷하여 더욱 친구처럼 느낀다. 나날

이 예쁘고 곱게 단장해가는 모습에 편집인의 노고를 찬

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생업을 쪼개어 시간과 돈을 내

어서 혼열을 다하는 편집과 기사에서 그들의 땀의 체취

를 느끼고도 남는다.

정 선
한나프레스

인도네시아 편집인

이제 친구에게 바라옵기는 인니 한인회 기관지로서 친

구가 가는 길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꿈과 소망과 기

쁨과 슬픔이 함께 하길 바란다. 그래서 ‘ 주고 싶고 갖

고 싶은 한인뉴스’가 되어 동포사회의 아름다

운 모습들을 추억해주었으면 한다. 한인회 

구성 멤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기업소식과 자카르타에서 누구

나 맛본 식단보다 메단, 자와, 

이리얀자야, 슬라웨시, 칼리만

탄...의 싱싱하고 송송한 메뉴

를 주문해 본다. 그래서 레스

토랑에 들어가자마자 “ Ada 

Majalah Hanin News yang 

baru ? “ ”한인회죠? 얼마인가요, 한인

회비가?“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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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한인회와 대사관은 족자/반뚤 지역을 직접방문하
고 피해상황을 직접점검하였다. 또한 구호활동에 전념중인 단체들
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는 수십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반다-아체 쓰

나미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족자와 중부자바주가 

강진으로 또 슬픔에 잠겼다. 지난 5월 27일 진도 6.2 의 

강진으로 족자의 반뚤지역과 중부자바주의 끌라뗀지역

에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하였다. 족자주의 공

항 청사 일부가 파손되었고 시내의 쇼핑몰, 호텔, 관공

서, 사무실건물, 가옥 일부가 균열이 가거나 파괴되었다. 

특히 반뚤지역은 이번 재난의 최대 피해지역으로서 건

물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그나마 남겨진 건물은 붕괴

의 위험이 있어 주민들은 입주를 피하고 천막생활을 하

고 있다.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족자주의 

한 마을에선 800여 주민 가운데 80여 명이 목숨을 잃

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국인 인

명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갑 회사인 CV. 

Surya Puspita(대표 이장범)의 공장 건물이 전폐되었고 

모조 보석류 수출 회사인 PT. Komitrando Emporio(대

표 조현보 / 족자한인회장)등의 공장 건물 일부가 손실 

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처리가 안 된

다는 점에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구호활동에 전력하고 있는 상

황이며 해외 여러 각국에서도 국가차원의 구호금 지원

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해 6200여 명 이상

이 숨지고 7만여 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6만 7천여채이 

가옥이 파괴되고 6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

로 집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음으로 도착한 한국구호팀은 

세계각국의 구호팀들과 함께 발빠른 대처로 이재민 구

호에 앞장섰다. 피해 발생 하루 뒤인 5월 28일 밤 대한

항공편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의사 7명, 

간호사 6명, 119구조대원 등 19명의 의료.구호 관계자

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이 급파되었다. 의료진파견과 함

께 부상자 치료 등 의료 활동에 필요한 10만불 상당의 

필수 의약품도 함께 공수되었다. 의료팀은 인니측 병원

이 수용하지 못하는 중환자를 맡아달라는 주정부 및 시 

보건국의 요청으로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Happy Land 

Medical Center에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매일 30명 이

상의 중환자를 긴급 치료하는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처리했다. 충분한 의료시설과 장비가 없는 가운데 

임시로 설치한 응급시설에서 다행히도 6일간 322명의 

중환자를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무사고로 의료활동

을 마무리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

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고대 의과

대학, 연세의료팀들이 재해 소식이 있은 직 후 현지에 급

파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다. 다

행히 지진 피해 지역의 교통시설과 통신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아체-반다 쓰나미 때보다는 구호활동이 원활

히 이루어졌다. 

인니한인사회의 구호활동 활발히 전개
재인니한인회(회장 승은호)는 동포안내문을 통해 족

자-중부자바주 강진의 참상과 한인사회의 도움의 필요

성을 알리고 5월 29일 부터 인니한인 기업들과 단체, 개

인들의 자발적인 구호성금 모집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6월 30일) 까지 총 367,839,700 루피아, 77,070 달

러의 구호성금(성금내역은 22~23쪽 참고)을 모집하였

으며 모인 성금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재해지역에 전달

될 예정이다. 재인니한인회 김재유 수석부회장과 김재

민 사무국장은 지난 6월 3일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구호활동에 전념중인 족자한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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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강진 구호활동

인회와 구호단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력사항에 관

한 논의를 했다.

주인니 한국대사관(대사 이선진)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재해지역이 서서히 안정을 되 찾을 때 까지 피해지역에 

상근을 하면서 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한국정부와 

재인니한인사회의 구호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직접적인 재해를 입은 족자한인회(회장 조현

보)도 이번 대지진 참사로 일터의 일부가 손실

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과 인니 현지에서 오

는 수많은 봉사단체, 의료단체, 구조팀들의 손발

이 되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치고 긴급히 모

집한 구호품들을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남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에 희망과 안

타까움을 동시에 안겨 주었다. 

또한 이번 족자 대지진 발생으로 대내외에서 지원하는 

단체활동을 효과적으로 교민과 현지인들에게 지원, 봉

사할 수 있도록 ‘족자재난지원본부’(책임자 오상윤 

목사)가 조직되어 구조활동을 도왔다. 족자재난지진본

부는 지진 발생 당일(5월 27일) 재해지역 병원 측에 담

요, 깔개 등 필요물품들을 전달, 반뚤군을 직접 답사하여 

지진피해자들이 필요사항등을 조사하고 NGO, Global 

Care(의료팀), Green Doctor(의료팀), SFI(방역팀)등

과 함께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도시에서 구호협력활동

을 펼쳤다.

이번 지진 참사에 대한 한국정부와 인니 한인사회의 

발 빠른 구호활동은 분명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이

재민 들에게 커다란 빛이 됐으며 평생 잊지 못할 고마

움을 전했으며 또한 더 나아가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

가야 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였

음에 틀림없다.

좌측부터, 병원관계자, 조현보 족자한인회장, 박광호 족자한인회 
총무, 김재유 재인니한인회 수석부회장, 신동학 산자관, 김형태 서
기관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과 조현보 족자한인회장이 족
자의 해피랜드병원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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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니 한국대사관
이재민돕기 성금 한인회에 전달

지난 6월 1일 주인니한국대사관은 족자 강진 이재민돕기 

구호성금을 한인회에 전달했다. 정용칠 공사는 김재유 한

인회 수석부회장에게 그 동안 모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고

통에 시름하고 있을 이재민들을 위해 빨리 쓰였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에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이재민 구호 

모금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사관에 감사함을 

표하며 대사관과 한인회가 협력하여 모금 운동에 앞장서

고 인니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자고 전했다.

JIKS 족자 성금, 한인회에 전달
지난 6월16일 (금),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는 지진

으로 피해를 입은 족자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그동안 

모은 성금 총 65,129,700 루피아를 한인회(회장 승

은호)에 전달하였다.

1학년부터 12학년 까지 전교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인도네시아 직원들까지 성금에 참여하였는데, 지진피

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인과 한인들을 위해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모았다. 김정일 교장 

선생님과 초중고 학생 회장단이 직접 승은호 한인회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 조속한 재해 복구가 이루어지

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表했다.

한인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재민 돕기 구호 성금, 성품  전달

코린도 그룹 10만 불 기탁
코린도 그룹(회장 승은호)의 임직원 일동은 족자/반뚤지

역 이재민 돕기 구호성금으로 10만 불을 기탁하였다.  승

은호  회장은 “지원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이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한인사회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인회 소식

우리은행, 한인회에 구호기금 전달
우리은행은 족자지역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

을 위해 써달라고 우리사랑기금을 통해 모집한 USD 

15,370.60-을 우리은행 인니현지법인을 통해 한인회

에 전달했다. 우리사랑기금은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사

회공헌을 위해 만든 기금으로, 국내외의 여러 사회공

헌활동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이번 

기탁은 우리은행 임직원 모두의 정성을 담아 보낸데에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쓰나미 피해때에도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성금(20억 루피아)를 인도네시아 중

앙은행에 기탁한바 있으며, 이는 인니에 대한 우리은행 

전임직원들의 애정과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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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0만 불 기탁, 지진피해 복구지원 
삼성은 지난 6월 2일 구호 성금으로 30만달러를 지원

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와 별도로 5000만원 상당의 기

초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지진 피해 지역의 본격적인 복구지원에 나섰다.

반뚤과 클라탄 지역에 20여명으로 구성된 재해복구 

서비스 봉사단을 급파하고 피해지역에 2개의 서비스 

지점을 마련해 빨래방과 전화방을 설치했다. 또 이동 

서비스 차량을 투입시켜 고장난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인근 이재민 텐트에

는 TV를 설치했다.

SK그룹, 인니 구호성금 전달 
SK그룹이 대규모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

아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구호성금 2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SK케미칼의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정남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상처

가 하루 빨리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이재민 구호성금 한인회에 전달
대한항공 인도네시아 지점(지점장 김창모) 임직원 일

동은 족자, 중부자바주에 강진 발생직 후 이재민 돕기 

구호금 모집을 통해 모 직후 구호성금을 모집하고 이

를 통해 모집된 11,010,000 루피아를 지난 6월 20일 

한인회에 전달하였다. 

동성화학 구호성금 5천 불 한인회에 기탁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소재의 동성화학(Dongsung 

Chemical Co. LTD - PT. Dongsung)의 백정호 회장

및 임직원 일동이 강진의 여파로 시름하고 있을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

다고 전하며 정상스럽게 모은 구호금 5천불을 재인니 

한인회에 기탁하였다.

족자강진 구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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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봉제협의회 족자 지진 피해 지역 방문, 
성품 및 성금 전달 

KOGA 회장단은 6월 27일 11시 족자카르타 부 주지사

(PAKU ALAM IX)를 접견하고 조속한 피해 수습과 고귀

한 생명을 잃은 이재민들의 삶이 안정되길 당부했다. 이

날 각 회원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성금 Rp.105,320,000과 

각종 의류제품 8,518점을(4.5톤 트럭 1대) 전달하였다.  

성금 기탁 내역(루피아)
PT. SUKWANG 김경곤 10,000,000
PT. LESTARI BUSANA 장석 10,000,000
PT. DONGIL 정철주 2,000,000
PT. DOOSAN 배도운 20,000,000
PT. KYUNG SEUNG 김경아 21,320,000
PT. HANDSOME 김 선 5,000,000
PT. SINAR GAYA 김갑한 20,000,000
PT. BUANA PREFASH 강희범 10,000,000
PT. HANSOLL INDO 공성일 5,000,000
PT. ABADI EL TIGA 이종모 1,000,000

PT. EMAS JUNG WOO 우관석 1,000,000

계 105,320,000 

성품 모집 내역 
KBN 지역 18개 업체 총 62 C/T 4,841 pcs 외 인도미 등 3 box
BOGOR 지역 총 4개 업체 16 C/T 591 pcs(1차 족자 현지 성품 전달)
SUKABUMI 지역 1개 업체 4 C/T 200 pcs(1차 족자 현지 성품 전달)
BEKASI 지역 총 4개 업체 59 C/T1,695 pcs 외 인도미 10 box

TANGERANG 지역 4개 업체 14 C/T 1,191 pcs

총 31개 업체  155 C/T  의류 8,518 점

좌측부터, 김갑한 부회장, 문효건 고문, 김경곤 회장, Mr. PAKU 
ALAM IX 족자지방정부 부주지사, 이옥찬 부회장, Mr. Sudaryomo 
족자지방정부 대외협력국장, 김세형 사무총장  

한인회 소식

좌측부터, 김재민 한인회 사무국장, 김재유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종수 외환은행 법인장, 정용칠 공사, 조규철 한인회 부회장

외환은행, 족자 대지진 구호성금 전달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KEB 나눔재단 공동지원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현지법인(법인장 조종수)은 한국

의 외환은행 자선 공익재단인 KEB나눔재단(이사장 로

버트 팰런)과 함께 족자카르타 대지진으로 피해 입은 이

재민을 위하여 미화 20,300달러를 인도네시아 한인회

에 기탁 하였다. 금번 성금은 지난번 쓰나미 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아체지역의 상처가 채 아물기

도 전에, 또다시 지진사태로 족자카르타지역에 피해가 

발생된 데 대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한국의 외환은

행이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고통에 공동 지원한다는 차

원에서 KEB 나눔재단이 모금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미 외환은행 현지법인에서는 전직원 모금활동 통하여 

현지기부모금활동에 Rp 1,187,000을 기부했다.

족자 -  중부자바 지역 지진 참사 이재민 돕기 구호성금 기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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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계한인회장대회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2006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

텔과 강원도 평창에서 243명의 한인회장과 함께 총 3박 

4일동안 열렸다.

첫날 외교부 장관과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

식을 시작으로 둘째날 외교부 영사국장의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특강, 대륙간 분과 토의, 통일부 장관 특

강과 결의문 선정 위원회가 있었다.

외교부의 동포청 설립 반대의견이 올해에도 되풀이 된 

7일 오전에 열린 외교부 이준규 영사국장 특강에서 동

포청 설립과 기본법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자 몇몇 한인

회장들은 외교부는 매년 똑같은 변명만 계속한다고 강

하게 비난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서울에서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법무부 특강 이후 결의

문 채택 여부에 대한 마지막 토론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

한 뒤 국회의원 권영길, 이화영, 김성곤, 임종석이 참석

한 오찬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공동의장은 채택

된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이광규 이사장은 폐회식에서 

재단에서 한인회를 기본단위로 하는 총한인회처럼 운영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지역한인회가 지

역사회의 신망을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회 기간 중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동남아 지역 한

인회장 대표로 미국.중국.일본한인회장과 함께 중앙일

보와 좌담회를 갖었다.

승은호 회장은 동남아 동포사회의 최대관심사를 묻는 

질문에 영주권 제도가 없는 동남아의 특성상 매년 취

업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신분상의 문제를 들었다. 또한 

한류에 대한 질문에 ‘한류를 좀 더 공고히 자리잡으려

면 현지에 문화원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체계적

인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항상 예산 타령만 하고 있

다’고 한국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이어서 승은호 회

장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정부의 동남아 근로자 

정책과 같은 까다로운 정책을 한국기업인들에게 똑같

이 적용하기 시작했다면서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동남아 

근로자 정책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주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참정권 문제와, 일본의 해외 교육 정책과 

비교하면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악한 지원(정부는 JIKS 교사 120명 중 7명 만 

지원하고 있다)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대회 기간 중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동남아 지역 한인

회장 대표로 미국, 중국, 일본 한인회장과 함께 중앙일보

와 특별 좌담회를 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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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지난 6월 14일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가 BSD 클럽하우스

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김재민 한인회 사무국장의 사회

로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승은호 한인회장의 인사말, 김

재유 수석부회장의 한인회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승은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5월 족자-중부자바지역의 

강진으로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들이 속출한 데 안타까움

을 표하고 인니가 어려울 때 돕는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도 도움을 받게 된다면서 구호손길이 필요하다고 전

했다. 이어서 세계 어느 지역의 한인회든지 예산과 참여

율의 부족으로 운영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재인니한인

회만큼은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인니한인사회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한인사회의 위

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자고 전했다. 또한 올해에는 꼭 4년

간 미뤄온 ‘송년의 밤’을 개최하자고 말했다.

 또한 승은호 회장은 지난 6월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단대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점점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해

외동포들이 늘어나고 2010년에는 천만의 해외동포가 예

상되고 있는 지금,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주류사회에서 

확실한 위치를 갖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관점을 동포

재단은 가지고 있다”면서 글로벌시대가 된 지금 신분과 

국적에 대한 고찰도 필요함을 전했다.

 이어서 김재유 수석부회장은 민원업무 처리, 특별민원반, 

무료법률 상담실과 한인회 홈페이지 운영 등의 2005년

도 사무국 활동과, 상공, 문화체육, 섭외홍보 등 각 분과위

2006년도 재인니한인회
운영위원총회 개최

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고 했다. 그리고 

지방한인회와의 네

트워크 구축, 동포간

담회 개최, 의료혜택

사업 확대, 세계한상

대회 등의 국제대회 

참여, 불우이웃 돕기, 

한인사회의 각종 행사 

후원 등  2006년도에는 한인회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또

한 김 수석부회장은 6월 3일 족자 강진 피해지역을 둘러

보고 피해지역의 상황을 전하면서 한인회원들의 정성 어

린 구호성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회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이상일(PT. UIB) 운

영위원은 최근 2~3년 전부터 한인봉재회사들이 세금에 

관해 인니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관세

관이 파견되어 자국국민들의 불이익에 대해 국가적인 차

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타국 공관을 예를 들면서 인

니한국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용칠 공사는 대

사관이 필요한 곳이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개최된 운영위원 골프대회에선 김송

정 운영위원이 영예의 Winner 상을, 현정규 운영위원이 

Medalist 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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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한인 미술인들의 모임인 한인미술협회(회장 이은

수)의 제 7회 정기전이 6월 2일 부터 4일 간 다르마왕사 비마

스나 클럽에서 있었다. 11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40여 이상의 

작품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회원 각자의 개성이 예년에 비해 

더욱 강하게 묻어 나고 또한 성숙한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소재와 재료 측면에서 많은 실험적인 작품들이 전

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컴퓨터 부속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인치

혁 회원의 작품과 판화적인 느낌을 주기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김은정씨의 작품등은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확장 가

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미술학도들에

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오프닝 리셉션에 이선진 대사 내외분, 양청길 한인회 부회장, 

채영애 부인회장을 비롯 10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한 전시기간 동안 많은 교민들이 방문하여 그

림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꽃피우는 등 한인미술협회전이 

점점 교민들 속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문화행사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느낀다.

多人多色
제 7회 한인미술협회전

한인회 소식

봄   이은수 作   한지에 수묵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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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토고와의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치르는 한국대표팀의 

경기가 있었던 날, 12번째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한 500여 교민들의 응

원 열기로 직스 강당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직스 사물놀이패의 신명

난 소리로 시작된 응원전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 즐거워하고 아쉬워 하

면서 ‘again 2002’를 바라는 모든 교민의 바램으로 한판 축제로 펼

쳐졌다. 이날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SK 그룹은 붉은 티셔츠 

200벌, 백악관은 음료수 1500캔, 데이콤 인도네시아는 Face Painting 스

티커 100세트를 찬조했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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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웃을 수 있어요

“자야는 태어날 때 부터 언청이었어요. 어려운 형편 때문

에 수술도 못하고 항상 친구들의 조롱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야는 이제 웃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공연으로 모인 모금으로 수술을 

받게 된 자야의 사연이 공연장에 모인 교민들의 가슴을 뭉

클하게 했다. 

지난 6월 10일 자카르타 시립극장 콘서트 홀에선 늘푸른교

회, 소망교회 성가대원들과 한국에서 초청된 4명의 성악가

들의 아름다운 공연-내 맘에 한 노래 있어-이 있었다. 공

연을 통한 모금액 전액은 언청이 어린이들의 수술비용으로 

귀중하게 쓰이고 있다.  2003년 부터 시작된 이 공연으로 

지금까지 61명의 언청이들이 예쁜 얼굴을 찾게 되었고 3명

의 심장병 환자 어린이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 이들의 고통

이 얼마나 클지...고통은 나누면 적어지고 기쁨

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였다.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대 해본다.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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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SBS프로덕션은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 현지에 방송제작과 광고사업을 목적으로 

합자법인 Global Matra Consulting(이하 GMC)를 설

립하고 지난 6월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이선진 주인니한국대사, 김재유 한인회 수

석부회장을 비롯 인니 방송미디어, IT 사업 및 엔터테

인먼트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합자법인 설립은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송영상 관

련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인니 합자법인은 총 11개의 공중파 방송과 케

이블, 위성등의 미디어 매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2천억 규모의 인니 방송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SBS는 인니 현지법인을 통하여 현지 방송 프로그램

을 제작, 현지에 공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

의 다양하고 우수한 컨텐츠와 제작 인력 시스템을 최

대한 활용하여 인니시장 진출은 물론 말레이지아, 싱

가포르, 브루나이 등 이슬람 문화권 시장 진출을 목표

로 하고 있다.

GMC는 현지 포맷을 활용한 현지 방송국과의 공동제

작, 현지 제작 프로그램의 프라임 차임 방송, 광고사

업과 이를 통한 한류 프로그램 유통사업확대, 한국 프

로그램 현지 직접 배급등 폭넓은 사업을 수행할 예정

이다.

이번 합자법인 설립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세계 방송 

환경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과 동시에 인니에 깊이있는 한국문화가 스며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GMC 런칭,
SBS‘인니 현지화 전략’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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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수석분재전 열려
-교민 소장가 송재선, 강희중씨 출품-

강가에 구르는 돌멩이나 천년만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수석이나 둘의 공통점은 어느 것 하나도 꼭 

같지가 않다는 점이다. 마치 한 부모의 형제간이라

도, 일란성 쌍둥이 일지라도 절대로 같지 않은 사람

의 신비와 닮아있기도 하다. 

교민 수석 콜렉터 송재선(자카르타 수석협회 회장)씨

와 강희중씨가 참여한 인도네시아 수석전이 2006년 

10~17일까지 자카르타 북부의 몰 망가두아 스퀘어
송재선씨의 출품작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서울특별시지회에

서 운영하는 서울서예대전에 자카르타 교민 여성 3사람이 입상을 

하여 감동의 화제가 되고 있다. 

2006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전시될 서

울서예대전에 해외 교민으로서 당당히 입상을 한 영예의 작가들은 시연 

김경애, 자은 김영덕, 취은 김효경(사진)씨다. 이들은 2003년 서예가 

인재 손인식씨가 자카르타에 닻을 내리고, 재 인니 한국부인회에서 취

미반 활동으로 서예반을 개설함으로써 필묵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그간 자필묵연(자카르타에서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

임) 정기전이나, 부인회 총회 행사를 통한 전시 등 몇 차례 발표전

을 가지면서 그때마다 가능성을 충분히 엿

보인바 있다. 따라서 이번의 영예는 가능성

을 가능성으로만 두지 않고 노력하여 현실

화한 것으로서, 교민사회에 매우 색다른 의

미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부족한 실력이어서 출품에 의의를 

두었는데 의외의 성과를 얻었어요. 더욱 열

심히 해야겠어요.” 

“필묵예술이 동양예술의 뿌리요 줄기잖아

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정서를 순화하는 

고급한 예술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런 성과를 얻게 되어서 너무 

너무 기뻐요. 남편도 좋아하지만 자녀들에

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붓을 잡는 모습을 보거나 제 작품을 

본 외국인 친구들이 아주 신기해해요. 우리 

문화를 가꾸고 꽃 피우기 매우 어려운 타국

에서 제가 또 하나의 한류를 꽃 피운다고 생

각하니 보람이 아닐 수 없어요.”

몇 번이나 사양을 하던 끝에 매우 수줍은 

모습으로 대답하는 세사람, 그들의 말과 미

소 끝에는 분명 기대해도 좋을 미래가 배

어나왔다. 

자필묵연의 회원들 중에는 국내에서 개최

되는 권위 있는 또 다른 공모전 출품을 위해 

맹렬히 연습 중인 회원들도 있어 앞으로도 

좋은 소식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으로부터
취은 김효경, 시연 김경애, 자은 김영덕 작가

교민 여성 3인, 서울서예대전 입상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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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후 2시에 자와 바랏에 있는 데뽁의 UI(University of Indo-

nesia) 경상대학 대학원에서는 경상 대학 이 생긴 이후 외국인에게는 처

음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뜻 자리가 있었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학

위 수여식은 9명 교수들로 구성된 논문 심사 위원들의 입장으로 시작되

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논문에 관한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교수들은 질문을 마친 후 교수들은 협의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논문 

통과를 공표하였다. 김성석 박사는 종합성적과 논문이 A등급을 받았다. 

논문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던 방

청객들은 ‘와’하는 함성과 박수로 

화답하였다. 주인공이 된 김 성석 박

사는 인도네시아 기업의 소유 구조, 

지배 구조, 그리고 기업 가치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

를 받게 되었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UI에서 역사학과, 

경영학 석사를 한 후 이번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는 현재 UI 경상대학 대학원 과정

의 강사로서 투자론, 기업 재무들을 

강의하고 있으며, JIKS에서 사회과 

강사로도 할동하고 있다. 앞으로 한

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경제, 학

술 등 다 방면의 교류에 기여하고 싶

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석 박사의 

박사 학위는 경영학 분야에서 한국 

교민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또한 UI 경상 대학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사 학위

를 받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성석씨, 외국인 최초
인도네시아국립대학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받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성석 박사

에서 열리고 있다. 대규모 분재전과 함께 열리는 이 전시

는 내년에 발리에서 있을 세계 수석분재전의 전초전을 겸

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의 오픈 행사는 자카르타 북구구청장 아

나스씨와 인도네시아 수석협회 회장 이만씨 등 내외 관

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성대히 진행되었는데, 참석자들

은 모두 한결같이 자연이 창출한 오묘함과 사람에게 전

달하는 정한을 실내에서 즐겼다. 

한편 관람차 참석했던 서예가 손인식씨는 주최측의 청

에 의해 현장에서 석수천년(石壽千年) 4자를 휘호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강희중씨의 출품작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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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조 종수 신임 부회장 김 진우 신임 이사김 광현 신임 이사 김 준규 신임 이사

장 윤수 신임 이사이 지현 신임 이사엄 석준 신임 이사 이 진수 신임 이사

7월 1일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조종수 외환은행

장을 재인니한인회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조종수 부회장은 재무 회계 분과위원장을 맡아 한인

회를 위해 수고하게 됬다. 이로써 재인니 한인회 회장

단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6인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김광현(ASOKA), 김준규(PT. Destec Pri-

matama), 김진우(PT. Selaras Kausa Busana), 엄

석준(뉴-월드 메디컬 병원), 이지현(PT. Zimmoah), 

이진수(PT. Sung Bo Jaya), 장윤수(PT. Hansaram 

Sakti)를 재인니 신임 이사에 선임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임 부회장 및 신임 이사 선임

    성  명  회 사 명

조종수 신임부회장   Korean Exchange Bank Indonesia

김광현 신임 이사   ASOKA

김준규 신임 이사   PT. Destec Primatama

김진우 신임 이사   PT. Selaras Kausa Busana

엄석준 신임 이사   뉴-월드 메디컬 병원

이지현 신임 이사   PT. Zimmoah

이진수 신임 이사   PT. Sung Bo Jaya

장윤수 신임 이사   PT. Hansaram Sakti

한인회 신임 부회장 및 이사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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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문한 참사관이 

2006.5.29일 부

임하였다. 국정

홍보처에서 파견

된 윤 참사관은 

1988년 당시 문

화공보부에 입부

한 이래  국내 및 

해외 홍보, 방송제작 관련부서 등의 과장을 역

임하였고, 뉴욕과 태국 등에서도 근무한바 있

다. 공·사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처음인 윤 참

사관은 “요즘 인도네시아에 대해 열심히 배

우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한 · 인도

네시아 관계가 단순한 우호협력관계를 넘어

서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동반자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업무를 추

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임소감을 밝혔다. 가

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딸 각 1명이 있다. 

대사관 홍보과에

윤문한 참사관 새로 부임

자카르타

도시, 오노소보 

JIKS  10학년   최은지 

가만히 눈을 감으면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추억의 도시 오노소보. 

푸르른 산속 에 하늘을 품은 

커다란 호수 가 조용히 살고 있는 

꿈의 도시 오 노소보. 

조용한 자연 뒤에 지구 깊은 곳에서부터 

활화산이 부 글부글 꿈틀거리는 

열정의 도시 오노소보. 

오노소보에는 나의 추억도 있고 나의 꿈도 있고 

나의 열정도 있다. 

가만히 있어 도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우는 

기쁨의 도시 오노소보. 

가만히 있어 도 살아 숨 쉬는 숨결이 느껴지는 

생명의 도시 오노소보. 

생각만 해도 저절로 콧노래가 새어나오는 

희망의 도시 오노소보

이 시는 오노소보로 수학여행을 다녀 와서 쓴 시입니다. 

처음 오노소보에 갔을 때, 친숙하면 서도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시골 같고, 예전부터 알던 고

향 같아서 오노소보를 추억의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리고 활화산에 갔을 때 지구 아래 서부터 진흙이 펄펄 끓

고 있는  걸 보고 ‘아! 지구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느

꼈고, 그렇게 뜨겁게 끓고 있는 진흙 뒤에 시원한 초록 들

판을 보고 자연의 두 얼굴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 이었

습니다. 근처 호수에 갔을 때는 천국에 온 것 처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피곤했던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호수 안에 비

친 하늘은 그 경치를 더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밤하늘이 비친 그 호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인도네시아를 좀더 이해하고 알 수 있던, 저에

게는 잊지 못할 여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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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한글학교 체육대회 개최

토요한글학교(교감 현부미)는 5월

13일 오전9시부터 SIS(수라바야 

국제학교) 강당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토요한글학교 모든 선생님과 학생

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체육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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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을 맘껏 발휘하였다. 한편 동

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오

산후원회(회장 고흥식)로부터 전

달받은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러

한 따뜻한 마음이 어린이들에게 좋

은 양식이 되어 사회에 다시 환원

하는 훌륭한 어린이들로 자라길 기

대한다.

2. KOICA 한충식 소장 

동부자바 방문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충식 

소장 )은 5월1일부터 3일까지 동

부자바 주를 방문해 한인회를 비롯 

수라바야 태권도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권도 사범을 동

부자바 주에 1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KOICA 한충식 소장

은 5월말에 들어오는 봉사단 인원 

중에서 1명을 발탁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8월에 동부자바주에 파견

할 것을 약속했다. KOICA(한국국

제협력단 )의 전체 인도네시아에 

활동하는 봉사단은 45명이며 동부

자바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4명이

다. 영역은 유아교육분야, 건축, 어

학, 수의사이다. 동부자바에 태권

도 회원은 대략 10만 명이며, 생활 

체육과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기리

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3. 수라바야 한인교회

열린음악회 개최

수라바야 한인교회(목사 조승

철)는 5월11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라바야 한인교회 본

당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시온성가대가 작년에도 많은 감명

을 주었지만, 두번째 주제 사귐 또

한 많은 은혜를 주었고 지역 공동

체의 장을 여는 계기를 가졌다.

4.경남(도지사 김태호) 수라바야 

방문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는 수라

바야 자매 결연 10주년 기념식차 

수라바야를 6월11일부터 13일까

지 방문했다.

동부자바 한인회와 주정부(수라바

야)는 3번에 걸쳐 진행상황을 체크

해 의전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 스프링 페스티벌 2006 개

최

 5월 28일 오후 12시 부터 그라

하패밀리에서  스프링 페스티벌 

2006 겸 187회 코라바야 골프대

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바탐한인회장을 포함한 많은 

외부인사들을 초대하여, 동부자바 

한인들과 서로의 친교의 장이 되는 

시간이 됐다.

배드민턴 자룸 

INDONESIA OPEN

배드민턴 한국 선수들은 5월 29일 

부터 6월 4일까지 DJARUM IN-

DONESIA OPEN이 수라바야 골 

꺼르따자야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 경기에 전체 약 400여 명 선수

들이 참가했고, 한국 이종수 코치

를 비롯해 20여명의 선수들이 참

가해 선전했다.

수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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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방학 7월 10일부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JIKS의 1학기 방학이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적성을 발견하고 소질을 계발하게 된다. 학교에

서는 앙코르와트 등의 동남아 배낭 여행, 잼버리 대

회, 각종 ASSP 등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J I KS 소식

사물놀이반 BIS 공연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6월 16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사물놀이반이 

BIS(영국국제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펼쳤

다.  김용경, 한새미 등 13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JIKS 사물

놀이반은 그 동안 서동욱 교사의 지도로 방과 후에 연습을 

해왔다. 흥겨운 가락과 다양한 내용으로 한국 문화의 코드

로 자리매김한 사물놀이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활성

화되기를 바란다. 사물놀이반은 지난 13일 한국과 토고의 

월드컵 경기가 벌어질 때도 학교 강당에서 응원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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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 KS 소식

지난 6월 9일(금) 스카우트 대원 24명은 BOGOR 

SMP49 스카우트 대원들과 연합활동을 가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룬 태극 전사의 신화와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기대. 또 한류 열풍의 영향으

로 한국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모아지고 그로인해 이 

곳 자카르타에 있는 JIKS를 알고 싶어하는 SMP49스

카우트 대원들에게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

겠다고’ 스카우트 선서를 통해 선서했듯이 대원 한

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어 

JIKS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앞으로 계

속적인 교류를 갖기를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며 열심히 배

우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보고 

나서 우리도 인도네시아의 문화을 알고 배우는데 많

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JIKS 스카우트 대원, 

SMP49 스카우트 대원들과 연합활동

과학 경진대회
지난 6월 9일 4주간의 예선을 거친 중 · 고 과학경진

대회 본선이 열렸다.

7학년-페트병 자동차 경주, 8학년-물로켓, 9학년-

비누방울 크게 만들기, 10학년-스트로우 구조물 만

들기, 11학년-창작 전통 연 날리기 등 다양한 아이디

어를 통한 발명품들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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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mbent Blue Nude with Straw Hat - 밀짚모자의 푸른 누드
Kirchner, Ernst Ludwig

박흥식 . 화가

독일표현주의 대표적 화가의 한 사람인 키르히너;Kirchner, Ernst Ludwig는 1880년 독일의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에서 출

생하였다.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이름으로 들리는 그는 원래 Dresden의 고등기술학교;Technische Hochschule(단과대학에 해

당)에서 건축을 전공하였으나 1903~5년 뮤닉;Munich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건축보다는 독일표현주의 양대 계보인 다리파;Die 

Brucke와 청기사파;Der blaue Reiter 중 다리파를 공동창설한(1905),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그가 이룬 미술사상의 업적과 후대에 끼친 영향은 칸딘스키, 폴 클레, 반 고호, 폴 고갱 등과 위치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한편, 많은 표현주의 화가들이 건축학도 출신이라는 것을 어찌보면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만 건축은 미술사의 첫 페

이지를 장식하는 미술의 대표적 쟝르;genre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화가로 활동한 것은 유화를 잘 그리는 화가가 수채화로 

그림을 그린 정도의 것으로 여겨질 자연스런 것이다. 실제로 구미의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학과는 미술대학에 소속되어있다.

  <밀짚모자의 푸른 누드>는 표현주의라는 미술의 한 경향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림이다.  카드보드에 유화

로 그린 이 그림에서 강이 보이는 초원에 타월을 깔고 가로누운 모델의 피부색은 스칼렛(빨강의 하나)의 윤곽선 속

에 푸르게 반사되고 있다.  배경의 마을과 숲, 그리고 인물 주변 풀밭의 디테일들은 주제인 인물과 거의 같은 정도로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되거나 생략되어 있다. 거의 중간색을 쓰지 않고 노랑, 파랑, 빨강 등의 원색을 강하게 대조시

킨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동안 중간색조와 톤;tone의 일반적인 무드(mood)회화에 길들여진 감상자라면 엄청난 충격

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보통 그림의 스케치정도로 완성시켜버린 키르히너의 대담한 필치와 함께 결코 어울릴 것 같

지도 않은 원색들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그냥 휘갈기듯 찍어 바른 일종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충격과 분노일지도 모

른다. 그러나 온통 원색으로 뒤범벅한 듯 약간 난해한 이 회화작품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희열에 전율하

는 고감도의 즐거움은 오직 수준 있는 감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일 것이다.   아니면 단지 유명화가의 작품을 소

장한다는 박물학적 가치에만 안주하고 있는 바보들에게 이거나 . . . 

이 작품의 핵심은 원색의 극렬한 대비조화와 표현

의 간결함 일 것이다. 노란 밀집모자와 검정 스트라

이프, 녹색 바탕에 짙은 빨강으로 그린 물체의 윤곽, 

그리고 노란 타월을 깔고 누운 여체는 단순하지만 

인체의 정확한 해부학적 비례를 바탕으로 하는 스칼

렛의 윤곽 속에 파란 피부색으로 그려지고 있다. 정

방형에 가까운 화면을 대각선으로 양분하면서 가로

누운;Recumbent 인물은 멀리 보이는 동네와 초지를 

가르며 숲뒤로 사라지는 붉은 길을 따라 화면 우측 

상단의 지평선으로 이어지는 ‘S’자 형의 구도를 

이룸으로써 비황금분할;Golden section의 완벽한 퍼스

펙티브를 이루어 낸다.  그리고 여자는 강을 바라본

다.  일반적인 감상자라면, 인물의 파랗게 칠한 피부

색으로부터 일종의 거부반응을 느낄지 모른다. 아니

면 작가의 지나친 장난끼 정도로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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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히너의 엄청난 표현력과 그가 지닌 대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가장 큰 즐거움을 얻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작가의 시지각적 기량과 색의 조절능력을 검토해 볼 요량

으로 원래의 그림에서 색을 제거해보기로 했다.(앞 페이지 하단) 한마디로 놀라움!  원 그림이 보여주는 극렬한 색

의 대조가 지어낸 대혼란의 이면에는 푸생;Poussin, Nicolas 보다도 정확하고 자연스런 그레이스케일의 단아한 정경이 

앙리 마티스가 말한 바 ‘위대한 단순성’으로 무장한 채로 도사리고 있었다.  거장의 기본적 기량을 의심해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바보짓일 것이나 이런 졸렬한 분석만으로도 이제 감상자들의 ‘푸른 누드’에 대한 시각과 태도는 약

간 달라져 있을 것으로 믿는다.

화면에 붓을 던지듯 휘갈겨 그린 키르히너의 멋진 그림 속에는 백년 전 그가 느꼈을 맑고 푸른 태양이 초원을 배경으

로 한가로이 누운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를 어느 지중해 과수원에 달린 포도송이처럼 건강하게 숙성시켜가고 있다.

표현주의 화가들은 캔버스 대신 종이에 유화로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종이의 뛰어난 흡수력이 유화물

감의 용매인 기름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일종의 드라이;dry한 질감으로 화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인상주

의;Impressionism의 거장으로 알려진 모네;Monet, Claude도 물감의 젖은 상태와 건조 후에 일어나는 느낌의 변

화에 대해 고심하였다고 한다. 인상주의를 종래의 회화에 대한 혁명으로 말한다면 표현주의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린 대상적 회화로서 그림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필자 주>

Recumbent Blue Nude with Straw Hat,    oil on cardboard,   68×72cm  c. 1908 - 9  
Offenburg, F. Burda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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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27일 아침 5시54분

경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

타 근교에서 발생한 강도 6.2 리히

터 규모의 지진은 다시 한번 인도

네시아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국가 국민

들에게도 깊은 우려와 아픔을 느끼

게 하였다.

 2004년 12월 26일 아체주에서 

발생한 세기의 대재앙인 지진해

일(쓰나미)과 2005년 3월말 니

아스섬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8.9 리히터규모의 강진으로 사망 

128,575명, 실종 37,063명, 이재

민  595,094명, 피해 및 손실액 약 

45억불이 말해주듯이 인도네시아

는 지난번 당한 엄청난 피해로 고

통과 신음속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

에 다시 한번 예측 못한 자연의 힘 

앞에 무뤂을 꿇고 말았다.

 족자카르타 주지사인 술탄 

Hamengkubuono는 “우리는 머

라피화산의 폭발을 대비하기 위

해 화산쪽만 쳐다보고 있었다. 우

리의 뒤에서 지진이 발생해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며 대비하지 못한 재앙

에 무방비였던 자신들의 입장을 표

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5,857명, 

부상자 37,229명, 가옥피해 

409,925채 등, 불의의 피해를 당

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답지한 지

구촌 이웃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

으며 앞으로도 재건.복구를 위해 

지구촌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은 계

속될 전망이다.

 금번 참사시 가장 먼저 의료지원 

등을 제공한 국가는 바로 인접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폴로 이들은 평상

시의 우호적 지역 협력관계를 바탕

으로 지진피해 발생일 밤, 군 수송

기편으로 긴급의료팀과 구호팀을 

현지로 파견하였다.

 이들 보다는 하루 늦었으나 한국의 

대응 역시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하

게 빨라 피해 발생 하루 뒤인 5월 

28일 밤 대한항공편으로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을 통해 의사 7명, 

간호사 6명, 119구조대원 등 19명

KOICA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긴급구호 지원을 마치고

의 의료.구호 관계자로 구성된 긴

급 구호팀이 급파되었다. 의료진파

견과 함께 부상자 치료 등 의료 활

동에 필요한 10만불 상당의 필수 

의약품도 함께 공수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정부의 개

도국 원조 전담기관으로 일반적인 

협력사업 수행 외에 해외에서 긴

급히 발생한 각종 재난, 사고에 대

처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체 쯔나

미 피해 복구지원, 파키스탄 지진

사태, 필리핀 산사태 등 수없이 많

은 해외 참사현장에 긴급의료팀이

나 구호팀을 파견한 바 있으나 이

번처럼 사건 발생 다음날 초기 대

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업을 실제 수행

하는 필자도마음 속으로는 상당히 

놀라웠으며 긴급사태 발생해 대처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에 자긍심을 갖을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초기 대응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보이지않는 노력이 엄청나게 있었

특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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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선 인

도네시아 지진 피해발생에 대한 정

확한 사택 파악을 한 주 인도네시

아 대사관측과 긴급구호팀 파견을 

본부에 강력히 요청하신 이선진대

사, 지진 피해 발생 소식 접수 후부

터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한, 외

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직원

들.

 긴급의료팀이 자카르타에 도착

한 후 이들로부터 그때까지의 짧

은 하루 반 사이에 엄청난 준비와 

노력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긴급 의료팀 

파견을 위해 의료진 확보, 필요 의

약품 구입 등으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재난복구팀 전직원이 토

요일 오후부터 의료단이 탑승한 대

한항공 KE 627편이 한국을 떠나

는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이들의 출국을 준비했으며 의

약품과 의료기자재를 인천공항에

서 비행기 뜨는 순간까지 긴급, 납

품 받는 등 그야말로 한바탕의 특

공대 작전을 방불케하는 과정을 겪

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파견 KOICA 긴급의료

팀은 도착 다음날 아침 일찍 현지

로 급파되었으며 주접근로인 족자

카르타 공항이 폐쇄된 관계로 인근 

솔로시를 경유하여 오후에 족자카

르타시에 도착, 의료 활동을 시작

했다.

 족자카르타시 중심부는 부분적으

로 파손되어 일부 건물들에 대한 

출입이 봉쇄되었으며 금번 지진 피

해 사상자의 80%가 발생한 주피

해지인 반툴지역은 많은 주택들이 

붕괴되고 일부 마을은 완전 폐허가 

되는 등 짧은 시간내에 발생한 피

해로는 그 피해규모가 너무나 크고 

처참한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에 의해 구조된 부상

자들은 대부분 큰 병원으로 이송되

었으나 병원 수용시설의 한계와 의

약품 등의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병원시설 주차장에서 

텐트와 모포로 급조된 임시 시설하

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한국의료팀은 서울대병원, 메디칼

센타, 일산병원 등의 응급의학 및 

각 분야 과장급이상의 훌륭한 의료

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병원이 

수용하지 못하고 조치 못하는 중환

자를 맡아달라는 주정부 및 시 보

건국의 요청으로 한국 교민이 운영

하는 Happy Land Medical Cen-

ter에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매일 

족자 구호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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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상의 중환자를 긴급 치료하

고 위험을 넘긴 환자를 다시 병원

에 이송하는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처리했다.  

 충분한 의료시설과 장비가 없는 

가운데 임시로 설치한 응급시설에

서 생명을 위협받는 중환자들을 돌

봐야하는 우리 의료진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망 환자 발생 

등 최악의 경우를 우려해 처음에는 

마음 고생이 매우 심했으나 다행히

도 6일간 322명의 중환자를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무사고로 의

료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현지 주

민들의 감사는  물론 우리 긴급구

호팀 자신들도 기쁘고 보람된 마음

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한국 의료단은 본부 의료캠프 활

동 이외에도 주 피해지역인 반뚤지

역에 순회진료를 병행하여 수백명

의 주민들의 크고 작은 상처를 치

료해주고 의약품을 나누어주는 등 

한국의 따뜻한 정을 심어주고 이들

의 아품을 위로해주었다. 또한 한

국정부는 금번 인도네시아 지진피

해 복구지원을 위해 모두 2백만$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지에서 가장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의약품 및 의

료기자재, 텐트, 식품 등 40만$의 

지원품을 피해발생 3일후부터 4차

례에 걸쳐 신속히 피해지역에 공급

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구호활동

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진피해를 받은 현지 주정부와 

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정부

의 지원 내용을 전달하려 주지사를 

면담한 이선진 주인도네시아 대사

께 족자카르타 주지사는 한국의 신

속한 구호활동과 도움에 감사해하

며 현지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되어 

더 이상의 외국 의료인력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는데 바

로 그시점이 한국 정부가 파견한 

긴급의료단이 1주일간의 의료활

동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현지를 

떠날 시점이어서 금번 우리측의 신

속한 의료지원이 더 빛을 발했다고 

느끼게 되었다.

 물론 현지 여건을 고려해 볼때 주

지사가 말한 더 이상의 외국 의료 

인력 지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의료인력 보다 재건

복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크

고 작은 상처 치료의 계속과 전염

병 예방 등에 많은 의료인력과 의

약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런 역할은 한국정

부 차원의 의료지원이 끝난 뒤 지

속적으로 현지에 도착하는 민간단

체(NGOs)나 의료단체들이 도움

을 줄 수 있는 협력 분야이기도 하

므로 정부와 민간부분의 적절한 역

할분담은 그 효과를 더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현지에 거주하시

는한국 교민들과 여러차례 자리를 

같이하고 이분들이 껶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금번 참사에 교

민 인명 피해가 없었음을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크고 작은 경제적 손실

을 입은 교민들의 조속한 회복과 

재건을 위해 재인도네시아 한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민 전체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

한다. 

 아울러 본인 자신들이 지진 피해

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고 같

이 살아온 현지 주민들을 위해 자

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아픔

을 함께 하는 족자카르타 거주 한

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더 

굳건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분들의 조속한 재건과 

생활 정상화를 기원한다. 

특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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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지역인 중부자바주 지진피해에 대한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지원이 도드라지고 있다. 충북도의 

지원이 도드라지는 것은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있다.

족자카르타 반뚤지역을 강타한 지진의 경로는 

해상으로부터 약 70km나 떨어진 중부자바의 끌라뗀 

지역까지 미쳤다. 1,041명의 사망자와 18,127명의 

부상자, 전파된 가옥이 30,300에 이르는 피해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끌라뗀지역은 반뚤지역 못지않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6월 7일 도의 국제 자문관을 

맡고 있는 김광현(PT. ASORKPUTRA PERKASA 

대표)자문관과 협력하에 담요, 메트리스, 신발 등 

생활용품 2억 5천만 루피아 상당을 지원했다. 이에 

김광현자문관은 구호품을 참사 현장에까지 직접 

운송해 가서 마리얀또 중부자바 도지사와 피해 3개 

지역 군수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 

충북도의 지원들 더욱 돋보이게 하고 미담을 자아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구호물품이 참사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지원했다는 외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실질적인 

생활용품을 구비한 것이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직접전달을 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행정절차를 감안해볼 

때 지원방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자문관은 구호품을 실은 대형 트럭 2대와 찦차 1대를 

인솔하고 30시간에 걸친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 또한 

김자문관은 구호품 전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지진 

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데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원종 

충북도지사 서한을 대독하고 구호품 인수 확인란에 

서명을 함으로써 현지에 정통한 국제자문관의 역할을 

십분 발휘했다. 

김씨는 충북도와 중부자바주가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도 큰 공헌을 했는데, 또한 지난 반자르느가라군 

산사태 때에도 사흘에 걸쳐 1400km의 재해 현장을 

다녀와 화제가 된 바 있다. 

인니 지진 피해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지원 돋보여
-국제자문관 김광현씨 지원방법 실체를 보여줘-

마리얀또 중부자바 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호품 전달 서류에 서명을 하는 김광현 충북도 국제자문관

구호품을 실은 차량

특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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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제 3부

포로관리 총책임자와 전범(戰犯)들의 말로(末路)

戰後 일본 厚生省 제2 復元局이 발표한 한국인 징집

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육, 해군 전투요원21만명과 포

로감시요원 3,223명을 포함한 군속요원 17만명을 합

하여 총 38만명의 한국인들이 太平洋戰爭에 동원되

었으며 이 중 15만명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미귀자의 대부분은 치

열했던 태평양지역 전투와 중국침략 전쟁에서 사망한 

戰死者였으며 일부는 포로감시원으로 종사하다 전범

처리가 두렵거나 또는 친일 협력자라는 곱지 않는 시

선을 의식하여 체재국에 그대로 잔류한 경우이다.

1941년 12월 일본 陸軍省에 捕虜情報局이 설치되

자 조선총독부는 1942년 5월부터 조선청년들을 포

로감시원으로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전역에

서 젊은이들이 지원 차 몰려 들자 6월부터 함경남북

도와 평안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20세에서 35세

까지의 청년 3,000여명을 선발하여 부산서면 임시군

속교육대〔통칭 노구치(野口) 부대〕에서 2개월간

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의 조건은「2년의 근

무기한 보장」과 「소정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1942년 6월 미드웨이(Midway) 해전, 

1942년 8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2월까지 계속된 과달

카날(Guadalcanal) 전투 등에서 일본군이 연속 참패

하며 軍屬들의 2년 근무가 만료되는 1944년 6월경에

는 미군이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Saipan) 섬에 상

륙하여 일본 본토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몰리는 상

황에 처한다. 군수품과 생활보급품 공급이 핍박해지

자 초기에 지불하던 30원-50원에 이르는 급료동결

은 물론 근무기한도 무시되어 강제 근무를 강요 당하

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군속들의 불만은 상관인 일본

군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민족차별에 맞물려 서서

히 反日的인 집단행동으로 표출된다. 이 때 태국에서 

연합군포로를 감시하던 조선인 감시원 김주석(金周

奭)이 구라파 포로들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 탈출사건

은 일본군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방군 총군사령부 예하 전 지역에 분산되

어 있는 조선인 감시원들에 대해 재교육을 시키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군 최고위직

에 있던 홍사익(洪思翊; 고 시요꾸) 장군은 당시 필리

핀에 주둔하던 제 14方面軍 병참감(兵站監) 겸 필리

핀 포로수용소장에 임명된다. 병참감은 軍需補給 이

외에 通信, 輸送, 醫務, 捕虜管理를 총괄하는 직책으

로 당시 조선인 군속들의 동요를 막아 보자는 속셈으

로 조선인 출신 최고위직인 홍사익 중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었다.      

홍사익은 1889년 3월 4일 경기도 안성(安城) 自作

農家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려서 부친을 여이

고 형의 손에 자라났다. 서당에 다니면서 四書三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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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다 외울 정도로 그의 총명함은 일찍이 돋보이기 시작

했다. 당시 관습이 그러했듯이 그도 14세에 早婚하여 

서울에서 舊韓末 군대가 해산되고 일본세력이 주도권

을 잡는 시기에 출세의 길을 찾아 단신 上京하여 일단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무관학교(武官學校)에 

입학한다. 키 크고 귀티를 지닌 그는 漢學에서 다진 

교양과 성실성으로 인해 곧 교관들의 눈에 띄게 되

어 1909년 어린 영친왕(英親王)의 日本中央幼年學

校 유학동반자로 선발되어 東京에 가게 되었다. 이 때 

영친왕을 따라 함께 유학을 떠난 무관학교 학생으로

는 홍사익과 일본육사 동기인 李應俊(26기; 육군참모

총장, 체신부장관 역임)과 한 해 아래인 金錫源(27기; 

성남중고등학교 설립자, 육군소장 예편)이 있었다. 당

시 조선왕조는 淸日戰爭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新學

問의 수입원을 종전의 淸國에서 日本으로 전환하여 

1896년부터 가끔 한 두 명의 청년들을 國費로 일본육

군사관학교에 보내 국가 장래를 준비해 오고 있는 터

였다. 홍사익의 일본유학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었다. 일본육사에서도 홍사익은 두각을 나타내었다. 

사서삼경을 통달하는 漢學실력은 물론 건장한 체구

에다 겸손과 중후함이 더하여 그의 眞價는 광채를 발

하고 있었다. 26기 동기생들 중엔 李應俊, 申泰英(국

방부장관 역임), 池大亨(일명 李靑天; 광복군사령관 

역임)이 있었으며 후일 54기 金貞烈(국무총리 역임), 

55기 丁一權(유학생; 국무총리 역임), 劉載興(국방부

장관 역임), 56기 李亨根(육군참모총장 역임), 57기 

朴正熙(유학생; 대통령 역임), 58기 丁來赫(국방부장

관 역임)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해방 전까지 일본

육사를 나온 수많은 한국계 일본군 장교 가운데 유일

하게 일본 육군대학을 나와 장성이 된 사람이 바로 홍

사익 장군이며 그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한

국계 장교였다. 당시 일본 육군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최고 계급이 大佐(대령)에서 끝나게 되어 있었으며 

육군대학에 입학하려면 중위, 대위급 중에서 각 사단

의 사단장이 2~3명씩 추천하여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단에서는 합격자를 내기 어려웠

고 응시자격만 갖춰도 政府官報에 실어 줄 정도로 東

京帝國大學에 입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었

다. 일본육사 제 26기와 일본육군대학 제 35기를 졸

업한 홍사익은 제108여단장을 거쳐 1944년 10월 중

장으로 진급하며 필리핀 포로수용소장 겸 제14방면

군 병참감으로 보임된다.

필자 주;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 일본군의 편제는 

천황의 직접 통수를 받는 大本營내에 陸軍參謀部

와 海軍軍令部가 수평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었

으며 육군참모부의 경우 그 예하부대로 總軍→方

面軍→軍→師團→旅團→連隊 순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홍사익 장군이 포로수용소장으로 임명된 

것은 한국인을 방패로 삼을 목적으로 제 14방면

군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대장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다.

 1944년 6월 미군이 사이판(Saipan)에 상륙하여 일

본군 3만명, 주민 1만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지고 

6월 19~20일 이틀간 벌어진 사상 최대의 艦隊航空

戰이자 태평양전쟁의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은 필리

핀 해전에서도 일본해군이 참패하여 궤멸상태에 빠

1942년 3월 자바지역에서 일본군에

게 포로로 잡힌 화란군들이 무장 해

제되고 있다. 20센티나 큰 거구의 구

라파인들에게 양팔을 올리도록 호령

하는 왜소한 체격의 일본인들이 대

견스러워 보인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의 평균 신장은 1미터 

58센티에 지나지 않았다 한다.

45



한인뉴스 7월호

져버렸다. 곧 이어 연합군의 필리핀 상륙을 놓고 충

돌한 10월 24일 레이테(Leyte) 해전에서도 미 태평

양함대 소속 제3함대의 할제이(William Halsey) 제

독과 제7함대의 킨케이드(Thomas Kinkaid) 제독에 

의해 일본해군의 함정 26척(306,000톤)이 격침되고 

제 2戰艦戰團長 니시무라 쇼지 중장을 포함한 만명 

가량의 일본해군이 水葬되며 참패하였다.

필자 주; 니시무라 제독은 1942년 초 보르네오, 

수마트라, 자바 침공 시 연합국 해군세력을 대파

하여 일본육군의 안전상륙에 절대 기여한 공로

자였다.

이제 일본해군의 水上艦 세력은 회복불능상태로 무

력화되었고 최후발악의 수단으로 가미가제(神風) 특

공대까지 등장시키게 되었으니 3년 전 홈마 마사하루

(本間雅晴) 중장의 제 14군에 몰려 “꼭 다시 돌아오

겠다.”라는 언약을 남기며 필리핀에 부하들을 남긴 

채 濠洲로 탈출하였던 맥아더 장군은 1945년 3월 필

리핀 루손(Luzon) 섬에 재 상륙하여 실추되었던 자

존심을 되찾기 위해 결사적인 공세를 펴자 일본 남

방군들은 필리핀 산속으로 계속 쫓기는  처지가 되었

다. 8월 15일 천황의 항복방송이 있던 날 홍사익 중장

의 병참감실은 필리핀 북부 바귀오(Baguio)지역 정

글 속에서 반 기아상태에서 헤매는 중이었고 그 다음 

날에야 항복사실을 알고 투항하였다. 연합군 포로들

을 관리하던 총책임자였던 홍사익 장군 스스로가 이

젠 그 수용소에 들어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며 여러 달 속개된 필리핀 전범재판정에서 홍

사익 중장은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 「無言의 被

告」로도 유명하다. 11개 항목의 포로학대죄로 기소

된 홍사익은 1946년 4월 18일 오전 결국 사형을 선

고 받는다. 최후진술도 없었고 함께 선고를 받고 법정

을 나서는 동료들에게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갑종합

격!”이라고 외치듯 “絞首합격이다!”라고 말한 것

이 고작이었다. <말레이의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으

며 용맹을 떨쳤던 필리핀 주둔 제 14方面軍 사령관

인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대장이 7개월 전 군

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 대신 총살형을 스스로 요청하

며 가장 군인답게 가는 길을 시위하였지만 막상 처형

되기 10분전에는 “나도 도죠 히데끼 녀석에게 당했

다!”고 절규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과는 달

리, 1946년 9월 26일 밤, 그 마지막 10분의 순간에 일

본승려가 독경을 시작하자 야마시타 장군처럼 누구를 

탓함이 없이 홍사익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세

(辭世)의 시(詩)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이라고 

전제를 한 다음 아래와 같이 한 수의 詩를 읊더란다. 

『구질구질하게 생각해 보아도 넋두리리라

敗戰이 죄라고 체념하는 것이 좋으리라

옛날부터 억울한 죽음이 많았으니

나 또한 그 속에 끼었을 따름이로다.』

詩 암송이 끝나자 立會人인 기다야마(北山) 목사에게 

“기다야마 목사, 귀하는 젊으니 몸을 소중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

다.”라고 작별 인사를 하며 絞首刑場으로 안내하는 

헌병을 따라 나선다. 형장으로 나가면서 미군헌병 이

반 케이(Ivan Cay)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구약성서 시

무장 해제된 화란군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 절반이상이 곧 영양실조와 질병

으로 희생되고 마는 그들의 운명을 

예견이나 하고 있었을까?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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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제51편을 목사가 읽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교수대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塗抹)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

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제51편 제1-3절>

필자 주; 終戰 25일 후인 1945년 9월10일자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범용의자 체

포명령을 발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起訴 및 재판

소 설치를 지시하였다. 기소 기준은 침략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국제법, 조약, 협정을 위반하여 

전쟁을 계획, 준비, 수행하여 평화를 위협한 죄를 

A급, 전쟁법규, 전쟁관계를 위반한 통례에 의한 

전쟁범죄를 B급, 민간인 및 포로에 대한 살육, 섬

멸, 혹사, 추방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죄를 C급

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A급 전범과 함

께 B, C급 전범으로 전 지역에서 총 5,600명이 투

옥되었다. B급 전범으로는 포로관리의 지휘, 감

독을 맡았던 장교나 부대장이 해당되었으며 C급 

전범은 직접 포로관리를 담당한 하사관, 사병, 군

속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인 군속출신 전범들은 

바로 C급 전범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당시 동경

극동전범재판에는 전쟁도발의 최고 책임자인 천

황은 아예 기소자체가 제외된 채 28명의 下手人

들만이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그 중 3명은 재판 

도중 사망 또는 정신질환을 일으켜 기소유예되었

고18명은 종신형 등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나머

지 7명만이 사형이 선고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재판 절차를 거쳐 약 1,000여명 정도의 B,C급 전

범이 각각의 재판지역에서 처형되었다. 사형선고

를 받은 A급 전범 7명의 면면을 보면 주로 진주만 

기습공격 당시의 각료였거나 필리핀 전선에서 맥

아더와 惡緣을 맺은 장군들이었다. 전 수상 도죠 

히데키(東條英機) 대장을 비롯하여 싱가폴에 사

령부를 둔 제 7방면군 사령관 도이하라 겐지(土

肥原賢二) 대장, 전 수상 히로다 고끼(廣田弘毅), 

전 육군대신 이타가키 세이지로(坂桓征西郞) 대

장, 전 버마파견군 사령관 기무라 헤이타로(木村

兵太郞) 대장, 남경사건을 야기한 마쓰이 이와네

(松井石根), 필리핀 방면군 참모장 무토 아키라

(武藤 章) 중장이 그들이었다. 동경극동재판소에 

기소된 A급 전범 외에 해당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B.C급 전범들 중 맥아더와 적대관계로 전투

를 벌였던 전범들은 유독 속전속결의 중벌로 처

리되어 「맥아더의 복수극」이라는 구설수를 낳

기까지 하였다. 개전초기 필리핀 전선에서 맥아

더를 濠洲로 야반도주하도록 만들어 맥아더의 자

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바 있는 홈마 마사하루

(本間雅晴)대장, 종전이 선언되었음에도 필리핀 

정글 속으로 피신하여 재 상륙한 맥아더 元帥의 

연합군에게 끝까지 항전하다 9월 2일이 되어서

야 항복한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대장과 

마닐라 미국전범재판소에서 11개 항목의 포로학대죄로 재

판을 받고 있는 洪思翊 장군<오른쪽 끝>. 그는 단지 「大本

營의 허수아비에 불과하였고 한국인으로서 일본군의 방패

막이로 이용 당한 경우」라고 강변하는 변호인단의 변호에

도 불구하고 1946년 4월 18일 사형이 선고되어 5개월 후인 

9월 26일 밤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그의 死體는 火葬

되어 한 줌의 재가 되어 극비리에 태평양 바다 한 곳에 뿌

려졌다. 絞首臺에 오르기 직전 입회 목사에게 시편 제 51편

을 읽어 달라며 건네주었던 성경책만이 遺品이 되어 후일 

기다야마(北山) 목사에 의해 홍사익 장군의 장남인 洪國善

(와세다 대학 졸, 한국은행 근무, 1984년 작고)에게 전해졌

을 뿐이었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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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참모장 무토(武藤 章) 중장, 홍사익 중장 등

은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편 자바를 점

령했던 지휘관들의 末路도 대부분 悲運의 처지로 

떨어지고 만다. 개전 준비단계부터 종전시점까지 

남방군 총군사령관직을 끝까지 고수해온 데라우

치 히사이치(寺內壽一) 元帥는 1945년 5월 버마

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뇌졸증으로 쓰러지

고 말았고8월 15일 동남아지역 연합군사령관이

며 영국해군 제독인 마운트배튼 경(Lord Louis 

Mountbatten)에게 항복하여 전범 재판대기 중인 

1945년 11월 病死하고 말았다. 초대 자바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이마무라 히도시(今村 均) 대장은 

라바울에서 開廷된 호주법정에서 10년 금고형을 

선고 받았고 2대 사령관으로 2년 4개월간 자바를 

통하였던 하라다(原田㷱吉) 중장은 싱가폴 창이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편 하라다의 뒤를 이어 제3대 자바주둔군 사령관으

로 부임한 나가노 요시우치(長野祐一郞) 중장은 불과 

재임 6개월 만에 천황의 항복선언을 듣고 이틀 뒤 수

까르노, 핫따가 독립선언을 한 날인 8월 17일자로 일

본군이 그간 심혈을 기울여 양성하였던 인도네시아 

보국대(PETA) 全 대원들에게 고별의 人事狀을 띄

우고는 제 16군 사령부의 간판을 내리게 되니 일본

의 자바점령은 자야바야 왕의 전설에서 예견된 대로 

‘옥수수대 수명’ 정도의 짧은 기간인 3년 6개월 만

에 막을 내린다. 

필자 주; 上記 보국대(PETA;Pembela Tanah 

Air)는 1943년 10월 日本軍政에 의해 창설되었으

며 자바 지역 37,000명, 수마트라 지역 20,000명

의 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보국대원들은 

終戰 직후 인도네시아국군(TKR→TNI) 창설의 

중추가 되어 「45년 세대(Angkatan 45)」라 불

리며 대대장(Daidancho)출신의 수디르만(초대 

국군총사령관), 중대장(Chudancho)출신의 수하

르또(전 대통령), 소대장(Shodancho) 출신의 우

마르 위라하디꾸스마(전 부통령)를 비롯한 대부

분의 지휘관들은 1980년대 초까지 인도네시아 

정, 관계의 요직을 독점하게 된다.

태평양전쟁의 공식적인 종언은 東京灣에 정박해 있던 

美 戰艦 미주리 號(USS Missouri) 船上에서 1945년 

9월 2일 아침 9시 4분에 시작하여 20분만에 이루어

진 항복 조인식에 의해 완전 매듭을 짓게 된다. 이 艦

上에는 연합국측 고위장성 50여명이 승선하여 승전

국의 위세를 과시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들이 

되고 있었다.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졸업 역

사상 최고의 성적과 4성 장군에 오르기까지 항상 最

年少의 기록을 달고 다녔던  맥아더 원수가 “오늘은 

포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끔찍했던 비극은 그 막을 내

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

니다.”라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 행사를 주도하며 먼저 패전국인 일본대

표의 서명을 유도하였다. 천황과 일본정부를 대표한 

外務大臣 시게미츠 마모루(重光 葵)가 지팡이에 의

반둥 인근 지역인 수까미스낀(Sukamiskin) 포로수용소 

감시원 시절의 김만수씨 모습. 일본패전 후 많은 한국인 출신 

감시원들이 포로학대죄로 전범 처리되어 사형 또는 실형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되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감만수씨와 

몇몇 동료들은 일본인 감독자의 눈을 피해가며 화란인 

포로들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하여 종전 후 화란정부로부터 

표창과 함께 사업이권까지 부여 받게 된다. 김만수씨는 제 

4대 재자바조선인 민회(民會) 회장도 역임하였다.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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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지하면서 제일 먼저 서명 테이블로 나왔다. 그는 직

업 외교관으로서 駐中國 公使로 재직할 때인 1932년 

4월 29일 上海 훙커우 공원(虹口公園)에서 열린 천

황생신(天長節) 겸 전승 축하기념식에서 上海 臨時

政府金 九 主席의 지도를 받은 尹奉吉 義士가 투척한 

수류탄 세례를 받아 전신에 20곳의 탄피가 박히며 오

른발이 절단되어 義足을 하고 있는 불구자였다. 시게

미츠는 만년필을 찾는 듯 오른쪽 왼쪽 주머니를 번갈

아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꺼냈다 넣었다 하며 시간을 

끌면서 불안한 자세를 보이며 서명을 하였다. 뒤따라 

나온 육군참모총장 우메주 요시지로(梅津美治郞) 대

장은 本土玉碎를 주장하며 끝까지 항복을 반대하였

지만 막상 조인식에서는 시게미츠 외무대신과는 대조

적으로 테이블에 다가서자마자 군인다운 자태로 지체 

없이 서명을 끝냈다. 그 순간 그를 수행했던 大佐 한 

사람의 흐느낌이 비로서 식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

고 말았다. 패전국 대표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나자 이

제 승전국의 차례가 왔다. 각각 필리핀과 말레이 주둔

사령관으로 있다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3년 반 동안 

대만의 화렌(花蓮)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 바로 석

방된 웨인라이트(Jonathan Wainwright) 중장과 퍼

시벌(Arthur Percival) 영국군 중장을 뒤에 거느리

고 연합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맥아더 元帥가 다소 흥

분된 표정으로 서명을 끝내자 뒤를 이어 실제 태평양

전쟁의 최고 수훈자인 니미츠 元帥는 미국정부를 대

표하여 냉정하고 신속한 자세로 서명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참전 연합국들인 중국, 영국, 소련, 호주, 캐나

다, 프랑스, 화란, 뉴질랜드 대표 순으로 서명을 마침

으로서 3년 9개월을 끌어 온 「太

平洋戰爭(일본측 호칭; 大東亞戰

爭)」은 명실공히 그 대단원의 막

을 내리게 된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일본점령의 

질곡(桎梏)으로부터 해방되어 연

합군은 1946년 4월부터 단계적

으로 자바주둔 일본군을 귀국시

키도록 방침을 정하였으나 귀국

선에 승선시키기 전에 우선 전범

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들어갔

다. 자바지역에서의 전범행위 혐

의자들은 주로 포로수용소 감시

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종전 

후 석방된 연합군 포로들의 증언

을 통해 당시의 자바 포로수용소 내에서 그들이 얼마

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

도록 한다. 

포로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작업장에 끌려나가 저

녁 7시 반이면 취침에 들어가야 했다. 작업시간 중

에는 일체 대화가 금지되었으며 수시로 구타를 당하

며 매 분마다 인원 점검이 실시되었다. 취침 장소에

는 베개는 물론 깔개도 없이 맨 땅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옷을 갈아입지 못해 모기들의 공세 소리에 잠

1945년 9월 2일 東京灣에 정박 중인 美 戰艦 미주리

(Missouri)호 船上에서 降伏調印書에 서명하기 직전 맥아더 

元帥의 冒頭發言을 듣고 있는 일본대표들. 맨 앞줄 유럽풍 

정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바로 13년 전 上海

에서 尹奉吉 의사가 투척한 수류탄을 맞아 오른발에 義足을 

하고 다니는 外務大臣 시게미츠 마모루(重光 葵)이며 그는 

천황과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기 위해 지팡이에 의존

하여 불편한 걸음걸이로 등장하면서 당황한 모습을 전세계

에 보여주자 세간에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 왼쪽의 

군복차림은 일본 大本營을 대표하여 서명한 우메주 요시지

로(梅津美治郞) 육군참모총장. 우메주 육참총장과 함께 本

土玉碎를 주장하며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였던 陸軍大臣 아

나미 코레츠카(阿南惟㡬) 대장은 천황의 항복선언 직전인

8월 14일 저녁 「한번의 죽음으로 大罪의 용서를 구한다.」

라는 長文의 遺書를 남기고 官邸에서 자결(切腹;셋뿌꾸)하

여 다음날 아침 끝내 절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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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지 못함은 물론 모기 잡는 소리에 모두가 밤

을 새우기가 일쑤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패색

이 짙어가면서 부족한 보급품 사정 때문에 식량 공급

이 제대로 되지 않아 餓死하는 포로의 수효가 급증하

였다. 통계에 의하면 1944년도 26%인 자바지역 포

로 사망률이 1945년도엔 73%로 급증하였으니 당시 

포로들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말해 준다. 

1944년 3월 인력 분산책으로 인해 자카르타 근교 찌

삐낭(Cipinang) 수용소에서 복역 중이던 화란 포로들 

중 500명이 반둥 근교 수까미스낀(Sukamiskin) 수

용소로 이관되었는데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식량 부족

으로 사망하게 된다. 당시 수까미스낀 수용소 감시원

이던 김만수, 조남훈과 더불어 유홍배, 이병용 등 한

국인 감시원들은 이 참상을 보다못해 포로들에 대해 

은밀하게 빵과 소금을 공급하여 후일「和蘭의 恩人」

이 되었다. 수까미스낀 수용소 참상이 외부세계에 새

어나가자 일본군은 한 달에 두 번씩 포로들의 면회를 

허락하는 제스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 첫 면회가 

1944년 4월 16일 일요일 수까미스낀 수용소에서 이

루어 졌다. 20명의 방문자가 2명의 감시원 감시를 받

으며 10분간 면회소로 들어갔다. 방문자가 가지고 간 

음식은 수용소 持入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면회장소에

서 다 먹어 치워야 했다. 당시 면회를 허락 받은 화란

인 포로 중 한 명인 Pater Teppema씨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면회자가 가

지고 온 음식물 중 삶은 계란 8개, 바나나 10개, 두 줄

의 빵을 단 10분 내에 해치웠다고 회상한다.           

이렇게 비인도적인 대우와 학대를 받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석방된 연합군 포로들이 일본군의 무사 귀

국을 방관할 리 없었다. 1946년 4월부터 포로수용소 

업무에 관계했던 일본인(한국인 포함) 전원이 형무

소에 수감되었다. 그래서 전범처리와 보복을 두려워

한 일부 감시원들은 부대 이탈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세계 제일의 「天皇의 軍隊」라고 자부하였던 일본

군이 패전하자 부대 내에는 좌절과 절망감이 팽배하

여 패전국 병사로서 귀국하게 되는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이들의 귀국을 망설이게 만든 이유로 작용한 것

이다. 특히 포로감시원 재직 시 연합국 포로를 심하

게 다루어 전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나 

현지처와의 애정문제 또는 고국에서의 가정사정 등

의 이유로 그대로 눌러 앉은 경우가 많았다. 당시 포

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연합군들이 敗戰軍인 일본군

을 일렬로 세워놓고 이름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저

놈!”하고 지목만 하면 그대로 전범으로 전락하는 상

황이었다. 소위 「목 실험(首 實驗)」이라고 하는 것

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본군과 같이 부대

를 이탈하여 이곳에 눌러앉은 몇몇 한국인들이 있었

는바 우리는 그 동안 이들이 이곳 교민사회를 형성

한 뿌리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막연히 인식하면서 그들 

중 타계할 때까지 이곳에 정착하여 초창기 한인사회

와 교류하였던 김만수, 유홍배, 이병용 정도만을 기

억하여 왔었으나 이번 기회에 적지 않은 우리의 선

배 세대들이 이곳 남녘 땅에서 뿌리를 내린 족적이 있

다는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카르타 글

로독(Glodok) 형무소에서 사형당한 박성근, 최창선, 

박준식, 변종윤을 비롯하여 자카르타 시내 뻐땀부란

(Petamburan)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허 영, 자카르

타 근교 뿐짝(Puncak) 산정에 안식처를 잡고 있는 유

홍배, 수라바야에서 8~9년 전 타계한 이병용, 가룻

(Garut)에 있는 뗀죠라야(Tenjolaya) 국립묘지에 잠

들고 있는 양칠성 등 고인이 되신 몇몇 한국인들이 바

로 우리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永眠하고 있

음도 알게 되었다. 매년 8월만 되면 駐在 日本大使가 

自國 出身 21구의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자카르타 

시내 깔리바따(Kalibata) 국립묘지를 공식 참배한다

는 뉴스에 자극되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 땅을 먼저 

밟은 우리의 선배세대들이 현재 우리가 사는 동네에

서 지척인 거리에서 잠들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기

억해 줄 수 있다면 韓民族 후예(後裔)된 자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호에는「광복의 달을 맞아 『제 4부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張潤遠)과 그 후손들 편이 

이어집니다.

참조 문헌 

-洪思翊中將の 處刑/ 山本七平 著, 1986

-日本帝國陸軍士官學校 卒業生 名簿/japan.yahoo

-일본 항복문서 원문(Instrument of Surrender)

-Pemuda Indonesia Menantang Fasisme 

Jepang/Sihombing, 1962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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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자신의 시체야말로 훌륭한 복수의 수단 -오기(吳起)

JIKS 교사 이상기

 오기(吳起)는 참으로 오기(傲氣)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망나니로 놀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자, 오기

는 제 살을 질근질근 씹으며 이렇게 맹세한다. “출세하

여 한 나라의 정승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붙잡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다. 그것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오기는 증자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증자는 공자

의 제자로, 효를 으뜸으로 하는 유학자. ‘대학(大學)’이

라는, 사서(四書) 중의 하나를 지은 증삼(曾參)이 바로 증

자다. 그러나, 증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쫓아내고 만

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오기가 집으

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이 물었다. “왜 돌아가지 않느냐? 망극하게도 어머

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오기가 또박또박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정승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나이가 한 번 맹세를 했

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찌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은 기가 막히고 어

이가 없었다. 대체, 이런 놈을 가르쳐서 무엇을 한단 말인

가? 그래서 오기는 쫓겨 난 것이다. 그 때, 오기는 다시 이

를 악물었다. 그리고 유학이 자신을 추방한 것처럼 그 자

신도 미련없이 유학을 자신에게서 추방해 버렸다. 그것도 

오기 때문이었을까?

 오기는 노(魯)나라에 가서 장군이 되었다. 노 나라는 공

자의 나라, 유학을 버린 오기가 유학의 나라인 노 나라의 

장군이 되었다는 것도 어쩌면 그의 오기가 발동했기 때

문인지 모르겠다. 속사정이야 알 수 없으되, 그는 노 나라

의 장군이 되어 이웃 제(齊) 나라의 침략을 멋지게 격퇴

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실력도 과

시했다. 

 그러나 오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노 나라에

서 그에게 장군의 직책을 주기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

었다. 오기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 데, 오기의 아내가 바

로 제 나라 사람이니  어쩌면 제 나라와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 눈치를 챈 오기는 아내를 

불렀다. “지금 남편인 나는 노 나라의 장군이 될 수 있

다. 그런데 당신이 제 나라 사람이라 나를 임명하는데 망

설이는 모양이다.  당신은 남편의 출세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요?” 그러자, 오기는 칼을 빼어 

들며 말했다. “당신의 목을 좀 빌려 줘. 잠깐이면 돼.” 

그리고는 놀라 입을 벌리고 있는 아내의 목을 쳐 버렸다. 

아내의 목을 노 나라 왕에게 바치고 그는 장군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말썽이 되었다. 마부 없는 말이 엉뚱하게 달

려갔기 때문. 오기를 태우고 달려가야 할 말은 주인도 내

팽개친 채 트랙을 벗어나 이렇게 마구 달아났다. ‘우리 

노 나라는 작은 나라요, 제 나라는 큰 나라다. 그런데 제 나

라는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 나라를 쳐들어 왔다. 그러니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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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우리가 사신만 보냈어도 이번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운이 좋아 이겼다고는 하지만 공연히 큰 나라와 전쟁

을 벌여 화근만 심어 놓고 말았다. 그리고, 오기는 어머니

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치르러 가지 않은 불효막심한 

놈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벼슬이 탐나 아내의 목을 서슴

없이 자른, 인정도, 눈물도, 피도 없는, 아주 못된 놈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놈에게 벼슬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

는가? 오히려 목을 잘라 경계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

다.’ 말 등에서 떨어져 먼지만 잔뜩 뒤집어 쓴 오기는 눈

을 허옇게 뒤집어 보이고는 노 나라를 떠났다. 그 때, 그는 

이를 갈지 않았을까? 차마, 아니라고는 하지 못하겠다.

 그러다 그는 위(魏)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위 

나라에서는 이웃 진(秦) 나라의 침략을 받아 전전긍긍하

고 있었다. 위 문후(文侯) 사(斯)가 오기에 대해서 물었

다.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좀 소문이 좋지 않았기 때

문이다. “오기가 대체 어떤 인물이오?” 신하 적황이 대

답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

물은 오기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출중한 인물이지요. “ 

“그렇지만 뇌물을 좋아하고, 잔인하며, 거기다가 여색까

지 탐해서 행실이 좋지 않다던데?” 그러자, 적황이 다

시 말했다. “우리는 그의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

시콜콜 이런저런 행실에 대해서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

지 않습니까?” 그 말에 왕은 무릎을 쳤다. “어허! 참, 

그렇군!”

 그래서, 오기는 위나라의 장군이 되었다. 오기는 가장 

말단에 있는 부하와 똑같이 먹고 잤다. 행군을 할 때

에도 말을 타지 않고 같이 걸었으며, 자신의 장비도 

장군인 자신이 직접 메고 다녔다. 또한, 군사들에게 

분배되는 식량이나 장비,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철

저히 살폈고, 잘못 된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도 즉시 시정했다. 뿐이랴. 병이 난 사병에게는 마

치 친자식을 보살피듯 직접 약을 달여 먹이는 등 

정성을 들였다. 한 번은 부하 한 명이 등에 종기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오기는 자신이 직접 

종기를 찢고 입을 대 그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 냈

다. 군사들은 감격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자, 한 여인이 갑자기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들

은 훌륭한 장군을 만나 각별한 보살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통곡을 하시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장군

에게 그렇게 깊은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전쟁터에

서 비겁하게 도망을 치겠어요? 끝까지 용감히 싸

우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죽고 말 것 아니겠어요? 지난 번

에도 장군이 등창을 입으로 빨아 준 것에 감격한 제 남편

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자식까지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냔 말이에요.” 

 용장 밑에 약졸 없다던가? 어쨌든 오기는 위 나라의 겁쟁

이 군사들을 단번에 강군으로 만들었다. 죽은 사람의 고

기를 먹고, 사람의 뼈로 불을 때는 한이 있더라도 흩어지

지 않을 군대는 손빈의 군대와 오기의 군대뿐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이웃 나라에서도 감히 위 나라를 엿보지 

못했다. 오히려 오기는 진나라의 내분을 틈타 서하의 다

섯 성을 빼앗아 버렸다. 그렇게 하고도 오기는 성을 더 쌓

고(그래서 성의 이름도 ‘오성(吳城)’이라 한다) 진나

라의 침략에 대비했다. 

 그 공으로 오기는 내심 정

승의 자리에 오

르고 싶었

다. 그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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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 왕이 된 위 무후는 오기의 기대와는 달리 전문

(田文)을 정승으로 삼았다. 은근히 화가 난 오기가 전문

에게 따졌다. “누가 더 나라에 공이 많은지 말해 봅시

다. 당신과 나, 둘 중에 누가 나라의 땅을 더 넓혔소?” 전

문이 대답했다. “당신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근심을 더 많이 덜었소?” “당신이

오” “그렇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정승의 자리에 있

소?” 그러자, 전문이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나라는 아

직 안정이 되어 있지 않소. 또 새 왕이 들어서서 서로 눈

치만 보고 있소. 게다가 당신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신하

들 사이에도 그리 신망이 두텁지 못하오. 이럴 때 당신과 

나, 둘 중에 누가 적임자겠소?” 오기는 크게 깨닫고는 고

개를 끄덕였다. “역시 당신이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나서 위 무후(武侯)는 오기를 의심했다. 정승 자리를 주

지 않아 불만이 많다고 생각했다. 또, 그러다 보면 반란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기의 

직위를 빼앗아버렸다. 오기는 앙심을 품고 

대를 이어 충성하던 위 나라를 떠나 초 

나라로 갔다. 

 마침, 초(楚) 나라에서는 인재

를 목마르게 찾고 있었다. 초 

나라의 도(悼) 왕은 오기를 

보자 첫눈에 반해 그에게 정

승 벼슬을 주었다. 소망하던 

정승 자리를 드디어 차지하

게 된 것이다. 누가 말했던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오기가 바

로 그랬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

렇게 좋기만 한 자리였을까?

  정승이 된 오기는 초나라를 강국으

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개혁 정책을 실시

했다. 즉, 대신들의 덩치 큰 재산을 국유화하

고,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 일 

없이 국고만 축내던 벼슬아치를 몰아내고, 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자, 너도 나도 군대에 자원하려

고 나섰다. 오기 자신은 또다시 노 나라와 위 나라에서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군사를 조련했다. 그러자 초 나라

도 짧은 시간에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공신이나 재산을 

빼앗긴 신하들은 기회만 보고 있었다. 

 드디어 초 도왕이 죽자 오기의 개혁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던 신하들은 일제히 오기를 공격했다. 오기는 달아나

려 하였으나, 도저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

하여 마지막으로 꾀를 썼다. 그는 악을 쓰며 외쳤다. “나

는 여기 있다. 너희들이 나를 어찌할 테냐?” 그러고는 죽

은 도왕의 시신을 몸으로 가렸다. 그러자, 신하들은 오기

와 왕의 시체를 향하여 활을 쏘기 시작했다. 화살은 오기

에게도 박혔지만 죽은 몸이 아예 벌집이 될 만큼 왕의 시

신에도 꽂혔다. 죽어가면서 오기가 외쳤다. “너희들은 나

를 죽였지만 왕의 시신을 범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을 듣자 신하들은 겁이 나서 

달아나 버렸다. 

 한 달 뒤, 초 도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초 숙(楚 

肅)왕은 아버지의 시신에 활을 쏜 사람들을 잡아 오게 한 

후 그들이 잡혀 오는 대로 직접 철퇴로 쳐죽였다. 그리하

여 오기 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저주를 받은  70여 집안

이 모두 도륙을 당했다.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그들은 오기를 죽인 사람들은 마

침내 원수를 갚은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활을 쏜 것인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도 집

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이나 정승의 자리

는 영화로운 자리였던가, 아니면 죽음

으로 가는 간이역이었던가? 또한 

오기의 오기는 자신을 분발하

게 한 힘이던가, 아니면 자

신을 파멸로 이끈 타나토

스, 저승의 손이던가? 어

머니의 죽음에도 개의치 

않던, 아내의 목도 서슴

없이 쳐 버리던 그의 행

위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

한 냉철한 결단이던가, 아

니면 자신을 스스로를 얽어

매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던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다시금 되씹

어 볼 일이다.

 사족 하나. 만약 초 나라나 위나라가 오기

의 정책을 계속 채용했다면 천하의 판도는 진 나라보다 초

나 위의 의도대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진은 그

리 강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건도 유리한 편이 아

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오기의 신임이 국정을 주도할 만

큼 대단하지 않았거나 보수 세력에 의해 개혁 정책이 좌

절됐기 때문에 주도권을 후발 주자인 진나라에 내주었던 

것이다. 역사를 논하면서 ‘만약’이란 말이 무슨 소용

이 있을까마는.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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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대통령 7월 18∼22일 남북한 방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남북한을 동시 방문, 북핵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 

데스라 페르카야 대변인은 유도요노 대통령이 7월  

18∼22일 남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당초 이달 초에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해 방문을 수 차례 연기했다. 

남북한을 오가며 ‘핵’ 중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유도요노 대통령은 앞서 이번 방문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스 블릭스 전(前)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은 

앞서 지난 6월 20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때문에 다시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 위기 해결을 위해 

유도요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네시아는 건국의 아버지인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1970년 사망)이 고(故) 김일성 주석과 친구 

사이로 지내는 등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수카르노의 딸이며 2001∼2004년 대통령을 지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도 대통령 재임을 전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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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므라삐 화산 

인도네시아 구조대가 6월 16일 족자카르타 인근 

칼리아뎀 마을에서 므라삐 화산에서 뿜어져나온 

뜨거운 가스와 지진재가 덮치며 숨진 남자 두명 중 

한명의 시신을 운반하고 있다. 이날 목숨을 잃은 

이들은 화산 폭발을 대비해 마을 사람들의 대피를 돕던 

자원봉사자들로 화산 중턱 지하벙커에서 생활하다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구스마오 동티모르 대통령, 사임 위협 재고 

사나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대통령은 마리 알카티리 

총리가 사임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물러나겠다는 

위협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알베르토 리카르토 다 실바 

주교가 6월 23일 구스마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밝혔다.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반군 지휘자 출신으로 1999년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초대 

대통령에 오른 구스마오 대통령은 22일 동티모르 

수도 딜리의 소요사태를 촉발한 알카티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23일 오전까지 총리가 사임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반(反) 알카티리 시위대가 다시 

집결하는 등 동티모르의 정치위기가 심화되면서 다 

실바 주교가 구스마오 대통령을 만나 쉽지는 않겠지만 

동티모르의 정치위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득했으며 

구스마오 대통령은 이같은 설득을 받아들여 사임 

위협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다 실바 주교는 

밝혔다.

다실바 주교는 80만 가톨릭 인구의 동티모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알카티리 총리는 22일 집권 프레티린당이 

자신을 지지한데 힘입어 자신의 사임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뿐이라며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티모르 국민들은 지난 3월 600명의 군인들을 강제 

퇴역시킨 알카티리 총리의 결정이 동티모르의 소요를 

불렀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폭우 2백여명 사망 실종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섬에서 지난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111명이 

숨지고 101명이 실종됐다고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이 

밝혔다.

최악의 피해를 입은 곳은 신자이 지역으로 103명이 

숨지고 99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북동쪽 천600km 

지점의 술라웨시섬 일대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해 

수백여채의 가옥들과 논이 침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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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폭탄테러 조직 지도자 만기출소 

지난 2002년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나이트클럽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 무장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I)의 지도자 아부 

바카르 바시르(68)가 26개월 복역을 마치고 6월 

14일 석방됐다.

감옥 밖에서는 300여명의 지지자들이 출감하는 

그를 둘러싸고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 출감 

직후 바시르는 “이슬람 샤리아(율법)를 받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바시르는 

2002년 테러 교사 혐의로 30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2005년에 감형됐다. 

진짜 거북이 같네... 

6월 21일(현지시간) 바다거북으로 분장한 두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자카르타의 한 집회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이 집회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위한 홍보 

집회이다.

2002년 테러에서 자국민 88명을 잃은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테러 

주도자가 그토록 빨리 출감하다니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시르의 출감으로 JI의 테러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JI 

전문가인 국제위기그룹 사무총장 시드니 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감옥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영향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는 복역 중에도 

감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JI 조직원들에게 

자문했다”며 급격한 테러 증가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니 일가족 AI 사망…사람간 전염 첫사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일가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다.

WHO는 조사보고서에서 숨진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 살면서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10살 남자 어린이에게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아버지에게 옮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WHO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전이될 만큼 변형된것은 아니며 세계적인 유행병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팀 우예키 박사는 이번 사례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증거라면서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가족 

밖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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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인도네시아에 10번째 해외지사 설립 

글로벌 사업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SK㈜가 인도네시아에 10번째 해외지사 개설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SK㈜의 글로벌 사업부문은 중국 본부와 10개 

해외지사 체제로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자카르타에 설립된 SK㈜의 인도네시아 지사는 현지 

원유구매와 석유제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SK㈜는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페루 리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일본 도쿄 등 석유제품 

트레이딩 및 해외자원 개발을 진행중인 국가들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SK㈜는 최근에는 지난 2004년 말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사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해 9월 쿠웨이트 지사를 

개소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시를 설립하게 

돼 해외지사는 10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중국 중심 글로벌리티를 위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중국 본부를 1개 갖고 있다.

SK㈜는 자카르타 지사를 통해 현지 업체와 윤활유 및 

석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보로부두르사원, 지진.화산에 ‘몸살’ 

인도네시아 메라피화산이 연일 뜨거운 가스와 

화산재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인근지역에 

위치한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에 화산재가 

쌓여 직원이 물청소를 하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불교사원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로부두르 사원은 지난달 중부 자바를 강타한 

강진으로 훼손이 우려됐으나 다행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 힌두사원 프람바난은 일부 

파괴됐다.

쁘르따미나(Pertamina)사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SK㈜는 지난 4월 고급 윤활기유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세번째 윤활기유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하고 페르미나타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해외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해외지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 뮤직폰 인기 ‘급상승’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에서 주력제품이 종전 카메라

폰에서 뮤직폰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6월 23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따르

면, 현지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휴대폰 생산 품목을 

소비자 선호 추세에 맞춰 MP3나 라디오 기

능이 장착된 뮤직폰으로 빠르게 전환

하고 있다.

라디오 음악 청취가 가능

한 뮤직폰 구입 가

격대는 100만 루

피아(약 110달

러), MP3 기능이 내 장된 뮤직

폰은 200만 루피아(약 220달러)로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인도네 시아 2005년도 1인당 

국민소득 1250달러)에 비해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약 5000만명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서는 최근 저가 휴대폰이 확산되면서 가격경쟁이 심화

되고 있어 생산업체들은 시장 차별화에 애를 먹고 있

는 실정이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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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렘 오만” “서구인 이기적”

  색안경 낀 두 문명 

‘문명의 충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인식의 단절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센터가 

발표한 ‘퓨 글로벌 애티튜드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서구인들은 모슬렘(이슬람교도)을 

오만하고, 폭력적이며, 참을성이 없다고 여기는 

반면 모슬렘은 서구인을 이기적이고 부도덕하며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글로벌 애티튜드 프로젝트’는 퓨 리서치센터가 

2001년부터 미국 외교정책, 세계화, 테러리즘, 

민주화 등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인식차에 초점을 

맞춰 지난 4~5월 미국과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 등 

13개국 국민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퓨 리서치센터는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모슬렘들이 부정적인 몇가지 특질에 대해 서구인 

탓으로 돌린다는 점을 꼽았다. 대표적인 것이 

9·11테러가 아랍인 그룹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믿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인도네시아 65%, 터키 및 이집트 59%, 

요르단 53%로 나타났다. 특히 터키인들의 경우 

이 비율은 2002년 갤럽조사 결과인 43%에 비해 

무려 16%포인트나 증가했다. 영국 거주 모슬렘의 

56%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폭탄테러 정당화 정도는 요르단의 경우 

지난해 5월 57%에서 29%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 

이슬람국가에서 줄어들었다. 

이슬람국가에서의 반 유태인 정서도 확고했다.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집권한 것에 대해 

이슬람국가의 대다수는 서구와 달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대답했다. 

이슬람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도 미국(49%), 

독일(42%), 스페인(37%) 등 서방국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데 비해 요르단(74%), 인도네시아(70%), 

이집트(65%) 등 이슬람국가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모슬렘과 서구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나쁘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유럽 거주 

모슬렘은 서구나 다른 나라의 모슬렘보다 ‘문명의 

충돌’에 대한 인식이 덜 경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에서의 가격대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100만 루피아 이하 가격대의 

시장점유율은 45%, 100~200만 루피아 사이가 35%, 

200~300만 루피아 사이는 12%, 나머지는 300만 

루피아 가격 이상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초고가 휴대폰 시장에서도 소량이지만, 수백만명에 

해당하는 부유층이 꾸준한 구입을 할 것으로 예상, 

연간 4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씨에스엠, 인도네시아와

바이오에탄올사업 MOU 체결 

국내 윤활유 및 휘발유첨가제 전문업체인 

씨에스엠(대표 최규호)은 인도네시아 주정부와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씨에스엠은 인도네시아 람풍주(州)의 3개군(郡)과 

열대전분작물인 카사바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토지21만2000㏊(약 6억4000만평)를 3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올해 말부터 카사바재배를 시작해 

오는 2009년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이다.

씨에스엠 최규호대표는 “공장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회사 및 종합상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라며 “향후 바이오에탄올과 

카사바 및 사료부산물 등을 세계 각국에 수출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 바이오에탄올은 

고유가현상과 맞물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20%씩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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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후 첫 무기수출

…순찰함등 印尼에 원조형식 

일본이 전후(戰後) 처음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6월 13일 순찰함 3척을 비롯해 

19억2000만 엔 상당의 무기를 인도네시아에 원조 

형식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비준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양국은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관련 

협정을 체결한다. 순찰함은 길이 27m, 30노트의 

첨단장비를 갖춘 것으로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선 등을 

상대로 경비활동을 한다.

일본 정부는 “순찰함은 테러세력 분쇄 및 해적 

퇴치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군사무기의 대외수출이라는 또 

하나의 금기를 깸으로써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일본 자민당은 유엔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이도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 

‘항구(恒久)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초안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印尼, 이슬람단체 해체 계획 배후는 미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이슬람 대중단체 

해체 계획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주장이 과격 이슬람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의 과격 이슬람 단체인 `이슬람 

수호전선’(FPI)은 미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부 

이슬람 단체 해체 계획의 배후라고 비난했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6월 20일 보도했다. 

하비브 리지에그 FPI의장은 “정부의 일부 이슬람 

대중단체 해체 계획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자카르타 방문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메시지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쌍무 군사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는 럼즈펠드 장관 

방문 하루 후 일부 이슬람 대중단체 해체 계획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8년 전 FPI를 창설한 리즈에그 의장은 “FPI가 

국가이념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체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런 

논리라면 `무함마디야’나 `인도네시아 모슬렘 

지식인협회(ICMI)’ 등 다른 이슬람 단체들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PI는 라마단 단식월에 영업을 하는 야간 유흥업소를 

습격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응징하고 

공공질서를 함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과격 이슬람 

단체로 꼽히고 있다. 

FPI는 또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 인도네시아 대표가 9년 만에 참석키로 

하자 이를 저지키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의 일부 이슬람 단체 

해체계획에 대해 비정부기구(NGO) 운동가인 

유명 변호사 무나르만 SH는, 이러한 작업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공사회연구포럼’(FKSK) 주최 토론회에서 

말했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폭력을 조장하는 등 

문제가 있는 이슬람 대중단체들을 현행법에 의거,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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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제121호(2006년 7월)는 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재인니 한인회가 

매월 발행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본 “한인뉴스”는  

첫 출판 이후 10년 동안 활자매체를 통해 재인니 

한인들에게 이모저모 기여한 바 컸음은 주지한 

사실이다. “한인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구하며 

필자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간 “한인뉴스”의 발행 과정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자바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알려진 섬이다. 

이곳에는 ‘메라피(Merapi)’ 활화산이 있어 필자가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폭발의 위협으로부터 대피해서 

그 주변 4킬로의 주민들이 소거된 상태에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강도 높은 

지진이 족자카르타 일부지역을 

강타해 주민들은 난민촌에서 

참혹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한편, 자바는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푸른 

대 평 원 ’ 을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 섬은 

건기우기의 

계절이 적도 

몬순기후와 

편승하여 

자 바 

섬의 풍요로운 적도 열대 농산물과 특산물을 천혜로 

산출하는 곳이다.   

   이번 호에는 자바인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되는지, 

그리고 유년기에서 사춘기 및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바인들의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생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주로 ‘자바 농촌의 

가정과 사회‘를 중심으로 살핀다. 

   이름 짓기: 자바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크고 작은 의식을 행한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신생아가 

탄생하는 날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친인척 및 이웃과 

함께 식사를 즐긴다(slametan brokohan). 어떤 

가정에서는 신생아의 탄생 그 자체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축하하면서 동시에 신생아의 이름을 명명하기도 

한다. 전통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가정, 즉 ‘santri 

자바인’의 가정에서는 신생아의 탄생 후 제 7일째 

되는 날에 이름을 붙여주는 의식을 갖는다. 그 의식 

속에는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죄 양의 음식을 

나눠 먹는 과정이 들어 있다(kekah).  

   자바의 어린 아이들은 본명 말고 별명으로 서로 더 

친근하게 호명된다. 그들은 장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별명이 몇 번씩 바뀐 경우도 있다. 장성한 사람들에게 

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 가정에서는 성인이 새 

이름을 취하는 의식을 하나의 사회적 행사로 보기도 

한다. 

   신생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의 모계의 외조부모에게 먼저 몇 개의 

이름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준다. 대부분 그 제시된 

이름 가운데서 선택하지만 어떤 경우에 외조부모측과 

친조부모측에서 각각 제시된 이름들을 조합하기도 

한다. 물론 친부모가 부모님과의 사전 상의 없이 직접 

이름을 선택하기도 한다. 흔히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생태와 문화 시리즈(6)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글: 김 용 / UKI교수.영문학

생태와 문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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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만, 딸의 경우에 어머니의 이름을 따르는 빈도가 

더 높다. 그밖에도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조합하여 이름을 짓기도 한다. 집안의 여러 어른들이 

제시한 이름 때문에 어느 아이의 이름은 턱없이 긴 

경우도 있다. 

   이름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자바인은 자기 자녀들에게 몇몇 이름들은 붙일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농촌의 평민(tiyang 

tani)은 다음과 같이 끝나는 이름을 택하지 않는다. 

예컨데, -kusuma, -tanaya, -ningrat. 이러한 

이름들은 귀족들(priyayi)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평민출신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름을 갖는 

것에 대해 당혹해 하며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그런 어울리지 않는 

이름은 불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름이 자신에게는 너무 무겁다라는 

표현을 쓴다. 

   자바의 농촌 가정의 신생아에게 별명을 붙이는데 

그들은 각 신생아가 태어난 자바 월력 주일의 각 날 

(the day of Javanese week)을 이름에 붙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아들에게는 ‘Ponimin’을 붙여주고 

딸에게는 ‘Poiyah’ 혹은 ’Poniyem’을 붙이며 

또한 Legiman, Legiyah, Leginem을 붙여주는데, 이는 

주간의 제3일째 태어난 아이에게 ‘Pon’을 제1일째 

태어난 아이에게 ’Legi’를 붙여준 것이다. 농촌의 

아들, 딸의 이름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아들에게는 ‘Beja’ 곧 ’행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을 명명하고 딸에게는 ‘Sariyem’ 

곧 ’꽃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귀족 출신 

자녀들에게는 자바 서사시(wayang epics)에 나온 

이름들을 취하여 명명한다. 즉 Sukarno, Suroto 혹은 

Suhadi 등은 아들에게 붙여주고 Sriyati, Lestari 혹은 

Kartini 등은 딸에게 붙여준다. 농촌 사람들 가운데 회교 

영향을 받아 자녀들에게 아랍어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즉 아들에게는 Durahman, Alip 혹은 Kusin 

등을, 딸에게는 Aminah, Ngatijah 혹은 Mariyem 등의 

이름을 붙인다. 

  

   대소변 처리 훈련: 누구나 중동 사막성 건기 

지역에 가면 경험하는 것이지만, 자바섬에 살고 있는 

자바인의 대소변 습성 혹은 문화에서도 오늘날 한국 

사람의 생활습성과 상이함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50 여년 전에 한국 농촌사람들이 대소변을 처리했던 

방식이 자바인의 그것과는 약간 달랐지만 그래도 

미개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 

글을 쓰는 필자의 감회가 새롭다. 이렇듯 자바인의 

특이한 생활 문화는 자바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바와 유사한 적도 열대의 생태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종들에게 불가피하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지 띠모르 

섬 사람들의 대소변 처리 방식도 자바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다. 자바인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대소변 

처리의 적응훈련은 강압적이지 않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적응훈련 과정은 주변의 어른들에 의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며 전혀 화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자바의 농촌 집들은 아직도 흙 혹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집들이 있어 청소하기가 용이하다. 어린아이들의 

대소변은 모래로 덮어버리거나 혹은 물로 쓸어내 

버린다. 자바 농촌 사람들은 판다누스(pandanus) 

천으로 덮은 대나무 돗자리 위에서 잔다. 그러기에 

만일 어린아이가 더럽혀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 어떤 

농촌 가정들은 카폭 (kapok; 솜털같은 것으로 나무에서 

채취함) 매트리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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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문화 탐방

   자바 농촌의 유아들 가운데 아직도 발가벗고 다니거나 

혹은 어떤 아이들은 셔츠 등으로 윗 몸둥이만 가리는 

옷을 입고 허리 아랫부분은 발가벗는 상태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의 6.25참전 유엔군에 

의해 사진으로 찍혔던 당시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일회용 다이어퍼가 아닌 무명 

기저귀를 찬 아이들도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데서도 

소변 혹은 대변을 볼 수 있다. 어린아이가 큰일을 

치루고 나면 엄마, 손위 언니(형), 혹은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자의 항문을 씻어주는 장면은 

극히 드뭄--가 몸을 씻기고 그 자리를 청소한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스스로 대소변을 마친 후 몸을 

씻는(cewok) 교육을 받는다. 그 때 어린아이는 오른 

손으로는 야자열매 통으로 된 물주걱을 사용해 물을 

퍼서 왼손으로 항문 부위를 씻는다(ngede).           

   자바의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

-특히 무엇을 주고 받을 때--오른 손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자바인의 예의규범에 따르면 

왼손을 다른 사람과의 접촉 시 사용하면 무례하며 

비신사적이라는 인상을 준다(kurang ajar;ngoko).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바에서도 문화와 문화 

간의 상호 영향으로 문화의 양상에 변화가 생겼다. 

특별히 고등 교육을 받은 도회지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낯설게 생각하지 않으며 

더더욱 이제는 자바 어린이들 가운데 왼손잡이들이 

많아졌다. “문화는 변할 수 있다”는 

전제가 맞아떨어진다.   

   자바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모 및 형제들의 영향: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자녀가 

신생아로 태어나면서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기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아 무 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자바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한국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인다. 유아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온종일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지낸다. 그는 

어깨와 가슴을 거쳐 겨드랑이를 통해 느슨히 묶은 

아기보자기(slendang) 속에서 담겨 늘 엄마의 가슴 

속에 안겨 엄마의 얼굴을 보며 논다. 그 속에서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 언어로 그에게 속삭이기도 한다. 어린아이는 그 

속에서 잠이 든다. 어린아이는 놀라거나 혹 다쳤을 때 

엄마를 부르며 찾는다. 놀란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자바어로 ‘Aduh! Biyung!’하고 외친다. ’아이구, 

엄마!‘라고 직역할 수 있겠다. 

   자바의 농촌 아버지는 우리의 시골 농촌 아버지와 

똑같이 바쁘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면 오후에서야 

집에 돌아온다. 그 때부터 어린아이와 아버지는 서로 

얼굴을 맞대며 놀 수 있다. 그들은 서로서로 통할 수 

있는 ‘시늉어’ (ngudang; ngedal)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자바의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꾸중과 질타를 받으며 아버지의 

권위를 특별히 존중한다. 

   자바의 농촌 가정은 대가족으로서 마지막 태어난 

아이에게 온 가족의 관심과 애정이 지극하다. 그러나 

그도 어느 날 자신에게 동생(adik)이 생기면서 가족의 

관심이 그 동생에게 더욱 쏠리게 됨을 느끼게 된다. 

그는 자신에게만 

쏟았던 엄마와 

아 빠 의 

관 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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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갓난 동생에게 빼앗긴 후 자신의 형들 혹은 

누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갖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엄마의 가슴에 채인 아기보자기 속에 

갓난 동생이 안겨 있는 상태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온 가족의 애정을 독차지 했던 그 자신은 이제 형들 

혹은 누이들의 놀이에 동참하고자 한다. 그가 형들 

혹은 누이들과 한데 어울려 놀게 되면서 형들 혹은 

누이들이 누리는 많은 특권행태를 본다. 즉 형들 혹은 

누이들이 새옷을 입으면 자신은 헌옷의 대를 물려받는 

것 등이다. 모든 것의 수혜에 있어서도 그는 맨 마지막 

순번에 선다. 그러나 그도 지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동생보다는 윗 순번이 될 것을 머지 않아 자각한다. 

   자바 농촌 가정에서는 나이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그런 분위기는 현제 서서히 약화되고 있지만 특히 

구세대에게 연령의 기준은 아직도 엄격하다. 자바의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이에는 나이의 고하를 자연스레 좇아 형(누이)이 

동생들에게 지시한다. 자바의 농촌에서도 다른 이웃에 

사는 어린아이들끼리 패싸움이 이따금씩 일어난다. 

이 경우에도 일시적인 리더 격이 생기지만 그 싸움 

이후에는 그 리더 자리는 곧바로 사라진다. 자기들끼리 

아기자기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바 농촌 아이들의 

선한 천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애정과 순종: 앞에서 기술한 바 있지만 자바 농촌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얻어질 수 없을 때 

크게 소리 내며 운다. 어린아이가 울자마자 어른 혹은 

형들 혹은 누나들은 그 동생의 울음 소리가 그치도록 

어린아이의 요구를 금방 들어준다. 그렇게 자라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형 혹은 누나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란 어린아이는 

손아래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베풀게 되며 손위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순종을 깨닫는 것은 아닐까? 

어린아이 때 손위 사람의 애정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어른이 된 후 어린아이를 그만큼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생길 수도 있을 런지 모르겠다. 이는 

자바 농촌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필자의 감정이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20-

30년 전, 옛 시골 가정들도 대가족 분위기 속에서 평균 

3명 이상의 자녀들을 두고 오늘 날 자바의 농촌 가정 

같은 가정의 훈훈한 맛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      

   서양의 어느 방문자가 자바 농촌의 자녀들을 

보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독창력 혹은 독립심을 

발전시켜줄 의향이나 노력이 없다 (Hildred Geertz, 

1961, p. 115)라고 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유럽-미국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외적으로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혹은 자신의 환경을 

개척하려는 개인적인 의욕을 염두에 둔 시각일 것으로 

본다.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자바 농촌의 아이들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자연이 이 세상에 부여한 

모든 기회들을 향유하면서 자신의 선천성과 독립심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위적 교육’으로 

‘빚어진’ 어린아이와 ‘자연적 교육’으로 

‘되어진’ 어린아이의 유형들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자바 농촌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자유분방하게 뛰어 놀 수 있다. 

인생의 삶에 있어 ‘목적성’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철학적 ‘무목적성’과 상관 없음--자바 

교육이 있다. 즉 손윗 형제들에게 잘못 대하면 병 혹은 

불운이 초자연적인 힘들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윗 형제들은 곧 ‘malati’(말라띠)이다. 그 

의미는 ‘만일 자신에게 잘못하면 초자연적인 벌을 

내리는 사람의 위치’라는 말이다.  동네에서도 함께 

노는 연령의 그룹이 구분되어 있어 어린아이들이 놀 

때도 나이대로 그룹을 지어 논다. 농촌 아이들은 집안에 

특별한 임무가 없으면 자유롭게 밖에 나가 놀 수 있다. 

대게 그들은 이웃에서 모여든 놀이 그룹에 동참한다. 

5살에서 12살 난 소년소녀들은 특정한 리더가 없이 

각각 그룹을 형성한다(umbar). 그런데도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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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아이들에게서 21세기에 인간이 보완해야 할 

‘순수’의 단면을 찾아볼 수도 있으리라. 요지경의 

세상에서 경구적으로 표현하는 ‘부끄러움을 

가르치자!’라는 말은 자바 농촌 어린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 부끄러움은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느꼈던 그러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바 농촌의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천진무구한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을 가르치자’라는 경구는 세파에 닳고 

닳은 ‘철면피’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자바의 농촌 

아이들과는 무관하다. 다른 곳의 이야기지만 필자가 

띠모르 섬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시골을 

갔는데 시골 아이들이 “불레! 불레!”하며 헐레벌떡 

달아나던 모습이 이 순간 떠오른다. “불레”의 의미는 

“하얀 얼굴의 외국인”이라는 인니어 속어다. 내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놀라게 해주었던 “불레”가 

된 적이 있다. 

 

   사춘기 그리고 사회 규범 및 가치 교육: 자바 

소년들의 사춘기 의식으로 할례의식(sunatan)이 있다. 

이는 정식 회교도가 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보통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실행한다. 자바 

소녀들에게도 회교도가 된 것을 상징하는 의식 곧 

카프드(khafdh)가 있는데 이것은 첫 월경을 경험한 

사춘기의 시작(perawan)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자바 사회에서 사춘기에 접어든 것은 성적으로 

숙성을 의미한다. 자바의 가정 혹은 사회에서 

‘성’에 관한 공개적인 말은 극도로 삼가고 있다. 

그렇지만 ‘성’을 소재로 한 농담이 많다. 같은 

또래들 혹은 친한 친구들 간에는 ‘성’에 대해 부담 

없이 얘기를 나누면서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 

그들의 첫 성경험은 자기들만이 아는 곳에 있는 

‘직업여성들“(prostitutes)과 갖는다는 주장이 있다 

(Koentjaraningrat, 1990, p. 120). 아직도 시골 처녀들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사이에 혼인을 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춘기 기간은 길지 않다. 이제 

자바의 농촌에도 근대화의 물결이 밀어 닥치고 있다. 

향후 학교 교육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이 촉발된다면 

자바의 농촌 어린아이들도 개명의 흐름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춘기와 결혼 연령 

사이에 큰 폭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사춘기의 소년소녀가 성인이 되면 성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은 

성인으로서의 규범(norms)과 가치관(values)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자바의 농촌 젊은이들은 농촌에 

그대로 머물거나 상급 학교를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록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자바 농촌의 

젊은이들이 창의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듯 보이게 한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 문명에 

터한 ‘인위적 교육’으로 

‘빚어진’(artificially made) 

어린아이와 자연에 터한 ‘생태적 

교육’으로 ‘되어진’(naturally 

become) 어린아이의 대조적인 

유형을 자바의 농촌 아이들을 

통해 볼 수 있다. 자바의 농촌 

아이들은 5살 이후가 되면 그들은 

무한히 열려 있는 자연 속에서 

그들 나름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발전시키며 자유분방하게 뛰어 

논다 (Koentjaraningrat, 1990, 

p. 121). 

   자바의 농촌 어른들은 그들의 

생태와 문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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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비관적인 인생관” (pessimistic view 

of life)(Koentjaraningrat, 1990, p. 121), 즉 그들 

삶의 주변에는 인생의 고통과 불행 등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곤 한다. 다시 말해, 농촌 아이들은 

일찍부터 인생의 어려움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교육을 받는다(eling dan prehatin). 이런 환경은 

저절로 어린아이들에게 ‘두려움’ 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자바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외적(outsiders) 힘 혹은 정령(spirits)의 손에 의한 

징벌을 원용한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타자에 대해 ‘두려움의 감정‘을 쉽게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자바 농촌 사람들이 준수하는 이상적 

덕목들이 있다(ideal human virtues). 신과 손위 

사람들에게 순종하기(manut), 형제들 및 친인척과 

화목하기, 남을 돕기, 이웃과 잘 지내기, 남을 이해하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기(tepa slira) 등등 우리 

한국인이 중시하는 덕목들과 여러 면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많다. 이렇듯이 자바 농촌 아이들은 비록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태부족할지라도 상기한 인간의 기본적 덕목에 대한  

교육을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받고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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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손해배상 혹은 권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하려

면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형사 사건은 범죄의 고발에서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

를 따라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

나 형사소송에서 불공정한 형을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성문법 위주의 대륙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절차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해당 분야의 본질을 규정하는 내용법을 잘 알고 있

더라도 절차법을 잘 몰라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지 상황이다. 불이익

을 피하려면 내용법인 노동에 관한 2000년 제3호 법

률 및 노동조합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1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이듯이, 절차법인 산업관계(노사) 분

쟁해결에 관한 2004년 법률 제2호에 대한 바른 이해

도 필수이다. 노사분쟁 해결법은 2004년 1월 14일 공

포됐으며, 1년 후인 2005년 1월 14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발효일이 

1년 연장되어 2006년 1월 14일부터 실시하기로 발표

됐다. 그러나 노사분쟁해결법의 주체인 산업관계법원

(노동법원) 개원이 사법부의 사정으로 지체되고 있다. 

노동법원은 각 주에 1개씩 설립될 예정이며 금년 중에

는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여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주는 노동 

절차법(소송법)을 설명한다.

 1. 계약법의 원칙

고용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민사계약에 

속하며 모든 민사계약에는 민법 제1338조에 규정한 

다음과 같은 계약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1.1. 적법하게 체결한 모든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 간에 법이다.

1.2. 이미 체결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동의 없이 

혹은 법에 정해진 사  유 이외의 사유로 해약이 불가하

다(계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이 있

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3. 계약 당사자는 계약된 내용을 성실하게(dengan 

itikad baik/in good

faith) 이행하여야 한다.

 2. 국가의 근로자 보호 

   노사관계에 상술한 계약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

자료 제공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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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근로자는 취직할 때부터 우선 일자리를 얻기 위하

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자가 준비한 고용

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피하며,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여의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강

제성이 있는 공법인 노동법 과 노동소송법을 제정하

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을 통

한 국가의 관여 범위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

고 허가제와 무기한부 고용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

적인 조건으로 

기한부 고용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노동

법은 근로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으며 과잉보호는 근

로자를 게으르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며 노동생

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

다. 얼마 전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나라가 시끄러

울 때에 사용자를 대리하는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

(Apindo)에서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을 보면 노동법

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인 해고 허가제는 빠져 있는

데, 노동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해고

허가제를 철폐 혹은 완화하고 기한부 고용계약을 전 

업종에 공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GD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동집약 제조업분야

의 외자를 유치하여 고용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 될 것이다.      

 3. 노동 소송법의 法源

   노사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 절차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다

3.1. 산업관계(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2004년 법

률 제2호

3.2.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

3.3. 노동조합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1호

3.4.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1992년 법률 제3호

3.5. 민사 소송법

3.6. 형사 소송법

3.7. 상기한 모법에 근거하여 발표된 정부령, 대툥령

령, 장관령 등 제 시행규칙 

 4.  노사 분쟁의 구분

    노사 분쟁의 발생이유는 노사 간에 특정 사안에 대

한 시각 차이 때문이며, 노동 소송법에서는 노사분쟁

을 권리에 관한 분쟁, 이권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

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5. 권리에 관한 분쟁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고

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를 다

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노사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주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

여 사용자는 자진사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하

였으나, 근로자가 제3주 첫날에 의사 진단서를  사용

자에게 제출하고 계속 근무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은 

분쟁이다. 이는 관계 법조항을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

게 해석한 결과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일

간 계속 무단결근하면 사용자가 즉시 2회에 걸쳐 근로

자를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

을 했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적법하나,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하지 않았으면 근로자의 주

장이 적법하다(노동법 제168조 1항).

 6. 이권에 관한 분쟁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

동법규에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많이 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

자에게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이다. 

 7.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은 통상 고용관계 종결 방

법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여부와 고용관계종결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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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하는 해고금 등의 액수에 대한 분쟁이다. 적법

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는 노동법에서 해고는 원인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 간에 발생

한 분쟁을 의미한다.   

 9. 분쟁 해결 절차 준수 원칙

   분쟁 해결의 절차는 대별하여 노사 간에 직접 협상하

여 해결하는 단계, 민간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

계 혹은 노동부의 조정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노

동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대법원에 상고를 통

하여 해결하는 단계, 합의 또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

행하는 단계,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선행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후

행 단계에서 해결을 불허하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 절

차는 계단을 올라가듯이 노사 간에 직접해결이라는 첫 

계단에서부터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계단까지 한 계

단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10. 노사 간 직접 협상 분쟁 해결 

10.1.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사 간에 직접 협

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10.2. 노사 간 직접 협상으로 합의되면 합의서를 체

결하고, 

10.3.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 공정증

서를 받아,

10.4.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0.5.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

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

행한다. 

10.6. 협상을 시작한지 30일 내에 합의를 하지 못하

거나, 협상 요구에 30일 간 불응하면 노사 중 한 측

이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청구한다.

 11. 노사 분쟁 해결 방법 합의 통보 

11.1.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요청할 때에 노사 양측

은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방법으로 노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Arbitrasi(민간인 중

재)를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것인지 합

의하고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 청구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2. 노사가 합의된 중재 방법을 상기한 7근무일 

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 노동국

은 분쟁 해결을 지방 노동국 소속 공무원인 조정관/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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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or에게 넘겨 Mediasi(노동국 조정)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11.3. 상기한 민간인 조정(Konsiliasi), 민간인 중재

(Arbitrasi) 혹은 노동국 조정(Mediasi) 방법으로 

노사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중 어느 측이나 

노동법원에 정식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2. 관활권

Konsiliasi(민간인 조정)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이

권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

합 간의 분쟁을 관활하며, Arbitrasi(민간인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이권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관활한다. Mediasi(노동국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노사 간의 모든 분쟁 및 노동조합 간

의 분쟁을 관활한다.         

 13. Mediasi(노동국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13.1. 지방 노동국 소속 조정관/Mediator 에게 노사

분쟁 해결이 배정되면

조정관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최단시간 내

에 조정회의를 소집해야한다.

13.2. 조정관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

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3.3.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장부 공개 등 피요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다.

13.4. 조정관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

의서에 공동 서명 후,

13.5.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

를 받아,

13.6.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3.7.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

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

행한다.

13.8.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해결에 관하여 

조정관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13.9. 노사 양측은 해결 권유안을 받은지 10일 이내

에 수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 거부한 것으

로 간주한다.

13.9. 조정관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

관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 후,

13.9.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

를 받아,

13.10.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3.11.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

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

행한다.

13.12. 조정관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3.13. 조정관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무

를 마쳐야 한다.

 14.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14.1. 노동국에 등록되여 있는 민간인 중재인을 통하

여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노사 양측이 지방 노동국에 신청하면,

14.2. 조정인은 7일 이내에 사건 검토를 마치고 늦어

도 제8일에는 첫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3. 조정인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

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4.4.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장부 공개 등 피요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다.

14.5. 조정인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

의서에 공동 서명 후,

14.6.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

를 받아,

14.7.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4.8.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

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

행한다.

14.9.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해결에 관하여 

조정인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14.10. 노사 양측은 해결 권유안을 받은지 10일 이

내에 수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

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 거부한 것

노동 소송(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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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한다.

14.11. 조정인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인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 후,

14.12.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14.13.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4.14.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14.15. 조정인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4.16. 조정인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무를 

마쳐야 한다.

 15. Arbitrase(민간인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15.1. 중재인은 중재인 시험에 합격한 중재인 자격증 

보유자로써 전국적으로 관활권이 있다.

15.2.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반드시 노사 양측 

간에 먼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15.3. 양측은 노동부에 등록된 중재인들 중에서 

중재인을 지명한다.

15.4. 양측이 합의하면 단독 중재(중재인 1명)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부(중재인 3명)을 

구성하여 중재한다.

15.5. 단독 중재는 민간 단독 판사로, 중재부는 

민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간 재판부로 생각하면 

된다.

15.6. 중재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민사소송 

재판처럼 진행된다.

15.7. 중재는 노사 양측만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며,

15.8. 노사 양측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

사가 진행할 수 있다.

15.9. 첫 공판 혹은 이후 공판에 어느 한 측의 불참

에 구애됨이 없이 공판이

진행되며 중재판결문을 내린다.

15.10. 중재 판결문의 법적효력은 양측을 구속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다(Binding and Final).

15.11. 중재 판결문에 대하여 노동법원에 제소를 불

허한다.

15.12.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늦어도 30일 이내

에 중재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15.13. 중재 판결문 집행 시한은 판결일로부터 

14일이다.

15.14. 패소한 측이 중재 판결 내용을 14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노동법원으로 집행허가를 받아 강

제 집행할 수 있다.  

15.15. 중재 판결문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한 사항

에 해당되면 대법원에

중재 판결문 취소 청원을 할 수 있다.

15.15.1. 공판에 제출했던 서류가 중재 판결 후에 

가짜로 판명되거나 자백한 경우,

15.15.2. 중재 판결  후에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측이 숨겨 논

서류가 발견된 경우,

15.15.3. 중재 판결이 어느 한 측의 속임수에 

근거하여 내려진 경우,

15.15.4. 중재부가 월권하여 중재 판결을 내린 

경우,

15.15.5. 중재 판결 내용이 현행법규에 반하여 

내려진 경우.

(다음 호에 계속)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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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JIKS 10학년 이정주

 

지금 당신은 당신의 길을 잘 걷고 있나요?

며칠전, 나는 나의 길을 잃어버렸습 니다.

그저 잘먹고 잘살면 되겠다던 꿈과 함께 

그 길은 잊혀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그길을 찾아 떠

나야 했습니다.

앞도 뒤도 안보이는 까마득한 길이지만,

난 그 길을 찾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고, 어지러 웠습니다.

가끔 조언자를 만나 커다란 행운을 만날 때

도 있었고,

가끔 커다란 사막을 만나 불행할 때도 있었습

니다.

아직도 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길이 끝나겠지만,

그동안 나는 많은 일들과 부닥쳐 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길을 잘 걷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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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독일 월드컵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배워보자
 이번 월드컵(Piala Dunia)에서 우리 한국 선수(Kesebelasan Korea)들의 선전은 

결국(Akhirnya) 토고와의 2:1 그리고 강호 프랑스(Tim Kuat)와 1:1로 비기는 

결과를 냈다. 이번 축구 경기(Pertandingan Sepak Bola)에서 한국의 이천수 

선수가 토고전에서 날린 프리킥(Tendangan Bebas)은 정말 환상적인(Fantastik) 

골 이었다. 그리고 후반전(Bebak Kedua) 안정환 선수의 역전골로 인하여 한국의 

붉은 악마(Setan Merah)는 기쁨의 환희(Suka Cita)와 환호성(Teriak / Sorak)을 

질렀다.

그리고 프랑스 전(Melawan Prancis)에서는 전경기장(Lapangan Sepak Bola)을 마치 

산소탱크(Tabungan Oxigen / Dua Jantung)의 별명(Julukan)처럼 휘져은(Buka Ruangsn Untuk 

Rekannya) 박지성 선수의 부지런한(Rajin) 모습은 후반 종료(Injury time)의 짜릿한 동점골(Gol 

Seri / Kedudukan yang sama)를 뽑아내는(Curi Bola)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위스와의 

경기(Pertandingan)는 아쉽게도 2 : 0 으로 졌지만 그래도 한국 선수의 불굴의 의지(mati-

matian)는 그날 경기에서 아주 돋보였던(Menunjukkan keperkasaan) 경기였다. 경기에서는 

졌지만 내용면(Hasil pertandingan)네서는 한국이 100% 이긴 경기라고 볼 수 있다.

안선근 교수의

앞으로 한인뉴스에 연재될 ‘안선근 교수의 술술 인도네시아어 강좌’는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실력을 

늘려나가기 위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꾸며질 것이다. 이번 호에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독일 월드컵을 통해 축구에 관한 표현과 용어들을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인니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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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용어 설명
Piala Dunia : 월드컵

Serangan Balik : 역습

Gol Terindah : 멋진 골

Menang Tipis : 간소한 차이로 승리함

Sepak Pokok : 코너킥

Kesebelasan / Regu : 팀

Nomor Punggung 7 : 등번호 7번

Masih Unggul : 현재까지 우세한 경기를 

보이고 있슴

Penjaga Gawang : 골키퍼

Kebobolan : 수비벽이 쉽게 무너지다

Sudulan Kepala : 헤딩슛

Dijaga Ketat : 여러명이 에워싸다

Mempercepat Tempo Serangan : 빠른 

공격 전환

Menang : 승리

Gagal : 패하다

Memperkuat Tenaga : 힘이 세다

Merayakan Gol :골 축제

Kotak Penalti : 페널티킥 에어리어

Pelanggaran : 반칙

Pendukung : 응원팀

안선근 교수의 술술 인도네시아어

Pemain Candangan : 후보선수

Titik Balik : 역전

안선근 교수의 인니어 강좌가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0시~12시에

한인회관 2층에서 있습니다.

문의: Rini - 021)52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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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온지 어느덧 4개월이 지

났다. 10년 전쯤 교사 연수 기회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 잠시 들렸던 자카르

타. 인도네시아에 대해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안내를 

해주셨던 어떤 교민의 영향이었던가, 한국으로 돌아

간 후 늘 인도네시아를 가슴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

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자카르타를 가리라. 열대

의 뜨거운 태양과 키 큰 야자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밝고 건강한 미소를 떠올리며 살았다.

  나는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인도네시아에 

갈 거라고 말하며 살았다. 모든 인생 계획에 인도네시

아에 가는 것이 포함되어 늘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영감이 스치듯 ‘지금 가

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한국학교에 파견교사

로 올 기회가 생겼다.  

  꿈꾸던 인도네시아로 와서, 나는 인도네시아의 참 모

습을 알고 싶었다. 마침 사공경 선생님의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교민잡

지를 넘기다 한인회에 ‘인도네시아 문화탐방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만난 듯 

한 기분이었다. 혼자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에 나

와 있는 모나스에 가보았다. 책에 여러 가지 설명과 배

경 지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도움을 많이 받았

다.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며 스스로 찾아보는 즐거

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좀 더 욕심이 생겼다. 뭔가 좀 

더 깊숙이 인도네시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

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혼자서 익숙하지 못한 인

-123회 한인회 문화탐방기-
자카르타한국학교 국어과 교사  오 현 주

차

향

기

에

취

하

여

인니 문화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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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대충 짐작하는 것 말고 인도네

시아 문화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는 없

을까 하는 욕심.

  인도네시아 문화탐방반을 따라 나섰다. 2월 10일자

로 발령을 받았는데 3월부터 문화탐방반을 따라 나섰

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있다면,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한국의 국민으로, 세계시민으로 키

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아니 그것보다 

나 자신이 밟고 사는 인도네시아를 모르면서 이곳에

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앞섰다고 할 수 있을까 ?

  3월에는 보고르 식물원에 갔었다. 이미 문

화탐방이 시작된 지 120회가 되어가고 있

었다. 1999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벌써 

8년 세월을 공들여 해온 일이었구나. 인도

네시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해나

갈 수 없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을 누군가

가 이렇게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의 저력

과 의식 수준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그 후에도 자카르타에 있는 여러 문화 

행사(시낭송회, 미술전, 음악회 등)에 참가

할 때마다 이곳 교민들의 문화 수준에 깜짝 

깜짝 놀라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특히 인도

네시아 문화탐방반은 발로 직접 이 땅을 밟으며 인도

네시아를 느끼고 호흡하는 아주 의미있는 경험을 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 6월의 123회 탐방. 자카르타의 놀이터 

PUNCAK-눈시린 Gunug Mas(황금산) 차밭으로 

갔다.

  작년 여름에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차밭에 갔었다. 

둥글고 아담한 산세와 장마 비 끝에 피어오르는 안개

가 포근한 자연의 품으로 느껴지는 차밭. 신선한 차 향

기가 코를 간질이고 다정한 친구의 속삭임 같은 안온

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차 향기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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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문화 탐방기

  뿐짝의 차밭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성 차

밭의 은은한 향기와 아스라한 추억이 되살아나 설레

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문화 탐방반에 참가했다. 

버스가 뿐짝을 향해 달려가면서 멀리서 뿐짝의 산세

가 시야에 들어왔다. 인도네시아에는 없는 것이 없

다고 하더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웅장한 산세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섬나라라는 생

각으로 늘 푸른 바다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뿐짝

의 큰 품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뿐짝의 품은 어머니의 가슴처럼 넓고 자애롭다. 광

대한 차밭 사이로 걸으며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소리쳐본다. 술에 취해 본 사람은 차 향기에 취한다

는 느낌을 알까? 코를 찌르는 알싸한 향취. 뒹굴고 

싶도록 넓게 펼쳐진 차밭. 대지는 어머니라고 했던

가?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봉긋한 산등성이 사이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안개. 그리고 넓은 차밭 사이

에 넓은 창 모자를 쓰고 자애로운 웃음을 띠고 차를 

따는 여인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 그

림의 제목은 Genung Mas ― 그리운 어머니.

  뿐짝으로 가는 대형버스 안에는 59명이나 되는 회

원이 있었고, 우리는 차의 효능에 관한 이야기를 나

누었다. 다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에 관

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차의 좋은 점과 한국 

차와 인도네시아 차를 비교해 보고 홍차와 녹차를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셔서 유익한 시

간이었다. 사공경 선생님께서 차의 효능 중에 사람

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이 가슴에 문득 

담겨졌다. 또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신 

차밭에 대한 역사와 감상을 들으며,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보냈던 정겨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

리운 얼굴들.

  학교 앞 커피집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마셨던 

커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손 떨며 집었던 찻잔 

너머 첫사랑의 얼굴, 허브 향속에서 어설픈 삶의 

고뇌를 나누었던 친구……. 그리운 얼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겠지.

  Gnung Mas의 차밭에서 흥얼거리는 노래.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 목청껏 불러보는 그 노

래 ― 시의 한 구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차밭은 푸르름이 지천이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

면 푸른 하늘이 태양을 안고 빛나고 있었다. 누군

가는 우리말이 부정확하다고 나뭇잎의 푸른빛과 하

늘의 푸른빛 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 곳에서 바라

보는 푸른빛은 황금빛 태양을 안고 

어우러져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곳이 Gnung Mas. 황금

산인 이유를 알 것 같다. 

유난히 청명한 날씨와 불

어오는 바람마저 푸른 빛을 

흘리고 차 향기가 쌉사름한 황

금산에서 “그리운 사람을 그

리워하자”.

  뿐짝에서 품은 차의 향기를 안고 

위도얀또의 도자기 체험장을 찾았

다. 아기자기한 정원 곳곳에 위도

안또의 손길이 닿은 생활 도자기

가 자리하고 있었다. 손을 씻으러 

수도에 손을 대면 흙으로 빚은 수

도꼭지가 정겹게 쳐다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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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향기에 취하여

다. 정원 구석에 놓여 있는 두꺼비의 큰 눈망울. 우리

나라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풍경 같은 설치물. 늘 멀게

만 느껴졌던 예술로서의 도자기 작품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예술가의 소박한 숨결.

  위도얀또의 체험장은 생활과 예술 그대로 어우러

져 또 다른 삶의 여유를 찾게 해주었다. 도자기 체험

장에서 마신 꽃향기 어우러진 진한 차 향기가 도자

기 속에 퍼져 코끝을 자극할 때.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은 다시 차로 옮겨간다. 뿐짝에서 만났던 넓고 

푸른 차밭. 이곳 위도얀또의 정원에서 만나는 소박

한 푸른 정원.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 예술가의 손에 

의해 영혼을 지닌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놀라운 

발견.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을 빚어 만들었다

고 하였나? 흙의 생명력은 한 예술가에 의해 자기로 

다시 태어나고, 또 푸른 정원의 나무를 통해 되살아

나고. 이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는 지친 영혼을 어루

만지고 새로운 삶의  힘을 불어넣고 있다. 흙으로 빚

은 찻잔에 흙에서 자란 찻잎을 우려 흙을 밟으며 생

명을 호흡하고 있는 나.

  선생님의 설명처럼 위도얀또의 동서양이 춤추는 

폭넓은 정신세계는, 전통 인도네시아 문양의 자기에

서부터,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리고 

자연을 닮은 소박한 형상의 자기, 신화와 전설로부

터 영감을 얻은 초현실적 세계를 모두 예술로 아우

르며 형상화하였다.

  뿐짝의 차밭에서 자연의 넉넉한 품을 느꼈다면 위

도얀또의 도자기 센터에서 예술이 불러일으키는 자

유로운 영혼의 호흡을 느꼈다고나 할까. 인도네시아

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다양성 안에서 느낄 수 있

는 승화된 조화.

  나는 이제 한 잔의 차를 앞에 놓고 생명과 인간의 

삶과 알 수 없는 비현실의 세계를 오가며, 여유를 마

셔본다.

 한인회 문화탐방반을 만난 건 큰 축복이라는 생각

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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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르 식물원은 문명과 인공에 길들여져 있는 

나에게 조화로운 삶을 일깨워 주는 휴식의 공간이다. 

열정인지 절박함인지 모를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 있던 그 무언가를 버리고 싶을 때, 나는 

식물원에 간다. 

  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에서 욕망과 게으름의 

상징으로 표현된 바오밥나무.『어린왕자』에 

나오는 것처럼‘한 떼의 코끼리도 바오밥나무를 

정말로 어쩌지 못하는 것일까?’그래서 양이 어린 

바오밥나무를 먹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바오밥 나무는 작을 때 없애야 한다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고 가다듬어야 

한다고……. 

  이곳에서 자연의 이치를 느끼며 그를 통해 영혼의 

성숙과 육체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생명과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면 평안과 휴식을 맛볼 

수 있다.  어린왕자는 이렇게 말한다.‘그것은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한’것이라고. 

 

  네 번째 산책로는 ‘보타니쿠스 카페’에서 시작되고 

도보로 약 6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산책로에서 

주요한 것은 잔디밭, 난초 온실, 약용 식물, 열대 우림 

수목과 숲나무, 보고르 궁전의 앞부분이다. 카페에서 

내려와서 연못을 지나 Astrid 거리 방향으로 

걸어간다. 연못에는 영국인이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처음 발견하여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아마존 연꽃’이 나온다. 이 연꽃은 영국에서는 잎의 

크기가 2미터가 넘는다고 한다. 또 잎도 더 두꺼워 

12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한다.

   Astrid 거리의 초입에서 방향을 가리키는‘나그네 

나무(Pisang Kipas)’를 보면 저 나무처럼 우리도 

모두가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는 생각이 든다. 

  나그네 나무의 오른쪽에 Asoka 나무가 있다.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나무 아래에 묻힌다고 하여 

성스러운 나무로 여긴다. 신비해 보이는 큰 주황색의 

꽃을 보면 소승불교에서 스님들이 입는 주황색 승복이 

 보고르식물원 Kebun Raya

어린 왕자의 바오밥나무가 있는
네 번째 산책로

글: 사공경 / JIKS 사회과 교사, 한인회문화탐방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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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꽃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소카 나무를 등지고  잔디밭 앞에 있는, 바둑판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아가티스 나무 앞의 두 갈래의 

포장도로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간다. 길 오른쪽에 

있는 많은 나무들의 줄기에 Tiger Orchid(anggrek 

macan, Grammatophyllum speciosu,(Orch.))가 

걸려 있다. 이 난초는 2년에 한 번씩만 꽃을 피우는데, 

그 높이가 2 - 3미터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이며, 

노란색의 꽃은 호랑이를 연상시킨다. 각각의 줄기에서 

100개 이상의 꽃이 개화를 한다. 잎은 가늘고 길이 

50-100센티미터이며, 폭은 3-4센티미터다. 주로 

동남아시아에 많은데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가 

대표적인 산지이다. 왼쪽 지역에는 7종 이상의 

바나나(Musa)가 심겨져 있다. 

  아스팔트길을 따라가면서 오른쪽 앞을 보게 되면 

Astrid 거리 근처에서 아프리카의 마다카스카르 

섬이 원산지인 자그마한 바오밥나무(baobab tree, 

baobab afrika, adansonia digitata(Bomb.))를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라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 나무를 심을 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거꾸로 심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나무의 가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중 4개월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6-8개월 동안 잎이 없어서 이 

기간에 보게 되면 가지가 아니라 마치 공중에 드러난 

뿌리처럼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신성한 나무 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구멍을 뚫고 사람이 살거나 거기에 시체를 

매장하기도 한다. 열매가 달려 있는 모양이 마치 쥐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까닭에 죽은 쥐나무(dead 

rat tree)라 부르기도 한다. 건기에 잎이 없는 가지와 

물이 불어 오른 줄기(건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적응)는 눈여겨 볼만하다. 높이 20m, 가슴높이둘레 

10m, 퍼진 가지 길이 10m 정도로 원줄기는 술통처럼 

생긴, 세계적으로도 큰 나무 중의 하나이다. 잎은 

5∼7개의 작은 잎으로 된 손바닥 모양 겹잎이다. 

꽃은 흰색이며 지름 15cm 정도로 꽃잎은 5개이다. 

열매는 수세미처럼 생겨서 길이 20∼30cm로 

털이 있고 딱딱하며 긴 과경(果梗)이 있다. 수피는 

섬유이고, 잎과 가지는 사료로 사용하며 열매는 

식용으로 쓰인다. 수령이 5,000년에 달한다고 한다. 

바오밥나무의 학명은 이 나무를 발견한 프랑스의 

식물학자 M. 아단송의  명명에서 비롯되었다.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요즘 들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어린 왕자가 말한다.‘바오밥 

나무는 재앙,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바오밥 

나무를 크게 그린 것은 그 그림을 그릴 당시 

절박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오밥 

나무는 환경재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원산지인 

마다카스카르섬의 재앙은 바오밥이 아니라 메뚜기 

였다고 한다. 환경 오염으로 서식처를 잃어버린 

메뚜기떼의 반란이었다. 나는 바오밥 나무가 

어린왕자에 나왔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환상과 

신비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때로는 잎이 없어서 슬퍼 

보이기도 하면서…….

  포장도로에서 앞쪽으로 쭉 걸어 나가면 식물원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난초관이 나온다. 난초는 

성장하는데 아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식물이다.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식물 기생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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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기 쉽다. 숙주나무가 죽으면 난초 역시 죽는다. 

1985년 이후의 특별한 노력은 군도의 여정을 

통해서 난초의 종수를 늘리게 되었다. 식물원 

뒤에는 HERBARIUM이 있고 그 옆에 넓은 부지의 

Orchidarium을 조성하고 있다. 왼쪽에는 오렌지색의 

화려한 꽃을 가진 Spathodea campanulata(Bign)는 

꽃 모양이 신발 같다. 9월부터 1월까지 꽃을 피우는 

붉은 홍염의 나무(Flamboyan, delonix regia(Leg)),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정원전체를 노란색의 꽃으로 

덮는 Cassia multijuga(Leg)가 있다. 

 

  테니스 코트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약용식물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물원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약용식물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왼쪽에는 손수건 

나무라고 불리는, 꽃이 닭다리를 닮은 재미있는 

나무가 있다. 이 길은 동남아시아의 저지대 

우림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단단한 목재인 

이엽시과(Dipterocarpaceae) 사이로 이어진다. 길의 

양쪽에는 곧게 쭉 뻗은 줄기가 30-40m에 달하는 

열대 우림 지역의 목재가 많다. 

  왼쪽 Orchidarium 정원을 끼고 쭉 걸어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아담한 작은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는 

인도네시아인의 문장인 독수리(Garuda)를 상징하는 

작은 화단

  이 있다. 이곳에 있는 흉상은 1984년에 사망한 

첫 번째 인도네시아인 식물원 원장이었던 

Sudjana Kassan이다. 그가 죽은 후에 이름은 따서 

‘카산정원’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는 1949년부터 

1959년까지 식물원을 관리했으며, 59년 식물원장이 

된다. 정원 입구를 Flame of irian(Mucuna 

bennetti(Leg.)이 아치형으로 덮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붉은 꽃을 피운다. 정원 옆에는 묘목이나 모를 

기르고 관리하는 정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코뿔소의 

축사로 사용되었다.  

 작은 다리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1957년에 심은 벤자민 고무나무(Banyan 

tree, ficus benjamina(Morac.))를 볼 수 있다. 

 이 나무의 우듬지에는 새둥지 나무가 너무 많이 

기생해 얼핏 보면 벤자민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나무는 도시나 마을의 주 광장  혹은 가로수로 자주 

심어지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신성한 나무로 믿고 

있다. 부처님이 그 아래에서 명상하고 해탈했다는 

나무이다. 벤자민 나무의 밑동 가지에서 공기뿌리가 

많이 나와 넓게 퍼진다. 캘커타 식물원에는 공기뿌리의 

수가 526개나 되는 것도 있다. 열매는 무화과처럼 

생겼고, 한 군데에 2개씩 달리는데 먹을 수 있다. 잎은 

코끼리의 사료 또는 접시 대용으로 쓴다. 

  이 나무 앞에 2002년 만든 작은 다리를  만날 수 있다. 

1996년에 반대편의 제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 

엄청난 폭우에 의해 강이 범람하고 주변의 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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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 내렸다. 저 멀리 붉은색의 출렁다리도 보인다. 

강을 건너기 전에 Canarium avenus II(Jl. Kanari 

II)를 볼 수 있다.

  

  강을 건너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쭉 가다 

보면 고대 Pajajaran의 sundanese 왕국의 세 

왕자들의 무덤이 있는 힌두 묘지를 보게 된다. 이 

무덤들은 순례여행의 장소로서 신성한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다. 식물원이나 보고르 궁전 행사시에는 

꼭 이곳에서 기도를 드린다. 수하르토, 메가와띠 

대통령도 이곳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묘지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지역은 1850년에 

심어진 뽕나무과(Moraceae)의 식물들인데 

고무나무(beringin, Ficus), 잭프룻(Jack fruit, 

nangka)이 있다. 잭프룻(낭까)의 과일은 짙은 

연두색으로 50cm길이에 무게가 약 50kg에 달한다. 

강 쪽으로 산책을 하면 열대 오크나무(Kayu pasan, 

quercus spp.(Fag.))로부터 떨어진 도토리 열매가 

땅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을 등지고 선 앞쪽에서는 아주 큰 두 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다. 위를 쳐다보면 아득하게 높다. 이 

나무를 Pohon Jodo(커플나무)라고 하는데 연인들이 

이 나무 앞의 벤치에 앉으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리가 식물원을 산책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름모를 젊은 연인들이 앉아서 그들의 사랑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으리라. 벤치의 오른쪽에 있는 부드러운 

껍질의 나무인 Ficus albipila(Morac.)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표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 

왼쪽에 있는 나무는 1870년에 심어진 Merati bunga

(Shorealeprosula(Dipt.))이다.

  이들 두 나무 앞의 왼쪽에 있는 자갈길을 따라서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엽시과(dipterocarp) 

나무 아래에서 아름답게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열대 우림에서 

생산되는, 재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이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휴식을 취했다는 오두막으로 

가서 아래쪽의 경치를 잠깐 감상한다. 물소리와 

새소리에 취하다보면 자신이 있는 곳이 식물원이 

아닌 숲 속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길은 궁전의 

울타리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궁전을 둘러보게 

되면 인도 원산의 사슴들이 뛰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식민지 시절 총독의 사냥용 사슴이었다고 

한다. 때로 사슴들이 울타리 쪽으로 몰려들기도 

하는데,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 열두 구비를 / 

청노루 눈에/ 도는 / 구름’이라는 박목월 시인의 

싯귀도 생각난다. 3월에 식물원을 방문하게 되면 

Cespedesia bonplndii(Ochn.)의 노란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길을 쭉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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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두리안 나무와 망고나무(Mangga, Mangifera 

indica(Anac.))를 볼 수 있다. 

  

 보고르 궁전의 경계에 있는 아스팔트길을 건넌다. 

맞은편에는 Theobroma Cacao(신의 음식이라는 

뜻)와 콜라과의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 곳이다. 오른쪽에 

있는 cola acuminata(Strec.)와 cola(Strec.)는 크고 

단단한 고동색의 자극성의 카페인을 생산하는 큰 kola 

nuts로 가득 채워진 꼬투리를 생산한다. 종자에는 

커피에 들어 있는 양의 2~3배에 달하는 카페인과 

콜라닌이 들어 있어 일부 지역의 원주민들은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있다며 이것을 씹는다. 미국에서는 

코카나무 잎의 추출물과 콜라나무 열매의 추출물로 

콜라 음료를 만든다. 카카오는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음료로 사용했으며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다. 그래서 왕과 그의 가족들만 

먹었다. 카카오를 주원료로 하는 초콜릿 

맛은 카카오의 씨에서 나온다. 카카오는 

기름기가 많고 당분이 많으나 지방 

흡수율(20%)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초콜릿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은, 초콜릿이 대중 상품화되면서 

주원료인 카카오 외에 설탕, 우유 등 다른 

성분이 많이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또 

감기와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대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 15세기 

이후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카카(caca)는 

고대 멕시코의 아스텍족이 처음 마셨다 

하는데, 어원은 정확치는 않으나 ‘쓴즙’을 뜻한다. 

또 초콜릿은 감성적 사랑의 상징으로 뽑히는 이유는 

초콜릿에는 감정을 흥분시키고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는 신비한 효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자갈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IV.H 구역이 나오고,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 원산인 육두구과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열매가 성숙하면 살구같고, 그 안에 

종자가 들어 있다. 안쪽에 갈빗대처럼 갈라진 종의가 

보이는데, 종자를 육두구, 종의를 메이스라고 한다. 

이들의 최대 산지는 인도네시아이며, 말려서 방향성 

건위제, 강장제 등으로 쓴다. 메이스는 특히 생선요리, 

소스, 피클, 케첩 등에 많이 쓴다. 아스팔트길을 

건너서 IV.D 구역과 IV.G 구역 사이에 있는 자갈길을 

가다보면 여러 갈래의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IV. A라는 구역표시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궁전 옆의 호수를 만나게 되고 네 

번째 산책로는 끝을 맺게 된다. 이 호수의 

중국 연꽃은 6월, 7월에 숨이 막힐 정도로 

흐드러지게 핀다. 

  

  흐드러진 연꽃을 바라보면 수면 위에 

드러난 왕성한 삶의 의지와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에 

한순간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인니 문화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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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진지함 속에서 가볍게 얼굴을 스치는 바람과도 

인사하며,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그 풍경에 잠시 

취해도 보고, 그리고 산책이 주는 일상 밖의 여유에 

달콤하게 자신을 맡겨 보는 조용한 일탈의 시간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을까 한다.

‘왕성하고 치열한 7월. 어느 날 우리는 숲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했다.’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는 산책로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하고 

싶다. 숲은 오늘도 내게 속삭인다.“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 그것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어린 왕자는 일곱 번째 별인 지구에서 여우를 만난다. 

지혜로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한마디 던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참고문헌 :

보고르 식물원 (김광현 편저)

Four Guided Walks Bogor Botanic Garden

125회 - 127회 한인회 문화탐방

8월초 2박3일 반둥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신유희 08174906012

보고르 식물원

  노트북을 열며

                            정 선 주

   잔뜩 독 오른 

2월의 바람을 뒤로 하고 

보따리 주섬주섬 들고 메고

피붙이 아들 하나와

새로 둥지를 튼 자카르타.

  낯설음조차 익숙하게

그리움조차 사치처럼

섭벌처럼 헤집고 다니며

보이는 사물 하나하나가 

탄성이 되던 이 신기한 나라

 이 신비한 도시에 날 따라와

새로운 인연의 넝쿨로 엮인

3개월 할부로 산 노트북,

쉬는 날도 없이 어깨에 

매달려 있는 또 다른 분신

  내 그리움을 채우는 편지가 되고

목마름을 풀어 주는 지식의 샘물이 되고

정신을 어루만지는 음악이 되고

고독할 때 노래가 되는 동반자

  살아 있지 않으면서

영혼은 살아 있는 이국 땅의 친구

값지지 않으면서 

값진  보물

  오늘도 노트북을 열며

새로운 비상을 꿈 꾼다

그가 안겨 줄 새로운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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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없는 얼굴 만들기 
 

1. 눈썹 아래위로 움직이기 
이마에 주름질 정도로 눈을 위로 크게 뜨고 눈썹을 
위로 올렸다가 얼굴을 피는 동작을 10회 정도씩 반
복한다. 동작은 되도록 크게 효과적이다. 
 
2. 눈 꼭 감기
눈을 꼭 감아 눈 주위의 근육 전체에 힘이 가도록 한 
뒤 100까지 센다. 

3. 코의 근육 풀기
코에 근육이 잡힐 정도로 코를 찡그렸다가 제 자리로 
돌아온다. 좌우, 상하로 코의 근육을 움직여 준다. 
 
4. 입 모양 최대로 찢기 
보조개가 생길 정도로 입 주위 근육에 힘을 주어 양
끝으로 잡아당긴다. 

 
5. 마사지하기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하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평소 잘 붓는 사람은 저녁에 오이, 야
채, 과일 등을 이용해 마사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 
 
  부기 없애는 얼굴 체조

1. 입을 다물고 지방이 붙기 쉬운 뺨과 턱을 중심으
로 근육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부기나 이중턱을 없
애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2. 눈부분을 날씬하게 하려면 양쪽 눈썹머리를 중지
로 가볍게 눌러준다. 같은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한다. 

3. 중지와 인지를 사용하여 눈머리 밑에서 콧등을 따
라 상하로 천천히 마사지한다. 

건강 노하우

다이어트의 적.  부기!  완전정복(2)

얼굴 & 다리 부기 완전 정복

살이 졌을 때 운동을 해서 균형 있는 몸매를 

만드는 것처럼 붓기는 없애는 데도 역시 운동

만한 것이 없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

도씩만 얼굴과 다리의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

고 당겨주는 체조를 실시한다면 붓기 없는 슬

림한 얼굴과 다리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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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밑이나 광대뼈 밑의 경혈을 약간 아플 정도로 
수시로 자극해 뭉친 혈을 풀어준다.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체조

1. 앞으로 차기
양 주먹을 가볍게 쥐고 자세 잡고 그 상태에서 오른
발을 들어 앞쪽을 향해 높이 뻗어준다.
 
2. 허리 돌리기
양발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크게 벌리고 양손을 배꼽 
밑 단전 위에 놓고 크게 허리를 돌린다. 무릎을 굽혀 
동작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 
 
3. 뒤로 제기 차기
왼손은 앞에 두고 오른손을 크게 원을 그리며 뒤로 
보내 오른쪽 발바닥 치는 동을 실시. 발의 방향을 바
꿔가며 3회씩 실시한다. 
 
4. 다리 끌어올리기
아랫배에 힘을 주고 왼쪽 무릎을 굽혀 허리까지 올린
다. 이때 발끝이 몸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5. 제기 차기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제기를 차듯 다리를 들
어 올리고 지탱하는 발은 살짝 구부린다.왼발을 올릴 
때는 오른손으로 발바닥을 치고, 오른발을 올릴 때는 
왼손으로 발바닥을 친다. 
 
  다리 부기 없애는 체조

1. 바닥을 배를 대고 누운 다음 두 팔을 쭉 뻗은 다음 
다리를 번갈아 가며 들어준다. 이때 발과 반대되는 
팔을 함께 들어 주는 것이 포인트. 15회식 반복한다.
 
2. 바닥에 똑바로 누워 발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접
어준다. 발은 번갈아 가며 실시. 이때 팔은 앞으로 쭉 
뻗어준다.

 
3. 양쪽 발을 모으고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 않고 앉
은 자세로 준비.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왼쪽 손가락
이 끝이 왼쪽 발꿈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할수록 
허벅지는 물론 다리 전체의 부기를 없애준다. 좌우 
번갈아 가며 실시. 
 
4.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서서 양손은 허벅지 위에 
놓는다. 양손으로 허벅지를 누르면서 발뒤꿈치를 위
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인다.

 
 

부기 예방의 최선책은 뭐니 뭐니해도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다. 몸을 적당하게 움직이면 혈액순
환도 좋아지는데, 이런 점에서 요가는 부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요가에서는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내부 장기를 적극적으로 자극
해 자율신경계가 자극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작 자체
가 근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평소에 잘 안 쓰는 근
육을 사용하게 하여 신진대사 촉진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와 체형
교정에도 효과적이다. 몸이 잘 붓는 사람은 대개 한
쪽으로 치우친 식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뇨 작용이나 물을 순
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부기
가 심한 경우 비만클리닉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
이나 식이요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기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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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에게는 자장면이라는 말보다 짱께라는 말이 더 

익술 할지 모르겠다. 한국인 가장 선호하는 음식인 자장

면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중국인을 일컫는 비속어로 ‘짱

께’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원래 

나쁜 뜻보다는 좋은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짱께가는 장구이더(掌櫃的)라는 말에 유래 되었다. 원래

의 뜻은 가게 주인이라는 뜻이지만  금고를 꼭 쥐고 있는 

재력가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비

속어로 쓰는 말에는 화교들의 자본주의적 민족성, 돈 버

는 재주에 대한 찬탄은 잘 묻어나지 않나 싶다.  

  전세계 화교를 6,000만 명이라고 추정할 때 이들이 보

유중인 능력은 자본과 기업 및 사업, 경영 능력이다. 먼저 

자본이 그렇다. 적게 잡아도 총액이 거의 3조 달러에 이

른다. 하루에 동원 가능한 현금 역시 놀랍기만 하다. 전 세

계에 거미줄처럼 구축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통할 경우 

최소한 6,00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는 충분히 조달 가능

하다는 것이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화교연합회 

왕위(44) 비서장(사무총장)의 말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8백만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살고 있다. 자카르타 및 자바의 수라바야를 비롯한 인도

네시아 군도의 모든 촌락과 도시에 화교들이 살고 있다. 

8백만이라 함은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약 4% 정도에 불과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국내 자본비중은 무려 70-80%에 

달한다. 화교 자본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견

인차인 동시에 토착민을 압박하는 프레스이기도 하다.

  지난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해외로 

탈출한 인도네시아 화교자금의 규모는 1천억 달러(한화 

약 110조원)를 넘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그 동안 “숨어있는 주역”으로 알려진 화교들이 금명간 

“드러난 주역”으로 행세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

나 이들은 경제뿐 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조용히 인도네시

아인 뒤편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고 자신들 나

름대로 문화를 인도네시아에서 누리고 있다. 이런 보이

지 않는 이들의 움직임에 인도네시아인들은 마치 사막의 

모레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이들의 문화 속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민이라면 누구나 주

변에 1-2명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있을 것이다. 평소

에 알고 지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한국 유행가 가

사처럼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하는 생

글: 서 영 철 /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 지역개발전문-Ph.D.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화교(華僑)

그들이 있는 곳에 돈 흐름이 보이고 돈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상편-

특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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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든다. 우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중국계 인도네시

아인들과 함께 살아왔던 인도네시아인들 조차도 이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화교

를 동질적 상황(同質的;homogeneous)으로 볼 수도 없고 

이질적인 상황(異質的;heterogeneous)으로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인도

네시아 화교들에게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카멜레온 같은 중국

계 인도네시아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 어떤 환경

에도 자체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품고 있는 

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역사속의 화교

  중국역사에서 해외이민이 시작된 것은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중국인의 동남아 이민이 문헌사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북송(960~1127년)말에 씌어진 주역의 “평

주가담”에서다. 정치적 불안이 현저한 가운데 1846년 

1849년과 1877년 전후에 발생한 대기근(200만 명 사

망)은 해외이주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1840년과 

1870년에 발생한 폭동으로 6,000만 명이 사망하고 홍콩

을 영국에 조차하는 남경조약체결(1842년)등은 중국당국

이 인민들의 출입국을 관리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

다. 이 시기에 중국을 떠난 화교들의 대부분은 남동부 연

해지역, 그 중에서도 광동, 복건, 해남성 지역 출신이 다

수를 차지했다. 

  화교들의 이민자 숫자에 비해 이들이 품고 있던 사업적 

야망과 경제적 흥미는 대단했다. 18세기 말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와 그 주위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의 수는 2만

2000명 정도였다.

  인도네시아로의 중국인의 대규모 이민은 16세기부터 대

략 19세기의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들은 복건성(후

찌엔성;福建省) 출신 사람들이었다. 복건성 사람들의 뛰

어난 장사수완은 이미 수세기 동안 잘 알려져 있었다. 이

주민의 대다수가 남자였으며 중국인 여자들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여자들과의 결혼

이 많았다.

  돈에 대한 지나친 열정을 발산시키게 하는 복건성 사람

들의 유전자는 현재 이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 복

건성 사람들의 불법이민과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영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복건성 사람들은 

10여 년을 일해야 벌까 말까하는 돈을, 투자 또는 빚을 내

어 그들의 목적지로 스며들어간다. 

또 다른 중국인 이민자로는 광동성(구양뚱;廣東省) 동부

의 차오조우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동부 수마트라의 

주석광산이나 고무농장에서 일 잘하는 인부로 인기가 높

았다. 

  세 번째는 커지아인(客家)으로 이들은 생개수단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1850년부터 1930년까지 계속된 이민의 

물결 속에서 커지아인들이 가장 가난한 이민자 였고, 지

금도 서부 칼리만탄· 수마뜨라의 오래된 광산지역에서 

커지아인들은 독특한 중국인 사회를 발전시켜 나왔다.

  이런 차오저우(潮州)와 객가(客家)계 화교들은 자바 섬

보다 면적이 더욱 큰 수미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에서 무

리를 지어 살았다. 객가계는 보르네오를, 차오저우계는 

수마트라를 본거지로 밀수와 금광(金鑛) 공사(公司)에 종

사했으며, 대다수가 하급 노동자 또는 소규모 사업가였

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광동성(廣東省)인

으로 이들은 19세기에 인도네시아로 이주했고 인도네시

아에서 이들은 장인(匠人)이나 철물점 주인, 또는 작은 공

장의 소유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복건성

과 광동성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아 전역에 널리 분포해 거

주하고 있었다.

화교,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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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및 자바의 수라바야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군

도의 모든 촌락과 도시에 화교들이 살기 시작했고 1세대

가 이미 없지만 이들의 후대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고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의 반둥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을 만나게 될 확률은 50%이상이다. 중국계 이민자들이 

그만큼 많이 이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둥에서 만났던 택시기사는 반둥을 ‘인도네시아에 있

는 중국 자치구’라고 말하면서 길거리에 위치한 중국계 

인도네시아가 주인인 가게를 가리키면서 반둥에서 최고

의 부자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메단은 150만 명의 인구 중 30%가 중국계 인도네시아

이다.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과는 

다르게 중국어를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러

나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반둥이나 그 외 지역에서는 구

어는 가능하지만 문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들도 자신의 출신지 중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서로 이

해하지 못한다.

  스마랑은 1400년대 정화(鄭和) 제독의 대항해 시절, 정

화 함대의 한 항해사가 병이 들어 이곳에 기항함으로써 

최초로 발견했다. 이후 수천 명의 복주 출신자들이 이

곳으로 이주했다. 현지의 화교들은 정백나무 향기가 나

는 크레텍이라는 담배 제조를 통해 다시 한번 부를 창조

했다. 원주민은 수공업 형태로 크레텍을 생산해 오다가 

1920년대 스마랑의 동쪽 인근 쿠드스 지방에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연초 공장을 세웠고, 이에 따라 화교들

도 재빨리 연초 사업에 뛰어들어 이를 산업화 시켰다.

  크레텍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다. 1770년 모리셔스

(Mauritius)의 프랑스인 총독은 몰루카로부터 어렵게 정

향나무 씨앗을 훔쳐 동아프리카의의 농장에서 재배했다. 

오늘날 동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잔지바르(Zanzibar) 섬

과 펨바(Pemba) 섬은 세계 정향의 9할을 공급한다. 다른 

상품작물과 마찬가지로, 정향나무는 숲의 파괴라는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들 섬에서 정향나무 조림지가 

늘어나자 천연림은 거의 파괴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땔감 

부족으로 수입의 40 퍼센트를 연료를 사는 데 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정향나무 원산지인 인도네시아는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정향을 소비하

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세기 후반에 인도네

시아인들은 담배와 정향을 혼합해 ‘크레텍(kretek)’이

라는 정향담배를 최초로 생산했는데, 담배를 피울 때 바

삭바삭하는 소리가 나므로 이 이름이 붙었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7만 명의 노동자가 이것의 생산에 종사할 정도로 

크레텍의 수요는 엄청나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인들은 세

계 정향의 절반을 연기로 날리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대표적인 중국인 거주지역들이 있다. 

동부 자카르타 Kelapa Gading 과 북부자카르타 Pluit지역

은 신도시로 부유층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Jl. Hayam Wuruk와 Jl. Gajah Mada 를 따라 형성되

었 있는 Glodok, Keagungan 그리고 Mangga Besar은 중

국인 상가들과 유흥가들이 밀집되었다. 특히 Glodok는 

1740년 네델란드 식민지 정부에 의해 중국인 거주특별지

역으로 지금까지 많은 중국인들과 이들의 상가들이 밀집

되어있는 차이나 타운이다.  최근 지진과 므라삐 화산의 

활동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경주’라고 알려진 이곳에

도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다. 약 4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

고 주로 Jl. Solo와 Jl. Malioboro에 모여 살고 있다. 특히 

지역을 주로 상권을 형성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특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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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을 지칭하는 용어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호칭들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교, 화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등이 

여러 가지의 호칭이 있다.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아

는 사람은 드물다. 크게 두 개의 분류가 있는데 대외적인 

분류용어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 

신윤환교수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 땅에 사는 중국인

들의 모국이자, 고향인 셈이다.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화

교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동남아 중국인 사회에서 가장 먼저 화

교로부터 화인로 변화하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소수 종

족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있다.

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화인으로 지칭된다. 화교와 화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인도네시아어 용어

 또똑(totok): 또똑은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습관을 따

른다. 또 인도네시아외의 화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

지한다

 뻬라난깐(peranankan): 최소한 몇 세대에 걸쳐 인도네

시아에 살아왔으며 중국인 혈통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요소를 상실한 화교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토착 

인도네시아인들과 결혼했고 중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 중

국 및 여타 화교사회들과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태생의 또똑 2세와 그 이후를 칭

한다.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의 혼혈아들은 현지문화에 화

교 1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동화되었다.

 띠옹호아 또똑(Tinghoa Totok) : 오늘날 동부자바와 중

부자바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현지인인 자바인의 문화와 

삶에 동화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국구어를 완전히 잊

어버렸으며, 신체적인 특질 까지도 토착 인도네시아인들

을 닮았다. 주로 거주하는 곳은 서부자바, 서부 칼리만탄 , 

수마트라 바간 시아삐아삐(Bagan Siapiapi)이다.

 띠무르 아싱(Timur Asing): 네델란드 식민지 시절 중국

인들은 ‘동양계 외국인’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

인도네시아인과 화교와의 관계

과장된 비유일 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인과 화교와의 관

계를 사무엘 헌팅톤이 주장하는 ‘이슬람 문명과 유교 문

명의 충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화교들은 종교적인 영향보

다는 정치적인 영향에 민감해야 했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래 인도네시아 화교들의 수난사를 살펴보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1740년  :  바타비아(자카르타)에서 반 화교적 정세로 

중국인 대량학살 되었다.

 1945~1949년  :  반 네덜란드 감정 편승으로 반 화교 

 

대외적인 용어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hua ch’iao): 중국본토

를 떠나 생활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게 고작이다. 

1907년 중흥일보 창간사 첫 페이지에 “화교”라는 용어

가 등장한 것으로 봐 그 이전부터 화교가 사용되고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된 이후 화교로부터 화인으로의 탈피가 시작되었다.

 화인(華人 Chinese Minority;hua ren): 화인이란 혈통 

인종은 중국이지만 중국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가진 중

국인이 아니다. 현지 국적을 취득해 현지국가에서 경제활

화교,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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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1957~1959년 : 대규모 반 화교 운동(大規模 反華僑運

動)-정치적 경제적 타격

 1959~1960년 : 인도네시아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농

어촌지역에서 화교들의 상업활동을 엄격하게 금지시켰

던 것이다.

 1960년 : 역사 속에서 이주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이인

과의 비극적인 일이 1960년에 발생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중국인을 공산주의자로 간

주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사건이 발

생하였다.

 1960년 : 중국인의 이중국적에 대한 협정비준- 중국인 

지위는 매우 불안한 상태 

 1963년 5월 : 전국적인 반 화교 운동

 1965년 9월 30일 : 이 사태 이후 화교들의 인도네시아

에서의 정치활동은 물론이고 상업활동까지 전면적으로 

규제 받음. 모든 중국학교는 폐쇄되었고 인도네시아 정부

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960~1980년 : 수하르토 군사정권의 강력한 장기적 

중국문화 억압 정책으로 화교들은 중국인 후예로서의 정

체성을 거의 상실하였다.  각급 중국학교는 폐쇄되고 중

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출판활동과 결사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수하르토(Suharto) 치하의 80년대 

말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한자(漢字)를 사용한 간판이나 서

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1990년 : 자카르타-베이징 재 수교 이후 중국계 소수민

족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 제고에 나서게 되었다. 

1997년 수하르토가 전격 하야하고 와히드(A.Wahid)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5년 11월 : 중부자바 쁘까롱안(Pekalongan)에서 중

인 정신이상자가 이슬람 경전 ‘코란’을 찢었다는 이유

로 시위대가 중국인 소유의 상가를 방화.

 1998년 : 유류가 인상으로 시작된 군중시위가 폭동으

로 변하면서 결국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표적이 되어 

많은 상점이 약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도망

하는 신세가 되었다. 

 수하르토 하야.

  위에 나열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많은 반 화교에 

대한 시위와 폭동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역사 속에서도 화교와 인도네시아인 사이

의 서로 보이지 않는 앙금들이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내

려온 것 이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소들도 무

시할 수 없다.

  18세기 중엽까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자바전역에 대

한 정치적 통제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

적 통제는 본질적으로 강력한 것은 아니었고, 네덜란드의 

문화와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충격을 준 일은 없었다. 그

렇지만 자바 귀족과 중국인 정부청부업자를 이용해 네덜

란드가 발전시킨 수많은 현금착취 수단적 충격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에서 오는 무거운 짐은 모두 

현지인 인도네시아인 농부들의 몫이었다.

  화교들에 대한 분노는 때때로 그들과 식민정부간의 연

결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다. 식민정부의 존재가 인도네시

아 현지인에게 점점 더 큰 반감을 가져다 줌에 따라 화교

들 특히 그 생계활동이 유럽인 식민 당국들과 긴밀히 연

결되어 있던 화교들도 타도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징세관으로서 그리고 식민

정부가 독점한 아편판매업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한 중국

인에 대한 심한 반감이 일었다. 이런 반감은 지금까지 인

도네시아인들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으며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런 감정은 화교들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것이 아

니라 서구 식민세력이 정치이와의 차원에서 갈등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므로 ‘간접 통치(Indirect Rule)를 택

하였기 때문이다. 즉 모든 통합요인을 가능한 한 분리하

여 대립시킴으로써 식민지내의 저항세력을 저지하려고 

했고, 다른 아시아민족의 손을 빌어 원주민을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백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줄이려 하였다.

1998년 정부의 석유값 인상에 항의하는 인도네시아 시

위가 결국은 반 화교를 외치는 폭동으로 전락해 버렸다. 

1998년 5월7일 한겨레 신문에서는 당시 폭동에 피해를 

입은 한 화교의 말을 인용했다. 이 화교는 “사회적 소요

가 일어날 때면 왜 우리가 항상 표적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

랐다”고 항변하였다. 

  이런 와중에 중국계 상점들이 폭도들의 표적이 되자 일

부 상점들은 폭도들을 피하기 위해 문앞에다 ‘반 중국

계’과 ‘토착 회교도’ 라고 써 붙이기도 했다.

이 폭동으로 사망한 1천200명의 대부분이 화교였고 5천

특별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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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 화교상점과 주택이 공격을 받았으며 300여명의 화

교 부녀자들이 폭행과 강간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서 중국문화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도네

시아인들의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군부의 고위층이나 행정부에 화교 출신은 

없는 실정이다. 화교는 신원증명서에도 기록되고 공직에 

지원할 때나 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할 때도 그들의 소속 

인종을 나타내는 SBKRI(Surat Bukti Kewarganegaraan 

Republik Indonesian)라고하는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는 여권을 만

들려고 할 때에도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SBKRI를 작성해

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1999년 대선에서 화교들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중

국어학원을 시작하는데 있었다. 이런 노력과 최근 중국

과 경제적인 협력관계로 인해 중국어 교육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2005년 11월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

통령이 휴대폰으로 반(反) 화교분위기를 선동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메시지 발신자를 조사해 처벌토록 지시

하고 나섰다.

  화교이 살아온 역사의 발자취에서 우리는 이들의 심적, 

외적인 고통을 엿볼 수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고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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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희망입니다
<생일 -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에 이어 출간된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 둘

째 권. 조선일보에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칼럼들 중 ‘희망’에 관

한 시와 글 50편을 가려 엮었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나오듯, 죽은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희망은 절로 생기는 겁니다.” 장영희 교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

르는 희망의 소리에 귀기울이라고 권한다. 주옥 같은 영미시와 지은이의 유려한 해설, 화가 김점선

이 그린 삽화가 어우러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투자 이야기 200가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투자와 금융의 지혜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이야기책이다. 투자와 투기

의 구분이 모호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

는지를 일상생활에 빗댄 간단한 예시나 우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어 놓았다.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며, 금융 전문가는 왜 필요한지,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는 마음가짐과 위험을 관

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의 원리와 분산투자, 투자에서 세금의 효과 등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 우리 옛이야기 1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 수상작가 백희나가 할머니와 사물들을 한지 인형으로 정겹게 표현한 우리 

옛이야기 그림책이다.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팥죽 할멈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멈은 동지 팥죽을 

쒀 주겠다고 하고는 겨울까지 죽을 날을 미룬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 팥죽을 쑤어 놓고 할멈이 울고 있자 알밤, 자라, 물찌똥, 송곳 등이 나타나 

팥죽을 얻어먹고는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친다. ‘네버랜드 우리 옛이야기’는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이야기를 엄선하고 그 원형을 충실히 살려낸 그림책 시리즈이다. 

구수한 입말체와 반복을 효과적으로 살린 간결한 글로 옛이야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한국적인 정서와 멋을 살린 한국화의 느낌, 재치와 해학이 가득한 경쾌한 느낌을 살린 그림으로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보여 준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철학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바꿀 뿐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작

은 것이 아니다. 세상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다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해석은 행동과 반대된다기보다는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세상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

을 변화시킬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철학은 실천적 기능을 담고 있다.

이정옥, 최병권 엮음

휴머니스트 펴냄

BOOKS

장영희 지음  

비채 펴냄

데이비드 세일러 외 지음

더난출판사 펴냄

박윤규 지음

시공주니어 펴냄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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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우리말 겨루기 기출 문제은행

KBS 1TV의 퀴즈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우

리말 겨루기’의 예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퀴즈를 통해 우리말 실력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 

KBS 한국어능력시험.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우리말 상식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책이다.

본문은 방송 진행 방식과 점수 계산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꾸몄고, 총 20회 분량을 수록했

다. 최후의 도전자 1명이 참여하는 ‘도전! 우리말 달인’ 단계의 다섯 번째 문제는 기출 문제에 예

상 문제를 더하여 구성했다. 혼자서도 퀴즈를 풀 수 있고, 다섯 명이 한 조를 이루어 프로그램과 동

일하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코드
<디지로그>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을 이야기했던 이어령이 21세기 한국의 문화코드를 제시, 분

석한다. 1950년대의 저항문학론, 1960년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 1970년대 ‘신바람 문

화’, 1990년대 정보화 사회 담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독법을 제시한 그가 이번에 제시하는 화

두는 크게 네 가지이다. 붉은악마, 문명전쟁, 정치문화, 그리고 한류문화가 그것이다.

이들 네 가지 화두는 다시 붉은색, 악마, 학벌, 클릭과 브릭, ‘W’ 등의 수많은 하위코드로 분화되

고, 다시 이들 하위코드는 일종의 기호로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는 붉은악마

의 의미, 미디어와 슈퍼무기, 새로운 차원의 동맹 등으로 대표되는 21세기 전쟁의 특징, “말”로하

는 정치가 필요한 요즘의 정치판, 한류 현상의 의의와 지속 가능성 등을 들여다본다.이어령 지음

문학사상사 펴냄

KBS우리말 겨루기 작가진 지음  

넥서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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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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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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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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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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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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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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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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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경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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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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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권의 책으로 남기게 된 동기라고 인제 손인식씨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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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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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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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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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임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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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림트 Klimt

환상에 빼앗긴 예술가의 영혼… 영화 ‘클림트’

최근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대표작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1907년)이 피카소의 아성을 

깨고 회화 거래 사상 최고가인 1억35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판매됐다. 클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되는 화가로도 

꼽힌다. 에로티시즘적 환상을 주제로 한 그의 그림들은 시공을 

초월해 이성을 풀어헤치고 본능을 향해 치달으려는 자유로움을 

표현해 사랑받아 왔다.

‘클림트’는 그의 조국 오스트리아가 주축이 되어 독일 프랑

스 영국의 프로덕션이 손잡고 3년여의 준비 끝에 만든 작품이

다. ‘키스’, ‘유디트’, ‘다나에’ 등 화려하고 장식적인 작

품들을 선보인 클림트의 삶과 작품 세계를 흔히 생각하듯 전기

적 구성이 아니라 마치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듯 기억과 환

영을 오가는 내면 탐구 형식으로 만든 영화다. 

매독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병원 침대에 누인 클림트(존 말코

비치). 그는 정신이 혼미해져 죽음을 앞두고 환상과 기억마저 혼

동한다. 작품의 무대는 세기말의 흥분과 긴장이 감돌던 19세기. 

라울 루이스 감독은 클림트가 사랑했던 여인들을 중심으로 당시 

빈에서 유행하던 아르 누보 스타일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클림

트의 작품 이미지를 마치 뮤직 비디오 보여 주듯 다양한 이미지

로 풀어낸다. 스토리 텔링에 익숙한 사람에겐 지루한 게 흠.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스즈메(우에노 주리)는 평범하다못해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다. 

그의 남편은 항상 스즈메 걱정보다 스즈메가 거북이 밥을 주었

는가가 제일 관심이다. 그러던 어느날 스즈메가 집으로 돌아가

려는 도중 100개의 계단 난간에서 손톱보다 작은 스파이 광고

를 목격하고 스파이가 될 결심을 하는데. 

‘평범하게 사는건 의외로 힘들다’ 이 영화의 부제로 하면 딱

일듯.

음, 이영화에 접근(?)하게 된 계기는 (밝힐수 없을만큼)불순했

지만, 보고난 결과는 보기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었

다. 우선 주인공 ‘우에노 주리’에 대한 애정이 급상승 하게 

되었고, (아오이 유우는 전에도 아끼는 배우였으므로 애정상승 

효과는 말할것도 없고...), 엔딩곡을 담당했던 밴드 ‘레미오로

멘’이 좋아져버렸다. 

영화를 간단히 평하자면, 소소한 일상을 담은 일본영화의 전형, 

혹은 잔잔한 개그영화라 할 수 있겠다. ‘언어유희’도 중간중

간 나오고,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못할 ‘평범함’에 대한 고

찰도 나온다. 

큰 감동이 마지막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할리우드식’ 혹은 

일부의 ‘우리나라식’ 영화를 원한다면 비추천. 소박한 일본영

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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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디다스 Bandidas
 

19세기 멕시코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믹액

션극. 한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싫어하는 사라(셀마 헤이엑)와 

마리아(페넬로페 크루즈)는 어느날 마을에 나타난 검은 세력으

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은행강도로 나서고, 오직 은행을 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그녀들은 험한 훈련을 거치며 점

점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간다. 현상 수배까지 되며 멕시코

의 모든 은행을 털고 다니는 그녀들은 그 와중에 그녀들과 동

행하게 된 쿠엔틴 쿡(스티브 잔)을 두고 사랑 쟁탈전까지 벌이

게 된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두 여인의 좌충우돌 은행털기 대작

전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들은 보는 이에게 유

쾌하고 통쾌한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비열한 거리 A Dirty Carnival

삼류조폭조직의 2인자 병두. 조직의 보스와 치고 올라오는 후배

들 틈에서 제대로 된 기회한번 잡지 못하는 그는, 조직 내에서

도 하는 일이라곤 떼인 돈 받아주기 정도인 별볼일 없는 인생

이다. 병든 어머니와 두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 남은 

것은 쓰러져가는 철거촌 집 한 채 뿐. 삶의 무게는 스물아홉 병

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어렵사리 따낸 오락실 경영권마저 보스를 대신에 감방에 들어

가는 후배에게 뺏긴 병두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지만, 그런 

그에게도 기회가 온다. 조직의 뒤를 봐주는 황회장이 은밀한 제

안을 해온 것. 황회장은 미래를 보장할 테니 자신을 괴롭히는 

부장검사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병두, 고심 끝에 위험하

지만 빠른 길을 선택하기로 한다.

황회장의 손을 잡음으로써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

도 되게 된 병두는 영화감독이 되어 자신을 자신을 찾아온 동

창 민호와의 우정도, 첫사랑 현주와의 사랑도 키워나가며 이제

야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대

한 꿈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병두는 동창 민호에게 그 누구에

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데… 민호야, 너는 

내 편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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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행사 및 공지 사항

인도네시아 한인회
무료 법무 및 투자 컨설팅 안내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전화: (021) 529-60643, 0816-1911245

상담방법: 대면 혹은 전화

상담범위: 법률에 관련된 문제 전반 및 투자 컨설팅

상담자: 변호사 겸 파산관재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승은호

1996년 7월부터 발행되어온 <한인뉴스>가 
어느덧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인뉴스>가 명실공히 인니 한인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인뉴스>에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재정후원자분들과와 기고자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정어린 조언을 주신 많은 교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이에 <한인뉴스>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시: 2006년 7월 7일(금) 오후 7시
 장소: 물리아 호텔  Ballroom 3
 초대장 발송
 Tel :  (021) 521 2515(Hunting)
 Fax: (021) 521 2486

2006년 6월 1일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한인뉴스 창간 10주년 기념 행사

교민들을 위한 미술강좌 개설

강좌: 미술과 생활

내용: 현대를 사는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미술상식과 우리의 주변 생활속에서 발견할수 

있는 미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흥미있게 풀어나갑니다.

강사: 박흥식 화백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장소: 한인회관 2층

개강: 8월 1일 화요일

연락처: 0815-1365-7270

           UKI Language Center
(Universitas Kristen Indonesia 외국어학당)

Place: UKI Campus - Cawang

Subject: English for Entering University, 
General English, Korean for KLPT(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Class: As per Replacement Test (배치고사)/
Tutoring and Le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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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IP-UKI
Dr. Kim (081310205331)
Drs. Hemat Purba (08131864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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