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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에서 시트, 기내 편의시설까지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향해

대한항공의 더 큰 고객사랑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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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광복절 행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2006년 8월 15일 광복 61주년

을 맞이하여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이하 JIKS)에서 

광복 61주년 기념식을 갖고 한인사회의 단결과 화합의 

한마당인 골프대회와 다양한 체육행사 및 시상식, 행운

권 추첨을 통해 한인사회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1시 30분부터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에는 1000여

명의 교민들이 참여하여 광복의 감격과 의미를 되새겼

다. 박영수(KTV 대표)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

창에 이어 이선진 주인니한국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전달했으며, 승은호 한인회장은 외국에 

살고 있는 교민으로서 본국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춰 우리교민이 어

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광복절 기념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JIKS 음악부 학생들의 반주에 맞추어 광복절 노

래를 제창하고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며 광복절의 공식 식순을 마쳤다.

광    복    절    기   념   식

안   양   국   악   단    공   연

제 61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1000여명의 교민이 참여한 한인사회 화합의 한마당,

광복의 감격과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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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프    대    회     풍    경

 공식적인 식순이 끝나고 광복절 기념을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직접 초대되어 온 (사)한국정악원 안양시 지

부 안양국악단 ‘여음’(대표 이미경)의 국악연주공연

이 있었다. 이미경 대표는 2006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인

도네시아 한인회 광복절 행사에 안양국악단이 특별히 초

정되어 연주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교민들에게 감사함

을 표하며 “한민족의 정서와 시대적 흐름의 공간을 체

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

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안양국악단 ‘여

음’은 천년만세, 부채춤, 가야금 3중주인 자바 민요, 국

악가요인 가시버시사랑, 너영나영, 축연무와 사물놀이 등 

많은 연주를 선보였다. 이 날의 국악공연은 고국에서 멀

리 떨어져 살고 있는 교민사회에 한국 문화의 멋과 감

동을 전하기에 충분하였다. 기념식장에 자리한 교민들은 

한 곡, 한 곡의 연주가 끝날 때 마다 뜨거운 박수로 국악

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고국에 대한 사랑과 그

리움이 함께 공유 될 수 있도록 뜻 깊은 화합의 장을 마

련해준 안양국악단 여음에 교민들은 진심어린 곰마움을 

표했다. 특히 국악단을 초청하여 교민들에게 고국의 전

통의 멋을 선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인회와 교민 여행

사인 ‘Red Cap’의 우용택 대표의 기여가 컸다.

 한편 광복절 기념식전인 오전 7시부터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할림 골프장에서 160여명의 교민들이 참여한 광

복절 기념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의 골프대회는 

그 준비 과정부터 지난해 보다 더욱 뜨거운 호응을 보

여줬고 또한 한인사회의 협찬이 줄을 잇는 등 한인사회

의 많은 관심 속에 치러져 이날을 더욱 뜻 깊게 했다.

이날 10시부터는 JIKS 곳곳에서 JIKS 선생님들의 지

시에 따라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제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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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광복절 행사

기, 투호 놀이, 윷놀이, 훌라우프 넘기, 비석치기, 팔씨

름,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

행된 체육대회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학생, 회사원, 기업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함

께 참여해 즐거운 놀이한마당을 연출했다. 

 오전 행사가 끝나고 참석한 교민들은 한인식당인 백악

관, 다솔, 수라청, 한강, 대감집, 시티서울, 청기와, 한국

관, 한양가든에서 준비한 점심도시락을 JIKS 교내 곳

곳에서 오손 도손 모여 앉아 나누어 먹으며 정겨운 이

야기 꽃을 피웠다.

 한편 JIKS의 대운동장에서는 각 지역별 축구팀들의 

경기가 있었다. 광복절 행사가 있기 한달 전부터 치러

진 축구대회 예전을 통과한 네 팀이 이날 경합을 벌였

고 그 우승의 기쁨을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축구동호

회가 차지하였다. 땅그랑 축구 동호회는 아쉽게 2위에 

머물러야 했다. 

 특히, 축구대회 결승전이 벌어진 오후시간, 안선근 교

수의 코믹하고 맛깔스러운 진행맨트와 땅그랑 축회협

회 고문인 박흥세씨의 해설은 축구대회를 관람하고 있

는 교민들을 웃음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축구대회가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운 권 추첨과 

골프대회, 체육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거행되었다. 예년

에 비해 더욱 많아진 한인기업들과 교민들의 협찬에 의

해 예년에 비해 더욱 풍성한 행운을 교민들이 누리게 

되었다. 행운 권 추첨 번호가 발표될 때마다 곳곳에서 

교민들이 즐거움의 비명을 지르고 당첨자에게 기쁨의 

박수를 쳐주는 흐뭇한 광경을 연출했다. 큰 행운의 상

품을 받은 한 교민은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모두 한자

자카르타

즐   거   운     체   육   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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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시   상   식    및    행   운   추   첨

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지금까지 교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자신

이 무엇을 해왔는지 곰곰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

었다고 전하며 이 행사를 주최한 한인회와 교민모두에

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에서는 박훈규씨가 남자 

시니어 부문, 남자 김은수씨가 주니어 부문 우승컵을 

안았고 정기태 씨가 전체 남자부문 메달리스트 상을 차

지했다. 또한 여자부문에서는 김옥남씨가 우승컵을 차

지했고 김윤희 씨가 메달리스트 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의 끝자락에는 한인사회의 화합과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대운동장에 준비한 박을 참석한 

교민 모두가 참여하며 터트리는 것으로 뜻 깊었던 제 

61주년 광복절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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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성    명

찬      조      품
호 회 사 명 상 품 명 수  량

1 승 은 호 코린도 그룹 삼성 핸드폰(D-820) 1 개

2 강 민 정 솔 진생 코리아 홍삼액 교환권 (130만:1매, 70만:2매) 3 매

3 강 효 정 솔 한의원 솔 한의원 진료권 (100만 루피아) 3 매

4 곽 삼 섭 PT. Boseng Jaya 무궁화 상품권 RP.100 만

5 권 흠 삼 한국 석유 공사 상품권 RP.200 만

6 김 두 련 Jico Agung 청정원 식용유 set 5 개

7 김 병 철 미성 인도네시아 삼성 핸드폰 1 개

8 김 성 국 PT.Kideco Jaya Agung LG 냉장고 (시가 4백만 루피아 상당) 1 대

9 김 성 복 PT.Masemann 도자기 세트 1 개

10 김 영 수 데이콤 인도네시아 Face Printing Sticker 200 set

11 김 우 재 무궁화 유통 무궁화 상품권 RP.100 만

12 　 　 한국 왕복 항공권(4개홀 Hole in One-첫번째분) 1 매

13 김 재 유 동성 소고상품권 RP. 100 만

14 김 종 권 그린 부동산 소형 냉장고 1 대

15 김 준 규 PT.Destec Primatama 온열 마사지기 (Rp.20,000,000 상당) 1 set

16 김 진 우 해병전우회 상품권 RP. 300 만

17 김 지 연 스카이카페(공항) 상품권(9매) USD. 100

18 김 창 모 KAL 한국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1 매

19 김 충 훈 PT.Serim Indonesia DVD VCR 전용 Player 1 대

20 김 한 수 김삿갓 다찌마 사시미 풀코스 식권(Rp.180,000) 22매

21 문 정 완 Pikko Group Kedaton 골프 이용권 (1인용) 5 매

22 박 헌 식 PT.Dongan Kreasi Indonesia 상품권 RP. 100 만

23 서 영 율 PT.Prtama Abadi DVD Player 5 대

24 손 인 식 인재서당 그림 (USD. 800) 1 점

25 송 창 근 KMK Global Sports 디지털 카메라 1 점

26 승 주 호 하나관광 한국 왕복 항공권 (KAL-Economy) 1 매

27 신 기 엽 PT.Hanindo Express 유화 작품 3 점

28 신 재 용 수출입은행 DVD Player 1 개

29 신 창 우 아시아 진주 진주 목걸이 1 점

30 안 선 근 UIA University 만보기 12 개

31 안 창 렬 여명 21인치 TV 1 대

32 양 승 진 PT.Doson Indonesia 여행가방 3 개

33 양 영 연 PT.Bosung Indonesia Shopping Bag 300 개

34 양 청 길 PT.LW Nirvana Eng. Three-Ball Putter 1 개

35 엄 상 배 로뎀 투어 상품권 RP. 100 만

36 엄 석 준 뉴월드 메디칼 크리닉 상품권 RP. 100 만

37 우 용 택 Red Cap Crown Plaza 호텔 숙박권 5 매

38 유 충 희 일미식품 쌀 5kg/포 100 포대

39 이 강 원 PT. TYM Nusantara 양식기 set 3 개

40 이 국 홍 PT.Rezeki Asih Raya (진로) Putter 2 개

41 이 기 주 LG 전자 Multi Video(DVD + VCR) Kombo 2 대

42 이 기 협 PT.Daelim Indonesia 양식기 set 3 개

43 이 동 수 뷰티샾, 국제 이발관 2회 무료 이용권 SET 5 매

44 이 명 호 가야성 가야성 식권 (Rp.50만) 2 매

45 이 상 일 PT. UIB 상품권 RP.100 만

46 이 소 왕 두왕컨설팅 영양제 아로나민 골드 40 통

47 이 순 예 홍기와 현수막 협찬 7 개

48 이 종 찬 SAMSUNG 전자 All in One(DVD + VCR) Kombo 2 대

49 이 종 후 PT.Sungwon Indonesia 완구 240 개

50 이 중 기 마포 레스토랑 Ciater 온천 숙박권 1 매

51 이 지 현 PT.Zimmoah Marine Trans Caddy Bag 1 개

52 이 진 수 PT.Sung Bo Jaya 칼라 TV 21인치 1 대

2006년 8.15 광복절 기념 경축행사  찬조 리스트
8. 15 기념행사가 한인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히 잘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협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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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 진 호 PT.Jin Young 삼붕 냐와 5 set (1set=3병)

54 이 호 완 서울 메디칼 종합검진표 1 매

55 이 희 락 Hankook Ceramic Indonesia 한국 세라믹 커피잔 Set 20 set

56 임 찬 택 행남자기 인도네시아 소형냉장고 1 대

57 임 철 진 우리은행 정기예금증서 (3백만 루피아) 1 매

58 장 길 성 PT.Kones 축구공 15 개

59 장 윤 수 가효 SOGO 상품권 RP. 200 만

60 전 영 애 Happy Deco 진주 핸드폰 줄 30개

61 정 연 승 마타하리 여행사 Mulia Hotel 숙박권 1 매

62 조 규 철 PT.Dong Jung 초콜렛 LG 핸드폰 1 개

63 조 대 호 뉴서울 슈퍼마켓 상품권 RP. 100 만

64 조 종 수 외환은행 소형 가방 50 개

65 추 길 엽 PT.Sungwon Metal 한일마트 상품권 RP. 100 만

66 현 정 규 PT.Mekar Sammi Jaya LG 핸드폰 (F2300) 1 개

67 Jongkie Hyundai Mobil Indonesia 자동차 Gets (Hole In One 상품) 1 대

68 　 눈사랑 안경원 고급 선글라스 4 개

69 　 선뷰티센타 피부관리 4회 무료 이용권 (52만 루피아 상당) 4 매

70 　 우먼센스 무료이용권 RP. 100 만

71 　 클레오파트라 사우나 이용권 RP. 220 만

72 　 토박 레스토랑 식권 (20만 루피아) 5 매

73 　 팡팡 노래방 무료이용권 RP. 100 만

74 　 한강 레스토랑 식권 (50만 루피아) 6 매

75 　 한우리 축구대회 부상 RP.100 만

76 　 한일마트 상품권 RP. 200 만

77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한국도자기 커피잔 세트 7 개

78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골프연습가방 1 개

79 　 Ah Yat Seafood 생새우 요리 식권(1ons/person) 10 매

80 　 Aryaduta Hotel 숙박권 (Superior Room 2 인용) 1 매

81 　 Aston Hotel 숙박권 (Deluxe Room 2 인용) 1 매

82 　 Borobudur Hotel 호텔식당 이용권 (2명) 1 매

83 　 B.S.D CC. 골프 이용권 (2인용) 2 매

84 　 Emeralda 골프 이용권 (2인용) 2 매

85 　 Four Seasons Hotel 호텔 아침부페 이용권 (2명) 1 매

86 　 Gunung Geulis C.C. 골프 이용권 (4인용) 1 매

87 　 Hilton Hotel 숙박권 2 매

88 　 Intercontinental Hotel 호텔 저녁부페 이용권 (2명) 1 매

89 　 　 숙박권 (Deluxe Room 2 인용) 1 매

90 　 Jagorawi 골프 이용권 (1인용) 2 매

91 　 JW Marriott Hotel Sunday Brunch(2인용) 1 매

92 　 KINS 회원일동 상품권 RP. 100 만

93 　 Mahakam Hotel 호텔 주말카페 이용권 1 매

94 　 Mandarin Oriental Hotel 숙박권 (Deluxe Room 2 인용) 1 매

95 　 Modern 골프 이용권 (1인용) 8 매

96 　 Mulia Hotel 숙박권 (2 인용) 1 매

97 　 　 호텔 레스토랑 이용권 (1인용) 2 매

98 　 RiverSide 골프 이용권 (1인용) 4 매

99 　 Shangri-La Hotel 호텔 레스토랑 이용권 (2인용) 1 매

100 　 백악관 음료수 1500 캔

101 　 다솔 점심 도시락 150 개

102 　 수라청 점심 도시락 150 개

103 　 한강 점심 도시락 150 개

104 　 대감집 점심 도시락 100 개

105 　 시티서울 점심 도시락 100 개

106 　 청기와 점심 도시락 100 개

107 　 한국관 점심 도시락 100 개

108 　 한양가든 점심 도시락 1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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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주인니 한국대사배 인도네

시아 전국 태권도 대회’가 지난 8월 

4에서 6일까지 3일 간 자카르타에 있

는 한-인니 친선 스포츠센터에서 열렸

다.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 산하 전국 

29개 주 태권도 지회 소속 선수와 임

원 463명이 참가하여 갈고 닦은 솜씨

를 뽐낸 이번 전국대회는 남.여 각 8체

급에 걸쳐 출신지역별 토너먼트 방식

으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금년 

12월 개최될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 선발

대회를 겸했다.

 이번 전국 태권도 대회에는 인도네

시아 각계 각층의 관심은 기대 이상

으로 컸다. 대회 기간 중 연일 수천

여 명에 이르는 관중들이 몰렸고 6일

엔 유숩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직

접 참관하여 대회를 지켜보고 아디아

크사 인니 체육부 장관,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주요 체육계 인사, 한인회 임

원들이 참석하여 관전하는 등 이번 대

회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반응은 놀

라울 정도였다.

 이선진 주인니 한국대사는 “한-인

니 교역이 해마다 증대되고 있는 가

운데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나

가기 위해 태권도를 통한 협력 강화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하고 “한국(8월 15일)과 인도네시

아(8월 17일)의 광복절을 함께 기념

할 수 있도록 대회 일정을 8월초로 

잡았다”고 전하자 독립의 감격을 함

께하는 참석한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를 받았다. 

제 1회 주인니 한국대사배
인도네시아 전국 태권도 대회’개최

유숩칼라 부통령이 직접 참관하

여 관람하는 등 이번 대회는 인

도네시아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

을 불러 일으켰다.

전국 29개 주 선수와 임원 463명 참가
한국 태권도 시범단,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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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대회를 기념해 대회기간동안 

매일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시범

이 펼쳐졌다.

 이번 시범은 8월 5~6일 양일에 걸쳐 

치러진 <제1회 주 인니 한국대사배 인

도네시아 전국 태권도대회> 개막식과 

결승전에 즈음해 치러진 초청된 축하 

프로그램이었으나 이 대회를 빛낸 꽃

이 되었다. 이들의 시범은 태권도 종

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

낸 순간을 만들어냈다.

 대회를 개최한 이선진 주 인니 한

국대사를 비롯한 한국 교민들에게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다. 바쁜 일정

에도 불구하고 대회와 시범을 참관

한 유숩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에게

는 다이내믹 코리아를 재각인 시킨 순

간이었고 수하르토 인니 태권도협회

(PBTI)회장과 관계자 및 많은 초청

인사 등 2천여 명에게는 경이로움이

었다. 1982년 창립된 인니태권도협회

(PBTI) 산하의 30개주에 지방협회 중 

29개주에서 참가한 463명의 선수단을 

한껏 고무시키는 일이었다. 단순히 힘

과 스피드를 통한 파괴력만을 보여주

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조화하고 무용

을 접목하며, 전체 구성을 극화함으로

써 예술화되어 관객들의 마음과 시선

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맨 이날의 시

범은 어느 누구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

하게 했을 만큼 태권도의 정수를 짧고 

간결하게 담아냈다.

 주 인니 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대회

를 성공으로 이끈 인니태권도협회, 메

인 스폰서인 현지 기업 EG그룹, 땀 흘

린 결과로 영예를 차지한 선수들, 이 

모두는 태권도로 인해 한국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을 각인시킨 태권도 시범단과 이번 행

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김광현 

인니 태권도 협회 고문의 수고에 의해 

한국과 교민들은 이곳 인도네시아에

서 더욱 사랑받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1974년 인도네시아에 태권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의 회원이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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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6일 인도네시아 국립대 인문

대학은 2006-2007년 학기에 맞춰 ‘한국

어와 한국문화 학과’를 신설하고 인문

대 강당에서 개설 식을 거행했다. UI가 

한국학과를 설치한 배경에는 2000년 대 

초부터 한-인니간의 교류협력이 증대하

고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어 및 한국

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한국

이 인도네시아 미래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명문대학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이하 

UI)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초로 4년제 

학위과정을 가진 ‘한국어와 한국문화

(Korean Language and Culture)’ 학

과를 개설함으로써 한국학과 개설을 추

진해 오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는 타 

대학교에 상당한 파급효과와 더불어 한

국학과의 열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한국어와 한국문

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UI 인문대학은 1년 여의 준비와 올해 

7월 초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9월 신

학기부터 한국학과를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7월 중순 신입생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43명을 선발하였다. 320명이

나 되는 지원자가 몰려 학교 관계자들

도 그 열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

발된 신입생 중 성적이 우수한 20여명에

게 11개 교민 기업들이 장학금을 지급

함으로써 한국학 열풍을 위한 책임 있

는 교민사회 역할에 학교관계자들과 학

생들은 큰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학과는 

2명의 KOICA교사와 1명의 한국어 세계

화 재단의 교사가 주축이 되어 한국학과

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학과 개설 기념식에서 우스

만 UI 총장은 ‘한국어와 한

국문화 학과’의 탄생을 알리

는 종을 타종하고 한국학과 개

설을 공식 선포하였다. 기념식

장에는 우스만 총장을 비롯하

여 이다 순다리 인문대학장, 주

인니 한국대사관 정용칠 공사, 

한국어 세계화 재단 관계자, 교

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자

리를 빛냈다. 

 한국학과의 탄생과 배후에는 우스만 총

장이 축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 인니 

한국대사관과 한국의 관계기관, 그리고 

한국학과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장학금

을 쾌척한 한국교민기업들의 협력과 지

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고 말한 것처럼 한국학과는 UI만이 아

닌 한국교민사회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

음을 강조하였다.

 한국학과의 발전을 위해 20여명의 신

입생에게 장학금을 쾌척한 교민기업은 

PT. Haengsung Raya, 미원 인도네시

아, 성원 인도네시아, 대한 글로벌, 삼성,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I),‘한국어와 한국문화 학과’개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 인

니 첫 4년제 한국학과가 신

설되고 43명의 1기 신입생 

맞이하였다. 한국학과의 탄

생에는 대사관, 한인기업, 관

계기관의 노력이 가장 컸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에 재학중인 

킴벌리 양과 그의 아버지인 UI 인문대학교 

Ibnu Wayudi 교수가 김소월과 이육사의 시

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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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지난 7월 

11~14일까지‘글로벌시대의 주체 차세

대 한민족여성’이란 주제로 서울 쉐라

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24개국 100여명의 재외동포가 참가한 이 

행사는 해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강화와 

여성리더 발굴을 목적으로 해마다 국내

를 비롯한 전세계 재외동포여성 함께 참

여하고 있다.

 올해는 여성CEO, 교육자, 법조인, 예술

인, 공무원 등 전문분야에서 차세대 동포

여성들이 다수 참석한 점이 눈에 띄었다.

 행사는 11일 등록 및 재외동포재단 이사

장의 저녁 만찬, 12일 개회식 후 국내 참

가자 참가 및 주제별 토론 발표 세미나, 

13일 국내외 1 대1 멘토링을 통한 분야별 

네트워킹으로 진행됐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

해“이곳에 계신 한분 한분은 우리의 미

래를 만들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원

이다”며 “앞으로 진행될 주제별 회의

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본행사장 옆 전시실에는 한인 이민사 사

진, 중국 연변 사진작가인 이광평씨의 연

변 조선족 인물 사진, 각 국가의 KOWIN 

관련 사진 전시회가 열려 재외동포여성

네트워크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었다. 하

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올

해는 다소 짜임새가 좋아졌지만 여전히 

‘실제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문화재단 본부,  PT. Victor 

Jaya Raya, PT. Kideco Jaya Agung, PT. 

GF Indonesia, 우리은행, 외환은행, PT.  

Koexim Mandiri Finace 이며 한국어 세

계화 재단에서는 6명의 신입생에게 등

록금을 전달했다.

 행사장에서 현재 자카르타 한국국제학

교(JIKS)에 재학중인 킴벌리 양과 그

의 아버지인 UI 인문대학교 인니어학

의 Ibnu Wayudi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인 시인인 김소월과 이육사의 시를 한국

어와 인도네시아로 낭독하고 현재 UI의 

인도네시아어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한

국, 일본, 독일 학생들이 아룸바 전통 음

악을 선보이며 한국학과의 탄생을 축하

했다.

 4년제 한국학과의 교과 과정은 한국어 

입문, 한국사 개론, 한국의 현대사, 한국 

문화사, 한국문학 연구, 한국어(1~6등

급) 등 42개 과목이며(필수 23, 선택 19) 

총 144학점을 이수토록 되어있다.

 한편, 국립가자마다 대학교(UGM)이나 

사립 나쇼날 대학교(UNAS), 인도네시

아 이슬람대학교(UII) 등은 오래 전부터 

한국학이나 한국어학과를 3년 디플로마 

과정이나 교양과정으로 개설해 왔다.

KOWIN, 한민족 여성리더 만남의 장
-안영란 인도네시아 지역 담당관 등 24개국 100명 여성리더 참가-

 특히 다수의 참가자들은 주제발표 후 토

론시간이 짧고, 1 대1 멘토링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

운 점을 지적하면서 대회 개선 방향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차세대 리더인 1.5세 이상 동포 중 모

국어가 서툰 경우도 있음에도 모든 행사

가 한국어로만 진행되고, 참석자들 중 차

세대리더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

분도 논란이 됐다.

 KOWIN 대회에 참석한 안영란 인도

네시아 지역담당관은 “지난 해 준비

했던 KOWIN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앞

으로 KOWIN의 세계 각 지역회는 재

단 안에서 KOWIN의 활성화와 실질적

인 네트워킹을 담당하게 된다”고 전하

며 KOWIN의 인터넷 네트워킹이 구축되

면 전 세계 KOWIN 회원들이 온라인 상

으로 쉽고 편리하게 정보교환 활동을 벌

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담당관은 “한글교육뿐만 아니

라 한국 문화 보급을 사업을 인도네시아

에 확대시켜 해외에 살아도 우리 것을 잊

지 않고 계승하고 지켜 갈 수 있도록 지

역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환영 만찬장에서 

이광규 이사장님을 모시고 함께 참석한 

코윈 회원 김은미, 정혜경, 하명희, 이

광규이사장, 안영란,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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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도 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인도네시아 각 대학교의 새 학기를 

맞이하여 8월 10일 반둥 빠자자란 대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8월 12일에는 코린도 본사 14층 홍

보관에서 인도네시아 대학생 15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8월 22일 족자카르타 가자마다 대학

교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8월에만 총 25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었다.

 12일에 있은 장학금 전달식에는 인

도네시아 국립대학교 Fika 학생처

장, 보고르 농과대학교 Subadiono 

학생처장 및 나쇼날 대학교의 Faldy 

Rasyidie 학장이 참석하여 학생들

을 격려하고 코린도 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금년부터 새로

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는 나쇼날 

대학교와 가자마다 대학교 학생들

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가운

에서 선발되었다. 8월 22일에 있은 

가자마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

달식에는 Sangidu 문과대학장, Tri 

Mastoyo 한국어학과 과장 및 교수

들이 참석하여 새로이 장학금을 지

원받게 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한국어 전공자들이다.

 정무웅 재단이사장은 인사말을 통

하여 “기업의 이윤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

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인도네시

아 국립대학교의 한 학생은 “이 장

학금이 나 자신을 위해 유용하게 쓰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

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린도 

재단에 감사함을 표했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대학생 장학

금 지원 외에도 매년 학부와 대학

원 과정의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한

국으로 유학 보내는 장학사업을 계

속해 오고 있으며 장학사업을 시작

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대학생 400여명에게 10억 루피아 상

당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

한 앞으로는 공과대학생들과 한국어 

전공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장학금

을 지급하여 신입사원 모집 시 우선

권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린도 장학재단,
 인니 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전달

코린도 장학재단, 지난달 인도네시아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혜택

1998년 이래 총 400여 인니학생에 10억 루피아 지원

8월 12일 1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8월 22일 가자마다 대학교에서의 

장학금 전달식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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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족자-중부자바주에 닥

친 강진으로 마을 사무소를 잃어 시름

에 잠겨있던 반뚤군 방운따빤면 뽀또

로노(Potorono) 마을 주민들의 얼굴

에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PT. Aneka Panel Indonesia(대표 최병

우)와 PT. Multi Konstruksi Utama는 

강진 이후 천막안에서 마을의 업무를 

봐야 했던 마을 주민들에게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어

떤 강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무

실을 선사했다.

새로운 사무소를 전달 받은 뽀또로노 

이장인 주단씨는 “지진이 발생한 이

후로 천막을 치고업무를 봐야 했습니

다. 하지만 PT. API와 PT. MKU의 도

움으로 새로운 사무소를 얻어서 매우 

기쁩니다.”라며 양 회사에 고마움을 

표했다. 사무실을 잃은 후 겨우 

며칠 만에 새로운 사무실을 얻게 

된 마을 주민들의 모습엔 기쁨으

로 가득했다.

최병우 PT. API 사장은 보통의 

공장 건물들이 거의 샌드위치 판

넬을 쓰고 있는 추세이며 사무소, 

창고, 실험실, 식품가공공장, 냉장보관

소, 스포츠 센터 등 다양한 용도와 장

소에도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

카르타와 중소 도시에 샌드위치 판넬

을 이용한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며 그 이유를 설치와 철거를 짧은 시

간에 설치 할 수 있는 편리함과 실용

성, 내구성, 벽돌이나 흙 건물과는 다

르게 한 낮에도 내부가 쉽게 더워지

지 않고 또한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 장점 때문이

PT.API, PT.MKU
강진으로 파괴된 반뚤 마을에 새 마을 사무소 선사

라고 전했다.

최병우 사장은 “샌드위치 판넬은 그 

설치와 철거가 편리한 실용적인 장점

과 가벼운 자재에 비해 상당한 내구성

을 지니고 있으며 비용이 상당히 경

제적이기 때문에 이미 쓰나미가 할퀴

고 간 아체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며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이 인도네시

아에서도 그 유용성으로 인해 너리 사

용되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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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진과 해일 등으로 인해 좌절

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인도네시아인들

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KOREAN WAYS가 지난 8월 25일, 26일 

양일간 재인니 고려대학교 여 교우회가 

주최하고 재인니한국부인회의 후원으로 

찌부부르 정션몰에서 개최됐다.

 KOREAN WAYS는 한국 전통을 알리

는 전통무용, 태권도 시범, 한복패션쇼, 

요리 강좌 등의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한국에서 직접오신 세분의 문화전문가

가 준비한 전시회, 또한 한국특산물의 판

매가 동시에 열려 한국의 맛과 멋을 직

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인도네

시아인들에 제공함으로써 행사기간 내

내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 모델

로 나선 한복패션쇼와 인도네시아 춤꾼

들이 직접 선보인 한국 부채춤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랑유치원생들의 공연들은 

한복의 고운 선과 색, 선에서 나온 리듬

과 율동감 등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그 

아름다움의 경외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 50여 점의 사진 전시는 한국의 소리

와 멋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자리

가 되기에 충분했다.

 간소한 듯 하면서도 화려하고 유연한 

듯 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한

국전통문화의 이미지를 짧은 시간 안에 

파워풀하게 알리는데 태권도 시범은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코이카(KOICA) 단

원 4명이 한 조가 되어 펼친 태권도 시

범은 자리한 관중들의 탄성과 박수를 끌

어내기에 충분하였다. 세계의 무술 중에

서 가장 뛰어나고 파워풀 하다는 태권도

의 발차기 기술 시범, 잘 짜여진 안무를 

이러한 분위기는 메이크업과 함께 한복

을 입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게 마

련된 행사장의 한편이 북적일 정

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직

접 오신 혜련스님의 다화꽃꽃이 

30여 점 외 도자기, 생활공예품 작

품 전시도 한국미의 진수를 알리

는데 한몫을 했다. 이날 선보인 총 

200여 작품들은 중요 무형문화재

의 작품, 권위 있는 공모전 수상작

품들 중 선별되어진 것으로서 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멋진 경험이 되기에 충분했다. 다만 행

사 진행상의 문제로 수공예품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못한 점들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행사 중간 중간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려 퍼진 빼어난 가창력의 소유자 김혜

송(8인조 보컬그룹 무궁화 리드싱어)씨

의 노래와 한지 공예 및 개량한복과 생

활 수예품을 선보인 정지현씨의 작품, 사

공숙 사진작가가 직접 한국에서 보내 온  

‘한국 전통의 리듬과 손길’을 테마로 

인도네시아에 울려 퍼진 Korean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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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연함과 파워넘치는 힘을 보여준 

동작들, 또한 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직접 태권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코너 등

은 연신 관중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를 받았다.

 판매보다는 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행사

에 참여한 솔진생코리아의 강민정 담당

은 “행사기간내에 준비해온 상품이 모

두 팔리는 등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었

다”며 “한국 문화 행사가 한국과  한

국상품에 대한 홍보역할을 함으로써 현

지인의 구매 욕구를 끌어올려주기 때문

인 것 같다”라며 한국문화행사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한편, 행사장을 찾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이번 행사 외에 또 다른 한국문화 행사

가 있으면 연락을 부탁하는 많은 메시지

를 남기기도 하도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

이 있었다는 한 인도네시아 인도 지금부

터 열심히 한국과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며 적극적인 노력을 할것이다라며 웃음

을 지었다.

PT.Basmal Utama Internasional(대표 배상

경)은 석탄생산 판매회사로 지난 8월 26일 수마트

라 잠비주 무아라붕오 군에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

국 정용칠 공사, 잠비 부주지사 Antony Zeidra Abi-

din Muara Bungo, 군수 Zulfikar Achmad, 투자회

사인 (주)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PT.Basmal Utama 

Internasional 배상경 사장, 잠비주 및 무아라붕오 지

역 관리, 현지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Launching Ceremony 행사를 거행하였다.

석탄 회사 PT. Basmal Utama Internasional 광산 체굴 시작

사진설명
위: PT.BUI에서 채굴된 석탄을 트럭에 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 여섯째 부터, (주)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PT.BUI 배상경 사
장, 잠비 부주지사 Muara Bungo, 주인니한국대사관 정용칠 공사 
아래: 좌측부터, Zulfikar Achmad 무아라붕오 군수, 주인니한국대사관 정용칠 공사, PT.BUI 배상경 사장, (주)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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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6일, 27일 오전 7시. 자카르타 

라와망운에 위치한 자카르타 골프 클럽

에서는 총 250여 명이 참가하여 인도네

시아 독립기념일을 경축하는 ‘인도네

시아 독립 61주년을 기념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인 멤버를 비롯하여 오세윤, 

이지현, 신상석, 김문환씨 등 한국인 멤

버가 참석하고 기타 외국인 멤버들이 함

께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경축

하는 대회로서 이 자리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임에 틀림없다.

 1872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들어선 자카

르타 골프 클럽은 130여 년이 넘는 길고 

깊은 역사답게 인도네시아의 정통을 지

키는 많은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인도

네시아 고위간부들과 성공한 외국인들

에 의해 운영되는 아주 특별한 골프 클

럽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노동부장관과 주택성장관을 

역임했던 Cosmos Batubara 박사가 자

카르타 골프 클럽의 새로운 운영위원장

(2006년-2009년)으로 선출되었다. 박사는 

장관재임시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

제 문화적 교류를 위해 많은 업적을 새

운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박사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적인 성격은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또한 

박사의 선출로서 새로운 운영위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

은 1967년 처음 인도네시아에 발을 딛고 

최근까지 가

루다 마스 그

룹의 중역으

로 근무해왔

던 오세윤씨

가 운영위원

으로 위촉되

었다는 것이

다. 오세윤씨

는 자카르타 

골프 클럽이 문을 연 이 후 외국인으로

서는 최초로 클럽운영위원으로 위촉되

는 뜻 깊은 기록을 남기게 됐다. Cosmos 

Batubara 박사 클럽 운영위원장은 오세

윤 운영위원에게 클럽의 외국인 멤버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이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또한 잦은 교류

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외국인 커뮤니티

가 서로 이해하고 양쪽의 긍정적인 발전

을 위해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

 자카르타 골프 클럽,

인도네시아 독립 61주년 기념 골프대회
- 오세윤씨, 외국인 최초로 클럽 운영위원으로 선출 -

인도네시아 독립 61주년 기념 골프대회 행사에 앞서 오세윤 자카
르타 골프클럽 운영위원이 Dr. Cosmas Batubara 운영위원장(가운
데)과 Harjono Kartohadiprodjo. SH 부운영위원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지현 사장(좌측), 오세윤 운영위원(좌측 두번째), 신상석 사장(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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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위촉의 의

미를 전했다. 3000여 명에 이르는 클럽의 

총 멤버중 외국인 멤버의 수는 230여명

에 이른다. 오세윤씨는 2009년 까지 클럽

의 운영위원으로서 또한 외국인 멤버의 

대표자로서 클럽을 운영하게 된다. 오세

윤씨는 클럽의 외국인 멤버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서 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

항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건의 사항들을 클럽 운영위

원회를 통해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등 재인니한국인커뮤니티를 포함한 외

국인커뮤니티와 정부관계부처간의 이해

를 돕게 되는 중요한 민간외교관의 역할

을 맡게 된다. 현재 이 클럽의 한국인 멤

버는 총 127여 명으로서 최대의 외국인 

멤버 수를 가지고 있으면 날로 그 영향

력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독립 61주년을 기념하고 운

영위원으로 위촉된 오세윤씨를 축하하는 

의미로 한인회에서는 HOLE IN ONE을 

하는 멤버를 위해 현대자동차를, 무궁화 

유통과 한양가든, 돌아온 김삿갓, 삼붕냐

와에서는 100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권과 

식품권을, 행남자기에서는 노리따게 홈

세트를 협찬하는 등 이번 행사에 한인사

회에서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선진 IT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서강

대학교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팀장 조정)이 인도네시아

에 왔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9일 까지 총 4주에 걸쳐 활

동을 벌인 봉사단은 인도네시아의 IT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직은 낯

선 인도네시아라는 지역과 한국의 벽을 허물어 향후 국제

사회와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궁극적으로

는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Pacitan 지역에서 약 4주에 걸쳐 IT 교

육과 U-KOREA 홍보 및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Pacitan 지역의 SMA satu Pacitan 학교에서 네트

워크와 인터넷에 관한 간단한 이론 설명 및 직접 학생

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수업도 진행하였다. 현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고 한다. 봉사단은 IT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별도의 한

국문화 홍보 및 교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국의 역사, 

지리, 언어에 대한 소개 및 현지에서 관심이 높은 한류 

관련 영화 상영, 한국노래 배워 보기 등의 시간을 통해 

현지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박람회에 봉

사단은 독도사진전 및 한국 IT상품들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전국 방송 채널인 Metro와 현지 

신문에 사진전과 봉사단의 활동이 크게 소개되면서 현

지인들에게 한국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계기도 마련했다.

서강대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

- 4주에 걸쳐 한국 IT 기술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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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자카르타 Kemayoran에 위치한 Springhill Residences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등을 6개국을 대표하는 아시아 음식 축제(Asia Food Festival)가 열렸다.

각 나라를 대표해 현지의 전문 레스토랑이 참가하였다. ‘한강’은 한국 음식을 대표하여 참

가, 각 나라 음식과 어깨를 겨누고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인도네시아인들은 장기 저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지니고 있는 ‘김치’를 담그

는  방법의 과학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불고기와 잡채, 오징어 볶음, 소주, 복분자 등 한

국 특유의 양념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매운맛이 적절히 조화된 음식들에 많은 관심

을 나타냈다.

‘한강’은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문화 코너도 만드는 등, 우리의 탈, 한복, 한국문화 풍경사진

전 등을 준비하여 한국의 맛과 멋을 한 곳에서 소개하는 자리를 준비하였다.

특히 이 행사는 콤파스, 자카르타 포스, 인도시아르 TV, 트랜스 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많은 관심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아시아 음식들이 한자리에!
- 아시아 6개 국을 대표하는 음식축제 자카르타에서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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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더욱 성숙하고 색다른 작품을 탄생

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

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토마토 미술학원(원

장 신돈철)의 학원생들의 미술 정기전이 지

난 8월 25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3일간 사히

드 자야 호텔 로비에서 일년간 혼신을 다해 

이루어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1층 홀을 빽빽이 메운 작품들은 학생들 각

자의 성격의 다름 만큼이나 다양한 작품들

이 선보였다. 전시된 100여 작품들은 실험적

이고 독창적인 자신들 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내며 관람을 위해 모여든 교민들과 외국

인들에게 잊지못할 인상을 보여줬다.

 이날 전시회를 준비한 학생들의 모습엔 진

지함과 더불어 각자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돈철 원장은 입시철을 바로 앞두고 전시

를 준비함으로써 입시생들에게 약간의 긴장

감을 유발시키고 자연스럽게 입시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100퍼센트 합격하기를 기대

함이라고 전했다.

수라바야

김인선 한인회원 6월30일 결혼

수라바야에서 자동차 정비 및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늦깍이 총각이었던 김인선(47세)씨가 지난 6월 

30일 깔리만탄섬의 Banjarmasin시내에서 중국계 인도네

시아인 Susana(45세)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국제결혼식

을 올렸다.

임상민(임택선 동부자바 한인회 부회장 子) 한인회원 

9월1일 결혼식. 호텔샹그릴라

경상남도 족자 재난성금 전달 및 

토요한글학교 기자재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는 동부자바 주 대외협력국을 

통해 족자카르타 강한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족자 재난 성금을 전달했

다. 한편 동부자바 한인회의 토요한글학교 사업에 대한 

부족한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부족한 교육기자재를 전달

했다. 또한 올해 한글학교에서 필요한 교과서 및 양서를 

보내주고 교육기자재까지 보내준 경상남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글을 보냈다.

제 6회 토마토 미술학원

미술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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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바 한인회 장학금 전달

동부자바 한인회는7월25일 오전10시 SMK3(기술고등학

교), SMK1(상업고등학교)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각 학교별로 5백만 루피아 씩 전달했지만 한인

회로서는 처음 시작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점차

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SMK3(기술고등학교)는1972년

에 설립된 학교로 학생수는 1,080명 이다. Ahmad Yani에 

위치한 기술고등학교로 배출된 학생들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산업분야로 대부분 취업이 이루어진다.  한인회가 

두 번째로 선정한 학교는 SMK1(상업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1940년부터 설립됐으며 학생수는 1,700명이다. 한

인회는 동부자바 한인회 기업들과 이 2 학교들과 연계

해 동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기업체들과 논의해 의

견 수렴이 되면, 각 학교장들과 협의하에 취업 프로그램

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인회-동서대학 봉사단 격려

동부자바 부인회(회장 김혜경)는 동서대학교(페뜨라 대

학과 자매결연을 맺음) 봉사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환영

식을 7월15일 명가식당에서 가졌다.

국기원 동부자바 주 방문

국기원은 태권도의 홍보와 위상을 위해 8월2일 오후2시30분

부터 빠꾸원 볼륨에서 태권도 스펙타클 쇼를 개최했다.

동부자바주 영사업무 예정

주 인니 대사관에서는 동부자바한인회와 함께 8월2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여권갱신 및 비자 업무를 개최한

다. 정용칠 공사와 함정한 영사는 동부자바 주 Polda 및 

Poltabes를 방문 예정이다.쟁점 사항은 동부자바 주 한

인들의 치안문제와 한국인 권익보호이다.

정홍식 운영위원 장학기금 기탁

정홍식 운영위원은 7월5일 장학기금 3천만 루피아를 한

인회에 기탁했다. 장학기금은 전액 기 설정된 프로그램

에 의해 인도네시아 학교 불우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족자 재난 성금 전달식

동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7월20일 오전9시 주정

부 사무실에서 족자 재난 성금을 주정부 대외협력국장

(조니 이리얀토)에게 5천5백만 루피아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동부자바 한인회원들의 작은 모금으로부터 시작

하여 각 기업체들의 성금을 모은 것이다. 

동부자바 한인회 광복절 행사 미팅

동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7월18일 오후6시30분부

터 리아 레스토랑에서 광복절 행사 1차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고,차기 8월8일 2차 미팅을  개최한다.

코라바야 제189회 골프대회

코라바야는 7월30일 오후12시부터 제189회 골프대회를 

Yani골프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됐다.

동부자바 한인회 제3차 운영위원 회의 

동부자바 한인회는 운영위원 회의를 8월2일 6시30분부

터 황조 레스토랑에서 개최한다.  이번 안건으로는 광복

절 행사 진행과 지난 분기 행사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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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루피아 족자 한인

회로 송금

* 5천 4백 2십 8만 3천루피

아 동부자바 주정부 전달.

교민여러분이 내주신 성금

은 가족과 재산을 잃은 유

족과 이재민들에게 정말 뜻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동부자바 주 한인회 여러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

니다.

동부자바 한인회 족자 재난 성금 보고

번호  이   름             금   액

1  한인교회         20,000,000

2 봄축제 행사금 기증(Korabaya)  8,000,000

3 무명                       5,000,000

4 유인갑                     5,000,000

5 정홍식                       5,000,000

6 원영남                        3,500,000

7 김성만                    3,000,000

8 박태열                       2,000,000

9 제일제당 임직원      2,000,000

10 표경범                   2,000,000

11 한차찬                     2,000,000

12 안상욱                    1,000,000

13 이태윤                   1,000,000

14     정언곤                   1,000,000

15     박해주                      1,000,000

16     이상조                   1,000,000

17     이종우                   1,000,000

18 김상태                    1,000,000

19 강우선                 1,000,000

20 신웅부                      1,000,000

21 배진칠                   1,000,000

22      홍성우                      1,000,000

23 월드컵 토고전 응원장소에서 모금   883,000

24 정곤영                      700,000

25 박귀정                     700,000

26 이상청       500,000

27 김인태               500,000

28     박부근                500,000

29     김대식                 500,000

30 김인선                 500,000

31 손강호               500,000

32 한덕영                 300,000

33     김세영                     200,000

 합  계                74,283,000

수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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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부터 3일 

간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대회가 인

도네시아 전국대회 규모로 처음 개최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9개 주에

서 463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띤 

선의의 경쟁을 벌였고 유숩깔라 부

통령이 직접 대회에 참관하여 일일이 

선수들을 격려 하는 등 성황리에 개

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

회 임원으로서 이번 대회를 위해 보

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

을 텐데 이번 제 1회 주인도네시아한

국대사 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고대 한국에서 창시되어 고유의 무

예로 시작된 태권도는 현대에 이르

러 182개 여 국 국가에서 무려 5천만 

원목과 에너지산업에 관한 유능한 사업가로서, 인도네시아에 태권도를 보급, 활성화 시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

리 알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 임원으로서, 충청북도와 중부자바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

는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도네시아 국제 자문관으로서, 그리고 교민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30여 년 자신

의 풍부한 경험들이 교민들에게 아낌없이 전달하는 한인회 이사로서, 많은 역할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집념의 소유자.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몇 분만 자리를 같이 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갖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웃음 보따리를 쏟아내는 재미있는 남자인 김광현 PT. ASOKA 사장을 만

나 다양한 활동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광현 사장은 1977년 코린도 그룹에 입사,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딘 후 칼리만탄에서, 수마트라, 파푸아 등 오지

란 오지는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젊음의 30년을 열정 하나로 버티어 오고 현재는 원목과 에너지 사업을 

통해 다시 열정과 젊음의 바다를 항해 중에 있다. 또한 지난 8월 개최된 제 1회 주인니한국대사배 전국태권도 대회

를 성황리에 치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은 태권도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김 광 현
PT. ASOKA 대표이사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 임원

인터뷰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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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무예 중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한국 고유의 

국기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큰 범주 

안에 속해버린 지구촌 시대 속에서 

태권도는 민간외교는 물론 국위 선양

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태권도 대회는 인도네시아 역사

상 단일 무술 종목으로서 전국의 무

술인들이 모여 실력을 뽐낸 처음 있

는 일이었고 인니 주재 외국 대사배

로서는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서는 역

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에

서 전국의 선수들을 모아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은 국기 태권도

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

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태

권도 협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

번 대회에는 이선진 대사님과 인도

네시아 태권도협회 수하르토 회장을 

비롯한 대사관, 한인회 관계자 분들

의 뜨거운 열정과 수고가 이번 대회

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한 원동

력이었습니다. 

지난 해 부임하신 이선진 대사님께

서는 태권도를 통해 해마다 증대되고 

있는 양국의 교역과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한

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자긍심을 드높

이기 위해 몸소 발로 뛰시며 대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대회를 작년에 

준공한 한-인니 친선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행사의 의미

를 부각시키고 대회일정을 8월 초로 

잡아 양국의 광복절을 기념함으로써 

태권도가 하나의 무술을 넘어 양국

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할 초석을 놓으셨습

니다. 특히 이번 대회 기간 중 29개 

주 지방 태권도 협회장들을 모두 초

청, 만찬을 열어 태권도의 활성화와 

한국대사배 태권도 대회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부탁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국 태권도 대회

라는 성격 상 대회를 준비하고 치르

는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회를 통

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의 위상을 높이거나 한-인니 간의 보

이지 않는 친선교류의 끈을 더욱 강

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되

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회의 성

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974년 경 태권도가 인도네시아에 처

음 발을 디딘 후 태권도의 보급을 

위해 수많은 태권도 관계자 및 인

니 정부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고 

1986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안 게

임에 출전하는 인니 국가 대표들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태권도 대회는 인도네시아 태

권도 협회(회장 수하르토) 산하 29개 

주에서 예선을 통과한 남녀 각 8체급 

463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의 규모로 

개막식 때 체육관을 가득 메운 인도

네시아인들을 보며 태권도의 크나큰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참석하시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이선진 대

사님의 관심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 속에 앞으로 대사 배 

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지속될 것

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회 이틀 째인 6일, 유숩깔라 

부통령은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 

시범단의 무술 경연 및 태권도 대회 

경기들을 한 시간여 동안 직접 관전

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숩깔라 부통령은 시범단과 일일이 

격려의 악수를 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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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친선교류에 대한 인니 정부의 크

나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대회기간 중 인니태권도협회와 부산

시와의 태권도 협력 MOU을 체결하

고 양국간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

력한 관계자들과 후원사인 EG 그

룹, PT. Kideko Jaya Agung, 삼익피

아노에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메

인 후원사인 EG 그룹은 이번 대회

에서 최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 

강원도에 소재한 관동대학에서 태권

도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태권도

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

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만의 문화가 아닌 세계

인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로 성장하였

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로 퍼

져나가는 여정 안에서 잠시 주춤했

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 제 1회 대사 

배 태권도 대회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태권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제 2회 대회 부 터

는 태권도 시범 및 현지 민속공연 등 

개막과 폐막식에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준비하여 태권도를 통하여 한-인

니 문화교류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궁극적으로는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

고 한-인니 간의 진정한 친선외교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태권도인뿐만 아니

라 현지 협회의 사범 및 KOICA 단

원들을 한국을 알리는 매개체로서 태

권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의 아쉬운 점은 우리의 국

기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여 축제의 

한마당을 이뤄냈던 대회에 우리 교

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대회부터는 전야제등 다양한 행

사를 기획하여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

국의 진정한 이미지와 문화의 우수성

을 알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진정

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탄탄하게 할 예정입니다. 교

민사회에서의 많은 호응과 관심은 태

권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양국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배출된 실

력이 뛰어난 인니 선수들이 아시아, 

세계선수권 대회 등 터 큰 대회에서 

당당히 겨루어 최고의 성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

다. 이번 대회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로서 태권도를 널리 보

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교민

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인니의 태권도가 국제대회에서 얻은 

성과는 아직 미진합니다. 하지만 이

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보급, 확산 되고 활성화 된다면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

라 기대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

에서의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지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

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인으로서 이 나라 학교뿐 아니

라 군부대, 경찰 등 태권도가 필요로 

하는 곳곳에 태권도를 보급시키기 위

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더

욱 높아질 것이며, 우리 교민들에 대

한 인니인들의 의식변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으로서 이번 대회를 열성적

으로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

태권도를 보급, 활성화 시켜 태권도

를 우리만이 아닌 세계의 다양한 사

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육성시키기 위해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

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

해 어느 정도 그 바라는 바를 이루었

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방안이 무엇

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

계에 알리는 커다란 매개체로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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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인  터  뷰  이  사  람

도록 도와주신 이종남 교수, 오일남 

사범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현 사장님은 금년 7월 한인회 이

사로 선임 되셨고 한인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선임되

신 것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소감을 이야기 하라고 하니 쑥스럽

습니다.

저는 1977년 인도네시아에 코린도 직

원으로 홀홀 단신 들어와 이곳에 터

를 잡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

니다. 타국에서 인생의 젊음을 바치

면서 느낀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

거름이 되라는 의미로 이사로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물적 교류 뿐

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

루어져 한인 교포사회의 규모는 점

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민들의 

사업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

어나 국가간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 기술집약적인 첨단과학기술 투

자에 이르기 까지 발전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의 역사, 문화, 생활방식 대한 제대

로 된 이해 없이 한국적인 사고방식

으로만 사업에 접근하여 매우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되는 교민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30년 간 인도네시

아에서 겪은 저의 경험들이 우리 교

민사회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자 합니다.

김광현 사장님은 지난 족자-중부자

바 지역 강진 참사 때 충청북도의 국

제자문관으로서 충청북도를 대표하

여 중부자바주의 이재민들에게 구호

품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중요하고 

뜻 깊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중부

자바와 자매 결연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와 두 지역의 대략의 현황에 대

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가 이제는 1일 생활권화 되면

서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져 국가

간, 지역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어

느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저의 고향인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주와의 교류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여 2004년 두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

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인도네시

아 국제자문관 역할을 맡게 되었습

니다. 자카르타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제품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

재 충북 6개 업체가 입주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중

부자바 주 대규모 산사태 

발생 시 200여 명이 매몰되

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충청북도는 담요 등 물

품 5천만 루피아를 지원하

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강

진 발생으로 1,041명이 사망

하는 등 중부자바주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도 충청북도에서는 매트

리스, 신발 등 이재민들에

게 급히 필요한 물품 2억 

5천만 루피아 상당의 구호

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구호

품이 참사 현장에 직접 전

달될 수 있도록 저는 물품

을 직접 피해지역에 전달하

고 피해주민을 만나 위로하

는 등 충청북도의 도움의 손길이 그

대로 그곳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

력했습니다.

현재는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컴

퓨터 100여대를 전달 받아 주 정부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만 

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충북도의 국제자문관으로서 구

체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두 지역간

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서로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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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Cezanne - Bibemus le Rocher Rouge , 비베뮤의 붉은 바위

후기인상주의(post-impressionism)회화를 대표하는 세 명의 화가는 빈센트 반 고호, 폴 고갱, 그리고 폴 세잔

(Paul Cezanne)이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870년대 인상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후 20년 정도의 시간대

를 점유하고 있는 post-impressionism은 그 이후 출현 하게 되는 입체파, 표현파, 야수파 등 초기현대회화의 

미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상주의의 자유로운 색채와 고전주의적 견고한 화면구성을 바

탕으로 하는 세잔의 작품들은 그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들을 작은 입자의 구성(parcel)으로 보고 화면에서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프로세스를 작업에 도입함으로써 브라크와 피카소 등이 이룩한 소위 큐비즘(Cubism)이

라 부르는 입체파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잔이 아니고서 누가 황무한 채석장의 붉은 바위와 평범하기 그지없는 주변의 덤불들을 그렇게 불타오르는 듯 강

렬하고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지닌 작품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세잔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특별한 장

소를 찾아다니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젤과 캔버스 등 그림도구를 짊어지고 동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라면 어디든 앉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필자는 자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디어디를 가보시라는 말을 듣고는 한다.

그들의 친절한 조언 속에 담겨있는 우정 어린 배려와 필경 그들이 탄복해 마지않았을 아름다운 자연의 정경들을 

그대로 그림에 재현하더라도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화가들은 오히려 일상의 장소를 그림의 대상으로 선

택하기를 더욱 선호한다.  

필자도 가끔 아무 곳에서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로스트의 시 한 구절처럼 세상은 어디든 꼭 같이 아름다울 것이므로 . . .   다만 그것을 바

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느낀다.

그는 생-빅투아르 산이 보이는 풍경을 반복해서 여러 장 그렸다.  그러나 세잔이 생-빅투아르라는 대상에 대해 그

냥 그리기에 적합하고 그림의 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이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같은 대상을 그린  그 어떤 그림도 동일한 기법이나 색으로 그리지는 않았다. 

그의 많은 생-빅투아르 연작들을 보고 있으면 대상에 대한 그의 인식이 차츰 변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잔의 그림에서처럼 어떤 화가들은 ‘닮지 않은 닮음’을 캔버스에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조화로움의 세상은 그냥 그대로도 아름다울 것이지만 화가의 시각에 의해 인식되

고 번역되는 닮지 않은 닮음을 통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 예술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발견한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으로 옮기기에 약간 겸연쩍은 일이기는 하나, 예술이란 돈이나 그런 것이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상을 목표로 하여 행복과 기쁨을 나눠 가지게 하는 존재이다.

그런 이유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정념을 재료로 하여 돈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인류 

전체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비베뮤의 붉은 바위>는 어느 채석장 한 귀퉁이에 불거져 나온 바위를 비추는 붉은 햇빛과 대조된 정말로 파란 하

늘, 숲과 그늘이 아름다운 그림이다. 

朴興植.화가 artph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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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베위의 붉은 바위,  oil on canvas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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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제 5부 

연극영화 예술가 허 영(許 泳)의 생애와 친일행적(親日行跡)

2005년 11월, 8일간의 러바란(Lebaran) 공식 연휴기간을 

틈타 한국출신 영화감독 허 영(許 泳)이 잠들고 있다는 

묘소를 찾아 나섰다. 화란 식민통치 시절인 1920년대에 

개소되었다 하니 장소의 특성상 당시엔 분명 변두리 지

역임에 틀림없었겠으나 지금은 자카르타 도심지 한가

운데로 떠밀려 들어와 바로 지척의 거리에서「뻐땀부

란 공동묘지(Tempat Pemakaman Umum Petamburan)」

란 간판을 찾을 수 있었다. 운 좋게도 입구에서 만난 

안내원은 이곳에서 40년 이상 장의사(葬儀社)로 생업

을 이어온 노인장이었다. 좁은 길 양쪽으로 빽빽이 늘

어 선 묘비문이 거의 한자(漢字)로 표기되어 있고 묘

비의 크기로 짐작컨데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화교(華

僑)들의 전용 묘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안쪽으로 들어

갈수록 고색창연한 비문들의 거칠은 형상이 얼굴을 내

밀게 됨은 80여 년의 풍상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꼬불

꼬불 커브를 틀면서 한참을 지나니 울타리 끝 부분쯤에

서 안내자가 멈춰 선다. 53년 동안 잠들고 있는 후융 박

사(Dr.Huyung; 본명, 許 泳)의 묘지이다. 이 묘지에 대

해 알고 있는 게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저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에,  “영화감독이라고 하던데요…..” 라

고 힌트를 던지자 그제서야 “네, 맞아요! 영화감독이란 

얘길 들었어요.” 라고 맞장구를 친다. 그제서야 실마리

가 좀 풀리는 듯, “아, 맞아요. 1년 전쯤 외국에서 젊

은 부부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일행이 유족이라고 하면

서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날 꾸역꾸역 내리는 비를 피

해 관리 사무실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우산을 받쳐들고 

제가 안내를 했었지요.”  머리가 번뜩였다. “할아버

지, 그 사람들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합디까?”라고 되

물었다. “임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던데…. 임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저요? 한국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들도 아마 한국사람일 겁니다.” 작열하는 한 낮의 따

가운 땡볕에 굴복하여 이제 그 할아버지를 놓아 줄 때

가 된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유족들 여기

서 다른 말씀 남긴 것 없었습니까?”  “말이 한마디도 

통하지 않아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모두 다 슬

픈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나이든 부인은 하염없이 눈

물만 쏟고 가셨어요.” 바로 1년 전에 다녀갔다는 그 유

족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었다. 지갑을 꺼내

어 지폐 몇 장을 할아버지에게 건네주니 고맙다는 인사

를 연거푸 반복한다.  

한국사람처럼 생겼다는 그 유족들은 진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일까? 젊은 부부라면 허 영의 손자 뻘이 되겠고 

눈물 보이고 떠난 나이든 부인은 혹시 허영의 딸이 아

닐까? 

Disini Beristirahat dgn Tenang dan Damai

INA S. Lien Karuntu-Walanda

Minatou Mena ‘N Tanggari  27-2-1900

Wo Minailang Mena Jogjakarta 23-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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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Nai Deweng Wia Jakarta  24-2-1972 

DR.HUYUNG

Lahir di Manchuria       tgl 21-9-1908

Meninggal di Jakarta     tgl 9-9-1952 Djam 24:00  Malam

상기 비문의 윗 부분은 마나도(Manado) 출생의 여성

으로 아랫 비문상의 허 영과 합장되어 있을 정도이면 

분명 허 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여성의 이름은 물론 새겨진 비문은 모두 마나

도 방언이다. 이를 번역하면〔1900년 2월 27일 땅가리

(Tanggari) 출생, 1972년 2월 23일 Jogjakarta 사망, 1972년 

2월 24일 Jakarta 안장〕이다. 국내 지도를 들여다 보면 

땅가리(Tanggari)는 북부 슬라웨시 비뚱(Bitung)시 인근 

지역 아이르마디디(Airmadidi) 면에서 더 오지로 들어

가는 벽촌이다. 그 여인은 72세의 나이에 족자카르타에

서 사망하여 그 다음날 자카르타로 운구되어 허 영 곁

에 묻혔다. 8살이나 연상이란 나이가 선뜻 그녀를 허 영

의 현지 부인으로 짝을 짓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허영은 1908년 만주에서 출생하였다니 이건 

또 무슨 곡절인가? 수수께끼 같은 허영의 출생지 문제

와 합장된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필자는 몇 일 밤을 설

칠 수 밖에 없었다.

허 영이 만주에서 태어났다는 1908년은 청국의 황제 광

서제(光緖帝)가 사망하자, 3세의 나이에 불과한 ‘마지

막 황제’ 푸이(溥儀)를 후임 황제에 등극시킨 장본인

인 서태후(西太后)도 따라서 사망한 해이다. 허 영과 합

장되어 있는 8년 연상의 여인의 정체와 허 영이 한일합

방이 되기도 전에 만주에서 태어나 어떻게 일본으로 이

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파문을 일으키고 잠잠

해진 호수 수면처럼 한 동안 무심하게 지내고 있었다. 

무료를 달래기 위해 우연히 자카르타 시내 서점에 들러

본 어느 날, 서가에 꽂혀있는《Katalog Film Indonesia》

라는 제목에 시선이 꽂혔다. 그리고 표지를 넘겨 그 목

차를 따라 내려갔다. 앗! 영화감독 후융 박사(Sutradara 

Dr.Huyung)! 그토록 찾고자 했던 허 영의 꼬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놀랍게도 허 영은 여명기 인도네시아 연

극영화계의 개척자로 소개되어 있었으며 1950~1951년 

2년 동안 4편의 인도네시아 영화작품을 남긴 채 43세를 

일기로 1952년 자카르타에서 사망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

었다. 이 정도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면 그가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던 일본, 아니면 한국 쪽에 그의 체취가 베

어있을 것이란 추정 하에 한국, 일본 양쪽으로 웹 서핑

(Web Surfing)을 시작하였다. 예상대로였다. 한국보다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쪽에 그는 많은 흔적을 남겨두고 있

었다. 허 영이 양성한 현지인 문하생들이 후일 인도네시

아 연극영화계의 중추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을 추적하

면 허 영의 활약상이 간접적으로 딸려나올 것 같은 추론

이 작동하였다. 이제부터 허 영 주변 인물들의 활동상이 

소장되어 있는「인도네시아 영화센터(Pusat Perfilman 

Indonesia)」도서관에서 찾아낸 자료들과 한국의 신동아 

파나비젼(연출 김재범)에서 제작하여 1997년경에 한국

에서 방영된듯한 ‘허영의 일대기’가 실려 있는 비디

오 필름을 통해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영화감독 >, 허 영

(許 泳)의 세계로 헤엄쳐 들어가 보도록 한다.

허영의 출생은 비문상에는 1908년 만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지인들 증언에 의하면 ‘함경남도’ 또는 ‘강

원도 강릉’으로 엇갈린다. 1987년 일본에서 발간된 허 

영의 전기《시네아스또(シネアスト) 許泳の 昭和/內海

愛子, 村井吉敬共著》에는 허 영이 강원도 강릉에서 출

생하여 10세의 어린 나이인 1918년경에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방송된 영상물에는 17세

가 되던 1925년도에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38년 봄 모리나가(森永) 제과사 판촉 모델

(Sweet Girl)의 일원으로 촬영행사 차 찾아간 쇼우

쿠치(松竹) 영화사에서 허 영을 처음 만날 당시의 

19세 처녀 하나꼬(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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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가족과 함께 갔는지 또는 독신으로 입국했는지는 분명

치 않다. 그는 일본 이주 후 히나츠 에이타로(日夏英太

朗)로 창씨 개명하여 철저한 일본인으로 처신한다. 줄

곧 관서지방에서 활동하며 연극영화에 관심이 많아 조

선인임을 숨기고 23세 때인 1931년 교토에 있는 마키노

(マキノ) 영화사에 입사한다. 사주인 마키노(マキノ 省

三) 선생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시나리오 작가로 

입문하였으나 그의 꿈은 영화를 제작 감독하는 일이었

으며 일차적으로 조선 제일의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목

표였다. 한 때 독일에 있는 UFA 스튜디오(Studio)를 비

롯하여 러시아, 미국 등지의 영화제작 업계를 들러 보기

도 하였다. 그런데 마키노 영화사는 불의의 화재를 당하

여 촬영소가 소실되는 재앙을 겪게 되자 자금난을 극복

하지 못하고 끝내 파산하고 만다. 1933년 허 영은 할 수

없이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던 쇼우치쿠(松竹) 영화사

의 문을 두드리며 연출각본부 소속으로 각본 저술과 연

출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936년 초 여름, 모리나가

(森永) 제과사 판촉모델(Sweet Girl)인 하나꼬(花子)는 

촬영행사 차 방문한 쇼우치쿠 영화사에서 우연히 허 영

을 만나게 된다. 하나꼬의 빼어난 미모와 허 영의 지적

인 외모에 서로 이끌린 이들은 그 해 10월 15일 교토에

서 화촉을 밝히며 교토 식물원 근처에 신방을 꾸민다. 

허 영의 나이 28세, 하나꼬의 나이 19세였다. 한편 동경

에 있는 와세다(早稻田)대학 문학부에 적을 둔 허 영

은 연극영화를 전공하며 30세가 되던 해인 1938년에 졸

업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와세다 대학 명부에서 그

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청강생 자격이었

을 가능성이 크다.

영화감독으로서 데뷰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허 영

은 1937년 3월 19일 당시 최고 인기감독이던 기누가사 

테이노스케(衣笠貞之)의 조감독으로 기용되어 촬영작

업 중 일본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간다. 도꾸가와(德川家康) 병사

들이 도요토미(豊臣秀吉)군의 가꼬모루(がニもる)성 성

벽을 공격하는《오사까 여름의 전투(大阪夏の陣)》라

는 영화의 야외 촬영 도중 폭약 설치량을 잘못 계산하

여 일본의 국보 문화재인 히메지 성(姬路城) 일부를 파

손시키며 40키로나 되는 바위 덩어리가 60미터나 날아

가 관람객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중, 경상자를 

부른 촬영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중일전쟁이 발발

하고 조선인에 의한 정부요인 암살과 국가전복 기도가 

빈발하던 때인지라 허 영도 의심을 받아 가차없이 히

메지(姬路) 소년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히메지 지검 주

임검사의 직접 지휘아래 이 사건은 철저하게 파헤쳐지

고 있었다. 1년 4개월을 끌어온 재판 끝에 1938년 7월 오

사카 고등법원은 허 영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린다. 집행유예를 받아 일단 풀려나기는 했지

만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그는 조선에서 밀입국한 전

력에다 ‘허 영(許 泳)’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조

선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

다. 이제 일본에서 영화감독으로 입신하고자 하는 대망

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으며 영화업계에 몸담는 자체

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 와중에도 결혼 1년 만인 1938년 

9월 장남 겐노스케(憲之介)가 태어나자 다소 기력을 회

복한 허영은 물의를 일으킨 자책감에 못 이겨 오랫동안 

몸담았던 쇼우치쿠(松竹)사를 떠나 신꼬(新興) 키네마

사 교또 출장소장인 나가따(永田雅一率)의 도움을 받아 

신꼬사로 이적하게 된다. 기획부에 배치되어 영화전반

에 관한 흐름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며 사사

기(佐佐木) 감독의 지도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

기에 식민지 조선의 거장들인 최인규(崔寅奎), 이규환

(李圭煥) 감독 등이 일본에 소개되자 조선의 최고 감독

이 되리라 자부하였던 허 영은 이들에 대한 라이벌 의

식이 발동하여 강박관념에 빠져든다. 그는 영화를 만들

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저지를 것만 같은 절박한 심정

으로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중 태평양전쟁 초기 조선인 

전사자 제 1호인 이인석(李仁錫) 상등병의 사연을 신문

에서 읽고 무릎을 치게 된다. 영화감독에 대한 꿈을 끝

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고국 조선

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며 동경 외국어대학에 등록하

1941년 7월 5일 《너와 나(君と僕)》를 촬영하기 위해 서울

역에 도착한 許泳, 하나꼬(花子) 부부. 허 영의 부인 하나꼬

는 출중한 미모를 앞세워 이 영화에서 주인공(英助)의 약혼

녀(美津枝)역을 맡아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아사기

리 교꼬(朝霧鏡子)로 교체되었다.



한인뉴스 9월호

35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기도 한다. 조선에서 가장 손쉽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독부의 힘을 등에 업고 선전(Propaganda)영화

를 만드는 것이었다. 오랜 재판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로 인해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 1940년에 교또대학 부속

병원에 비후염으로 입원까지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1941년 2월 본격적인 조선 진출 준비를 위해 일단 거처

를 도꾜로 옮기게 된다. 

1941년 봄, 허 영은 경성으로 들어와 조선총독부 학무국

(學務局)의 문을 두드린다. 학무국장 부속실 계장인 다

나베 마사토모(田邊正朝)를 찾아가 다짜고짜로 학무국

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조르고 있었다. 조선에서 태어

나 조선에서 성장하며 경성공립상업학교(京城公立商業

學校)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인사과, 전남 나주군청 근

무를 거친 다나베 계장은 일단 허 영의 조급함을 누구

려 뜨리며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 보았다. 조선출신 전

사자(戰死者) 제 1호로서 우상화되고 있던 이인석(李仁

錫) 상등병(上等兵)을 모델로 ‘내선일체’와 ‘조선인 

징병’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전 와세다대학 교수 아이

따(飯島正)와 공동 집필한 《너와 나(君と僕)》라는 각

본을 내놓고 이를 영화화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관서지

방 방언이 섞이기는 했지만 유창하게 구사하는 일본어

에서 뿜어 나오는 격조 높은 인품,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본국의 시정(施政)에 부합되는 각본의 주제를 

높이 산 다나베 계장은 당시 저명한 영화감독인 다나까

(田中)에게 시나리오를 건네주며 자문을 구한 후 결국 

시오하라(塩原時三郞) 학무국장에게 허영을 소개하기에 

이른다. 지금의 문교부장관 격인 총독부 학무국장으로부

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권한을 위임 받은 다나베 계장

은 조선군사령부 보도부를 제작자로 내세워 영화를 제

작하기로 결정한다. 이제 허 영의 오랜 숙원인 영화감독

으로서의 데뷰가 바로 그의 조국, 조선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41년 7월 11일 첫 메가폰을 잡은 허 영은 

전력을 투구하여 덕수궁, 경성역, 명월관, 충청남도 부여

와 백마강을 주 무대로 현지 로케에 들어 간 것이다. 이 

영화는 총독부의 강권에 의해 동원된 일본, 조선, 만주국 

톱스타들의 경연장이 되기도 하였는데 당대 조선의 대

표적인 여배우인 문예봉(文藝峰, 越北)을 비롯하여 김소

영(金素英), 심 영(沈影) 외 극단 청춘좌(靑春座) 단원

들이 캐스트 되었고 인기절정이던 만주국의 여배우 리

시앙란(李香蘭), 그리고 30-40년대 일본의 유명배우로서 

쇼쿠치 영화사 전속이던 아사기리 교꼬(朝霧鏡子) 외

에 사고스기(小衫勇), 마루야마(丸山定男), 미야께(三宅

邦子) 등 쟁쟁한 일본 배우들도 반강제적으로 출연하여 

황민화(皇民化)된 조선인의 초상화를 그린 어용영화 《

너와나/君と僕(기미 또 보꾸)》가 완성되었다. 이 영화

는 그 해 11월 16일 일본국내 전 극장에서 동시 개봉되

었고 조선에서는 조선악극단원 60여 명을 동원하여 협

찬공연까지 베풀어가며 11월 24일 경성시내 명치좌(明

治座, 구 명동국립극장)와 보총(寶塚)극장에서 동시 상

영되었다. 창씨 개명한 4명의 조선청년들이 자원 입대하

여 천황에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작품성보

다는 내선일체와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계몽영화였던 

탓에 작품성이 낮아 일반 관람객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일본 당국은 육군성, 내무성, 문부성, 후생성 등이 앞다

투어 홍보에 나서 관람을 독려하였다. 경남 진주 출신의 

당대 최고의 서정가수 남인수(南仁樹; 1921~1962, 본명 

강문수)와 톱 클라스 여가수 장세정(張世貞)은 듀엣으

로 이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다. 한편 바로 1년 전 김정

구(金貞九)가 조선악극단 소속 동료가수들인 남인수, 고

복수, 송달협, 이난영, 장세정, 백설희 등과 함께 두만강 

<너와 나》 로케 현장인 경성역(서울역)에서 포즈를 취한 스탭진

과 출연 배우들. 앞줄 맨 왼쪽이 허 영 감독이고 그 뒤에 서 있는 

여성이 당시 최고 인기 여배우 문예봉(文藝峰)이다. 문예봉의 본

명은 임정원(林丁元)으로 1917년 서울에서 태어나 15세의 나이에 

이규환(李圭煥) 감독의 《임자없는 나룻배》로 데뷰하여 한국최초

의 발성영화 《춘향전》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적인 미모와 연기

력으로 해방 전까지 ‘3천만의 연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강경상

고 출신으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연극 각본을 써 최고

의 흥행을 기록했던 극작가인 남편 임선규(林仙圭)와 해방 후 좌

익연극계에 가담하다 1948년 3월 남편과 함께 월북하였다. 1952년 

북한 최초의 공훈배우가 되어 연극의 김선초, 무용의 최승희와 더

불어 북한 공연예술을 이끄는 트로이카로 인정받는다. 1989년 7월 

한국외국어대학 여학생 임수경(林秀卿)이 밀입북하여 단식 투쟁

을 벌일 때 단식현장을 찾아 위로하기도 하였다. 1997년 80회 생

일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생일상’을 하사받는 ‘영

광’을 누리다가 1999년 사망하였으며 일제 강점기 저명한 극작가

이자 연극배우인 양백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현재 탤런트 

겸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양택조(66세)씨이다. 문예봉은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제 1차 친일인사 명단에 《너와나》의 

주제가를 불렸던 남인수와 더불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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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순회공연 도중 독립운동가 남편이 옥사(獄死)해 

소복을 입고 있던 한 여성 관객이 김정구가 부른「눈물 

젖은 두만강」을 듣고는 두만강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후 이 노래는 금지곡이 된 적이 있었다. 김

정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경찰로부터 ‘요주의 인

물’로 감시 받게 되었으며 이 약점을 올가미로 엮어 《

너와 나》에 출연하도록 강권하는 총독부의 요구를 이

겨내지 못하고 끝내 이 영화에 뱃사공 역으로 직접 출

연하여 백마강을 건너는 두 남녀 주인공을 배에 태워 백

마강 선상에서 그의 히트곡《낙화 삼천(落花 三千)》을 

부르도록 강요당하는 수모까지 겪게 된다. 

반월성 넘어 사자수(백마강) 보니 흐르는 붉은 돛대 
낙화암을 감도네
옛 꿈은 바람결에 살랑거리고 고란사 저문 날엔 물
새만 운다.
물어 보자 물어 봐 삼천궁녀 간 곳이 어데냐 물어 보
자 낙화삼천 간 곳이 어데냐

한편 남인수는 1943년 11월에도 일제 해군특별지원령 시

행에 맞춰 지원병을 독려하는 가사로 된 「혈서지원(血

書志願)」이라는 노래까지 불러 해방 이후 현재까지 「

친일가수(親日歌手)」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된다. 

남인수는 1948년 白凡 金 九 선생의 지시로 작성된 친일

파 263명의 명단 가운데 한 명으로도 기록이 남아 있으

며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 1차 명단

에도 포함되어 있다.

무명지 깨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 그려 넣고 
성수만세 부르네
한 글자 쓰는 사연 두 글자 쓰는 사연 나라님의 병정
되기 소원입니다

《너와 나》감독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와 일본육군의 고

위층과 친분을 쌓게 된 허 영은 1942년 11월 일본육군 

보도반 문관신분으로 자바에 파견되어 제 16군 사령부 

선전반에 배속된다. 한편 《너와 나》가 개봉되어 유명

인사가 된 허 영은 자바로 출정하기 한달 전인 1942년 

10월 장녀 모에꼬(元子)까지 태어나 그의 기쁨은 배가

(倍加)된다. 이때가 아마 허 영 가족의 행복이 가장 절

정기에 달한 때였는지도 모른다. 1942년 11월 16일 허 영

이 자바로 출정하기 전날 밤에는 영화인들이 단골로 드

나들던 교또의 술집「마사무네(靜) 홀(Hall)」에서 그

의 스승인 사사기(佐佐木) 감독으로부터 꼭 돌아오지 

못할 사람처럼 불길한 환송연을 받게 된다. 

자바주둔 제 16군 군정감부(軍政監府)는 1942년 8월부터 

선전반을 창설하여 서무, 언론, 선전 3개 부서를 운용해

오고 있었다. 허 영이 자카르타에 부임한 직후인 12월

에는 선전반이 선전부로 확대 개편되어 서무, 선전, 영

위: 총독부 강권을 이겨내지 못한 김정구가 ‘내선일체’ 선

전영화인 《너와 나》에 뱃사공 역으로 직접 출연하여 백마

강 선상에서 불렀던 히트곡《落花 三千》 음반집 표지

아래: 1941년 11월《너와 나 》시사회를 성공적으로 마치

고 동경 자택에서 3살 난 장남 겐노스케(憲之介)와의 행복

했던 시절. 허 영이 다음 해 11월 일본육군 문관 신분으로자

바로 출정하여 1945년 8월 종전이 되었음에도 귀국치 못하

고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가하여 족자카르타에서 정부군

을 위하여 활동하던 해인 1948년 8월 여름철, 10세이던 장남

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폐쇄된 동내 수영장(풀)에서 물놀

이 도중 익사하였다.



한인뉴스 9월호

37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화, 신문, 방송의 5개과(課)를 두게 되었다. 허 영은 연

극대본 검열업무를 수행하면서1943년 초 제 16군 특별

첩보부(特別捷報部) 별반(別班)이 은밀하게 제작한《

Calling Australia (豪州への呼び聲)》라는 또 한편의 선

전영화를 감독하게 된다. 당시 선전부에는 일본에서 징

용된 저명한 시인, 평론가, 화가, 만화가, 작곡가, 작가, 

영화감독, 변사, 보도관계자 등 당대의 쟁쟁한 문화인

들이 망라되어 총 150명의 대식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자바 군정 초기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우게 된

다. 이들의 일차적인 임무는 방송, 영화, 음악활동에 대

한 검열통제(Sensor)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초대 선전부

장은 마치다(町田啓二) 중좌가 맡았으며 그 예하 서무

과장과 언론과장은 현역 위관급으로 보임되었고 선전

과장만 문관신분의 민간인인 시미즈(淸水薺)가 맡았다. 

시미즈는 곧 창설되는 계민문화지도소 소장까지 겸임하

여 선전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부상하며 대동아주의

(大東亞主義) 이념인 소위 「3A 운동」을 주창하였다. 

<아시아의 지도자(Jepang Pemimpin Asia), 아시아의 보

호자(Jepang Pelindung Asia), 아시아의 빛(Jepang Cahaya 

Asia)>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건 ‘3A 운동’ 외에 

‘민중 총력 집결운동’, ‘자바 봉공(奉公) 운동’을 

통해 미곡 강제공출, 로뮤샤(勞務者) 징용이 군정당국

에 의해 유도되었다. 

한편 선전부(宣傳部)는 반관반민 형태의 부설기관들을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나갔다. 10월 들어 통신사(Domei), 

라디오방송사(Hoso Kanri Kyoku), 12월에 신문사(Jawa 

Shinbunkai), 영화 배급사(Eiga Haikyusha), 자바 연극연

맹(Jawa Engeki Kyokai 또는 PSOD=Perserikatan Oesaha 

Sandiwara di Jawa) 등이 만들어졌다. 허 영은 바로 자바 

연극연맹(PSOD)을 직접 창설하고 그 책임자로 임명되

었다. 1943년에 접어들자 선전부내 영화과는 민간업체에

게 이관토록 한 방침에 따라 관영회사인 「日本映畵社

(Nippon Eiga Sha)」가 제작 및 배급권을 독점하게 되며 

대신 1943년 4월 이후 선전부 예하에 계민문화지도소(啓

民文化指導所; Keimin Bungka Sidosha)를 설치하여 본

부, 문학, 미술공예, 음악, 미술, 연극 등 6부를 두어 현지

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부장(部長)을 맡도록 

하고 일본인들은 각 부서의 지도위원(指導委員)으로 포

진하여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한다. 이 지도소는 자카

르타 중심부 <멘뗑 라야 31번지(Jalan Menteng Raya 31, 

Jakarta Pusat)>에 분소를 두고 활동하였으며 허 영은 연

극부 지도위원이 되어 자야꾸스마(D.Djajakusuma), 수

르요수만또(Surjosumanto) 등을 통솔하게 된다. 이들 현

지인 전문가들은 문학부 소속 우스마르 이스마일(Usmar 

Ismail), 아르민 빠네(Armijn Pane) 등과 함께 후일 인도

네시아 연극영화계의 선구자들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당

시 나이23세에 불과한 우스마르는 계민문화지도소 소속

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 1944년 

당시 연극계의 동료들인 아부 하니파(Abu Hanifah) 등

과 함께 「마야극단(Kelompok Sandiwara Maya)」을 조

직한다. 당시 자카르타 소재 관영신문인 「아시아 라야

(Asia Raya)」 일간지 기자 신분으로서 우스마르가 소

속된 문화부에 수시로 드나들던 우스마르의 고향 친구 

로시한 안와르(Rosihan Anwar)가 이 극단대표를 맡아 

은연중에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작품을 만들기도 한

다. 다재 다능한 로시한은 후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날리며 ‘살아있는 백과사전’으

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이 때 창단된 「마야극단」은 인

도네시아 현대 연극의 출발점이 된다. 우스마르는 서부 

수마뜨라 부낏띵기(Bukittinggi) 에서 태어나 어려서부

터 밥 먹듯이 영화관 담을 넘을 정도로 영화광이었으며 

족자카르타에 있는 전문학교(AMS;Algemene Middlebare 

School)에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허 영은「자바 연극연맹(PSOD)」을 이끌면서 연극계

의 젊은 유망주들을 발굴하여 1944년 9월 「태양은 지

다(Fajar Telah Menjingsing)」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린

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자식을 기꺼이 향토방위 의용군

(PETA)에 입대시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

너와나》라는 영화에서 ‘내선일체’를 표방하며 ‘학

도병 지원’을 유도하는 것과 흡사한 내용으로 일본군

의 자바점령 3주년을 기념하고 일본이 인도네시아 독립

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묘사된 작품이었다. 이 공연에 

수까르노가 직접 참관하자 인도네시아 국가(Indonesia 

Raya)를 틀어 그의 위상을 높여 주기도 하였다. 허 영

은 12월 9일에 병보(兵補, Heiho) 희생자 추도 및 개전기

념으로 공연된《아시아의 꽃피는 계절(アジアの花の季

節)》의 각본도 담당하였다. 한편 일본당국의 요청에 의

해 우스마르는 작곡가 코르넬 시만쥰딱(Cornel Simand-

juntak)과 호흡을 맞춰 《공장으로(Ke Pabrik)》, 《농장

에서(Di Keboen)》 등 몇 편의 선전가요 작사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여 작사가로도 인정 받는다. 후일 매년 거행

되는 인도네시아 영화제(Festival Film Indonesia)의 주제

가는 바로 우스마르가 이 때 작사한 곡이다.

1945년 8월 종전이 되었음에도 허 영은 친일행적에 대

한 자책감으로 조국으로의 귀국을 포기하고 전범처리가 

자명해지자 처자식이 애타게 기다리는 일본으로도 돌아

가지 못하는 국제미아 신세가 된다. 허 영은 총칼 대신 

‘연극영화’라는 무형의 무기를 들고 인도네시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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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립전쟁에 뛰어들며 이역 만리 땅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

기로 결심한다. 독립전쟁이 종결된 후 1952년까지 4편의 

영화제작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허 영은 건강상의 이

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하자 자신의 영화사가 발행하는 

영화잡지인 아네까(Aneka)지에 <영화인 메모(Tjatatan 

Film)>라는 제목으로4월부터 기고하던 연재칼럼도 6월

부터는 중단하게 되었다. 평소 장염(臟炎) 증세가 있었

으나 6월 들어 극심한 황달증세를 보여 두 차례의 수

술에 들어갔으나 모두 무위로 끝나고 입원한 지 3개월 

후인 1952년 9월 9일 자카르타 시내의 한 병원(Dr.Vou 

Pajs)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마나도 출신 현지

인 부인 (Anna Maria Karuntu)과의 사이에 두 딸을 남

겨둔 채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한을 품고 이국 땅

에서 43세로 요절하고 말았다. 다음 날 자카르타 시내에 

소재한 뻐땀부란 공동묘지에 국립영화제작소(PFN)의 

하르얀또(Harjanto) 소장과 Persari(Perserikatan Ahli Film 

Indonesia) 영화사 사장인 자말루딘 말릭(Djamalludin 

Malik) 등 연극영화계의 수 많은 조문객이 애도하는 가

운데 ‘국경 없는 영화감독’ 허 영의 장례식이 거행되

고 있었다. 구 일본군 출신 지인들, 족자카르타 연극영

화학교 시절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Kino 

Drama Atelier>영화사의 직원들만이 요절한 허 영의 죽

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후일 인도네시아 국

립영화제작소(PFN)는 허 영의 발자취와 장례식 장면

을 담은 기록영화를 제작하여 그가 인도네시아 영화사

에 끼친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 있다.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남편을 뒤로하고 허 영의 일본

부인 하나꼬(花子)는 패전국 국민으로서 폐허와 잿더

미 속에서 전후의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며 허 영이 남

기고 간 두 피붙이의 생존을 위해 식당을 꾸려가며 생

존경쟁의 사투에 들어간다. 출중한 미모에다  이재(理

財)에도 밝은 하나꼬의 요식업소는 나날이 번창일로에 

있었으나 40세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자

주 병원을 들락거렸다. 허 영의 업보(業報)를 털어 내

는데 그 스스로의 제물로서는 부족했던 것일까? 허 영

의 장남 겐노스케(憲之介)는 10세 되던 해인 1948년 8월 

1일, 삼복더위를 피하고자 친구들과 함께 허름한 나무 

울타리로 차단되어 있던 폐장(閉場)된 동네 풀장에 들

어가 물놀이 하다가 익사하고 만다. 운명의 잔혹사는 여

기에서 멈추지 않고 장녀 모에꼬(元子)가 여고 3학년이

던 1960년 7월 3일, 모친 하나꼬 마저 신부전증(腎不全

症)으로 동경대학 부속병원에서 운명하게 되니 모에꼬

는 17세의 나이에 부모, 오빠를 모두 잃어버린 채 졸지

에 고아신세가 되고 만다. 기이한 것은 허 영이 1952년 

자카르타에서 사망한 나이가 만 43세였고 그의 부인 하

나꼬가 1960년 동경에서 별세한 나이도 같은 43세였다

는 사실이었다.

모에꼬는 생전의 모친 하나꼬로부터 “부친 히나츠 에

이타로(日夏英太郞)는 태평양전쟁 당시 자바로 출정하

여 종전 후 귀국하지 않았다.”’라고만 들어 왔었다. 

당연히 전사(戰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000년

도 어느 날 모에꼬는 우츠미 아이꼬(內海愛子)와 무라

이 요시노리(村井吉敬) 교수가 공동 집필한 《シネアス

ト(시네아스또) 許泳の昭和》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부친 허 영

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부친은 

전사자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그대로 잔류하여 재혼

까지 하며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한 후 인도네시

아 연극영화계의 개척자로 활동하다 자카르타에서 요절

하였다는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일대 충격

이었다. 생전에 자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은 

모친을 다소 원망도 하여 보았지만 당장 부친의 묘소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당시 알카에다의 테

러공격으로 뉴욕 세계무역센타가 폭파되고 인도네시아

에까지 알카에다의 여파가 미쳐 국내 치안이 불안한 탓

에 자카르타 방문을 미뤄오고 있던 차에 모에꼬의 차

남인 나까니시(中西)와 레이꼬(令子) 부부는 2004년 정

월, 모친 모에꼬의 자택을 찾아왔다. 그간 미뤄왔던 자

2004년 11월 자카르타 시내 뻐땀부란(Petamburan) 공동묘지에 잠

들고 있는  허 영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는 허 영의 손자 며느리 레

이꼬(令子)의 옆모습. 영어가 능통한 레이꼬는 자카르타 방문 시 

<우스마르 영화센터>를 찾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어머니인 모

에꼬의 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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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카르타 방문계획을 실천하자는 제안이었다. 생후 1개월

도 채 안되어 헤어져 얼굴조차 모르는 부친의 묘소를 

죽기 전에 꼭 찾아 보는 게 소원이었던 모에꼬는 또 다

른 인척부부도 동행하기로 하여 다섯 명이 일행이 되

어 2004년 11월, 난생 처음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뻐

땀부란(Petamburan) 공동묘지에 잠들고 있는 부친의 묘

소를 참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 준비해간 모친 하

나꼬(花子), 오빠 겐노스케(憲之介)의 영정(影幀)과 향

불을 비석 앞에 놓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이 모에꼬

의 두 뺨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인해 큰 강을 이루

고 있었다. 모에꼬는 부친의 유전인자를 이어받았음인

지 글 재주를 발휘하여 이 때의 자카르타의 기행문을 

포함하여 부친의 활동무대였던 1100년 고도(古都) 교또

(京都) 주변의 사적지를 답사하며 느낀 소회를 「교또

모정(京都慕情)」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필자가 2005년도 11월 러바란(Lebaran) 연휴 기간에 뻐

땀부란 공동묘지를 방문했을 때 안내를 해주던 노인장

이 일러 준 “1년 전에 묘소를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만 

☞주요 참고 문헌

-시네아스또(シネアスト) 許泳の 昭和/內海愛子, 村

井吉敬 共著, 1987

-越境の 映畵監督, 日夏英太郞/日夏元子 Site

-Katalog Film Indonesia 1926~2005/JB Kristanto, 

2005 

-Usmar Ismail Mengupas Film/Asrul Sani, Penerbit 

Sinar Harapan

뿌리고 간 한국사람들”은 다름아닌 허영의 딸 모에꼬

(元子) 여사, 모에꼬의 차남 부부인 나까니시와 레이꼬

(中西&令子) 및 또 다른 친척 부부로 판명된 것이다. 

*다음 호에는 허 영(許 泳)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제 6부 인도네시아 연극영화 개척자 허 영과 그의 작

품세계>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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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임을 소개합니다

“인니에서 살고자 하지만, 인니와 인니인들을 내가 단

정 짓고 판단하고 대한 것에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

았나 생각 됩니다. - 홍진기”.

“성격이 좀 더 유연해졌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더 

인니인들에게 먼저 다가서려고 하는 일이 좀 더 많아졌

습니다.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내가 움직이고 다가서

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나의 간격은 편견과 무지로 인

해 더욱더 넓어 질 것이니까. - 한성태”

“인니어 향상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인니의 문화

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또한 기록과 정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가와 민족은 달라도 사람이란 다

르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거칠고 잔인

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 마두라인에 대한 인상은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성실하고 솔직하며 자존심이 강한점이 

한국인과 너무도 닮아있었습니다. 인니를 두 눈으로 확

인하면서 이곳으로 이민을 결심했던 처음의 생각을 더

욱 견고히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 김시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동경한다. 여행을 통해 현재

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길 바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한다. 

그 여행이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라면 민족과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면서 관념적으로 바라보던 타국에 대한 생

각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변

화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37일간의 여행, 자와, 발리, 마두라섬내의 종 95개 지역 

방문, 6529km의 운전거리, 2000여명의 인니인을 직접 만

나 200여명과의 인터뷰, 10,500여 장의 사진촬영. 보통의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위의 수치는 대단한 노력을 통하

지 않고는 얻기 힘든 수치이다.

한인뉴스는 직접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경

험을 통해 인니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끝없이 펼

쳐질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인도네시아의 다

양한 정보를 조사 . 수집하고 있는 정보사냥팀 3인방

인‘ARTRO SURVEY TEAM’을 소개한다.

Artro Survey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UI(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인니어를 공부하면서 저

희 팀원들은 처음 만나게 됐죠. 저희들은 인니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 인니의 참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곳의 사람과 문화, 산업, 자원에 대해 검증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

과 실천이 이 팀을 만든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니의 참 

모습을 보고자 본 Survey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Artro Survey 팀과 팀원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Artro Survey 팀은 새로운 경험의 소중함을 기록하고 함

께 나누자는 뜻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여행이라

Artro Survey 팀

정보사냥 + 여행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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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RO SURVEY 팀

는 매개체로써 survey team이 결성되어 있지만 경제, 문

화, 사회, 지리, 인물 등의 다양한 소재로 넓혀 나갈 계

획입니다.

현재 홍진기 팀장과 한성태, 김시경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Survey여행시에 팀장과 팀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역할과 조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이곳에 오

기전에 모두들 5년에서 10년 정도 직장근무 경험과 회

사 경영 경험도 있었습니다.

40여 일간의 여행, 그것도 타국에서의 Survey여행은 예기치 

못할 많은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요, 여

행의 준비과정에 대해 특히 중점적으로 세심하게 체크했던 것

들은 무엇이었나요.

4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여행 기본 

기획서를 제작 하였으며, 스폰 관련 제안서와 각 분야별

(이동, 섭외, 기록, 촬영, 조달, 면담 에 관한 기획서)양식

을 준비하였고 팀 행동강령도 만들었죠. 하지만 그 중에

서 가장 중점…혹은 불안했던 점은 아무래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와 같은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점이

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 방안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

고 팀원들이 역할분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

안 등을 준비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여행이 아닌 Sur-

vey여행 이기에 각 도시 별 기본 정보 수집외에  Contac 

person및 Survey여행간 이동경로에 따라 도시 별, 지역 

별 정확한 인터뷰 담당자를 정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아래는 지침서 입니다

예상위험요소

 운행사고(길 잃음, 천재지변으로 이동불가, 차량고장 및 파손)

 강도 및 도난사고, 장비분실

 대민사고(주민마찰, 과실치사)

 대원발병 및 부상발생, 사망

준비상황

 대사관 및 한인회, UI에 여행일정보고

 후원업체 및 지인들에게 정기 현황보고

 이동수단으로 4WD JEEP 이용(GPS장착), 사고처리

장비 및 통신장비 구비, 비상식량 구비

 응급상비약 구비, 풍토병 예방진료, 지역별 병원 연락처 준비

 도난방지용 시건장치 구비, 지역별 경찰서 연락처 준비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위한 변호사 섭외, 현직 경

찰 간부 및 군인 섭외

 여행시 행동지침, 장비점검일정표 마련

 대민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 연고자 섭외 및 현지인 대원 선발

 여행자 및 자동차 보험가입, 지역별 자동차 정비소 확인

이번 Survey 여행에 대해 간단한 스케치를 해주세요.

ARTRO SURVEY TEAM은 2006년 5월29일 부 터 7월 

3일까지 37일 자와, 발리, 마두라섬 일대의 지역 및 도시

의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보통 2시까지 시

청, 군청, 투자청, 산림청, 수산청 등을 방문 하여 인터

뷰 및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4시까지는 각 지역 및 도

시의 문화, 산업, 자원 정보 조사활동에 시간을 할애 하

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숙박 지

를 잡고 매일 저녁 팀 회의를 거쳐 다음날의 일정과 이

동 경로, 자료 숙지와 금일 활동의 자료(인터뷰, 사진, 회

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36일의 여행기간, 6529km의 운전거리, 대중교통 이동거

리는 약150km, 총 95개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섬별 방

문 지 수는 자와섬 69개 지역, 발리섬 20개 지역, 마두라

섬 7개 지역입니다. 여행 중 2000여명의 인니 인을 만나 

그 중 200여명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10,500여

장의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생필품을 구하고, 숙박 지를 찾는 등의 기

초적인 생활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별 어

려움은 없었는지요?

정해진 일정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적당한 숙박 지를 찾

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큰 도시의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중소도시의 경우 변변

한 숙박시설이 없어 민박에서 선잠을 청하기도 하였지

요. 반둥의 경우, 공휴일 저녁에 도착하니 대부분 호텔

에 빈방이 없어 10여 개의 호텔을 전전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Tanjung Lesung의 경우 관광지답지 않게 단 하나

의 고급 리조트를 제외하고 숙박시설이 전무해 민박집

을 찾는데 어려웠지만 자는 곳, 먹는 곳을 찾는 것 자체

도 모두 Survey 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소 3~4군데 

숙박업소를 밤 마다 찾아 다니곤 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저녁 9시가 넘으면 상가는 모두 문을 닫고 

인적이 드물어 난처한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몇몇 지역은 주유소가 드물어 갈 길

은 멀고 날은 어두워졌는데 주유소가 안보여 가슴을 졸

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마을에는 슈

퍼마켓이나 작은 가게들이 다 있어서 생필품을 구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는 각오를 하고 갔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는 못했습니다.

자바 섬, 발리 섬, 마두라 섬 등지의 총 95 개 지역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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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Blitar 에서 2006년 월드컵 토고전을 호텔에서 본 적이 있

었죠. 새벽에 목이 다 쉴 정도로 응원을 했음에도 아무

도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호텔을 전세 냈었죠. 아

침에 다들 어제 경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Tim Korea he-

bat, 이라는 말과 안정환 선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

니다. 비록 3명이 응원을 했지만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두라 섬에서 마을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조개

와 고동을 줍고 있길래 사탕과 바꾸어서 저녁때 발리에

서 산 아락 술과 함께 삶아 먹은 기억이 많이 남네요.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재미있었다고 보긴 힘들고 진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Malang에서 Jember로 가는 중 Sumber Urip 언덕길에서 

오토바이와 우리의 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

바이에 타고 있던 청년과 아주머니가 길에 나뒹굴었고 

우리 차는 갓길에 처박혔습니다. 그 소리가 커서 삼거리

에 순식간에 동네 사람들이 40명쯤 몰려들었고 사고 자

와 주민들은 매우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태세

여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차에서 내

려 사전에 연습 했던 대로 부상자를 살피니 찰과상과 타

박상의 가벼운 부상이었고 오토바이는 핸들과 바퀴 등

의 휘어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자칫 머뭇

거리며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운전자와 아주머니께 

사과를 한 후 각자의 역할대로 촌장과 협상을 하는 한

편 주민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응급의료품으로 흥분

한 부상자를 치료하며 진정시켰습니다. 이 사고 처리시

간은 15분이 걸렸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된 점을 다

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이 또한 이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 중 하나가 되었죠.

이번 여행을 통해 다양하고 귀중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또 정보의 양과 

분야가 어느 정도 다양한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정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

고 각 지역 및 도시의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팀은 공무원(시청, 군청, 투자청, 산림청, 수산청), 

상공업자(지역기업가, 상공업자), 지역주민(시장상인, 숙

박업소) 들을 만나 인터뷰 한 내용을  모두 기록했습니

다. 인터뷰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상냥하고 우호적이어

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수

한 책들은 사과 박스 2상자 분량 정도 됩니다.

여행간 각 지역별 지역산업, 지역문화, 지역자원 자료를 

중점으로 수집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산업: 발전가능성, 시설투자계획, 지역기업명단,  

    지역인프라 현황

지역문화: 지역기본정보, 관광지, 숙박시설, 요식업소,  

    교통정보

지역자원: 특산물정보, 자원개발가능성, 인적자원정보

우리모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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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의 활동기록을 간단히 예시해 보면

8:20  Bandung 출발(Wisma Catelliya)

10:15  Bappeda Garut, BPS Garut에서 인터뷰

12:00  Restoran Graha Intan Balarea 점심식사

1:15  Jl.Sukaregang 답사. 맞춤가죽으로 유명한 거리.

2:30  PT.Putra Sentra 및 가죽원단 하청공장 방문

2:55  PT.Elco 방문

5:00  Tasikmalaya(Hotel Linggajaya) 도착

6:00 Mibakso에서 저녁식사. 바소 전문점.

7:14  숙박지 선정

8:00  일일회의

직접 체험을 통해  막연한 관념속의 인니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

제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행전과 

후의 인니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것인가요?

여행 전에는 인니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에는 막연한 

느낌뿐이고 그저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나 인니 친구

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만 이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이

었습니다.

알지 못하니 편견과 오해가 쌓일 수 밖에 없었고 이번 

여행을 통해 직접 보고 느껴보자는 생각으로 여행을 출

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의 여행 한번으로 

인니가 어떤 나라고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가치

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팀원들

만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으로 건강한 자신감 얻을 수 있었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 없이는 이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인니의 본 모습을 보고자 노

력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여행

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생각을 일깨워 줬다고 생각하

고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을 어떻게 꾸려나갈 예정이며 수마트라 섬, 술라웨시 

섬 등 다른 지역을 여행할 계획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처음부터 ARTRO는 동호회 성격으로 출

발 하였습니다, ARTRO가 이번Survey를 기획 할 때부

터 단발성이 아닌 Artro Survey 팀의 이름으로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 깔리만딴, 반땀 등 잘 알려진 곳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지역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ARTRO 발기인 3인의 힘으로 모든 지

역을 탐사하는 것은 무리이고 동호회의 규모를 확장하

여 조직적으로 활동할 시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선 동호회 자체의 힘으론 어렵기에 기업체나 

단체로부터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탐사인 

자와 여행시 몇몇 회사로 부 터 회사홍보와 시장조사를 

의뢰 받아 작으나마 후원을 받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동호회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바탕으

로 동호회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더 나아가 교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과 수집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ARTRO SURVEY TEAM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팀 가입 자격과 조건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입 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대상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다

양한 국적의 대상자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수긍하고 그 활동에 의미를 둔 분이면 충분합니

다. 건강한 마음, 도전정신, 탐구정신, 인간에 대한 존중

과 신뢰, 이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활동간 서로의 역할과 약속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만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가령 Survey활동간의 자료를 정보화하고 이를 회원간 

공유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이해를 돕고

자 정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저희 동호회가 충실한 회원들을 기반

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했을 때는 인니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열린 정보집단의 형태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

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문의 : 홍진기 팀장 (0815 1477 1477)

ARTRO SURVEY 팀

떠나라!  낮 선 곳으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부 터...

        - 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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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오명을 받고 있

는 인도네시아의 입법제도의 근간은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

간 중에 만들어졌다. 그 때 만들어진 민법, 형법, 상법, 민사

소송법이 독립한지 6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여 

지고 있고, 형사소송은 1981년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화란 식민통치 기간 중 만들어진 법규에는 

특별히 부정부패범죄(Tindak Pidana Korupsi)를 처벌하는 

별도 법규는 없고 그냥 형법에 포함되어 일반범죄 중에 하

나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1945년 독립 후 성문법에 나

타나 있는 최초의 부정부패 처벌법은 1958년 4월에 발표된 

당시 중앙 전쟁 사령관이던 육군참모총장의 비상 조치령이

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정부패범죄 처벌

을 제도화한 최초의 특별법령이다. 이어서 1960년에 부정부

패를 일소 해보겠다는 당시 집권자 수까르노 대통령의 의

지로 부정부패 수사, 기소 및 재판에 관하여 정부의 비상 

조치령 1960년 제24호가 발표되고 곧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60년 법률 제1호로 확정이 되었다. 1965년 공산세력의 쿠

테타를 진압하고 1967년 국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헌적

인 절차를 밟아 집권한 Orde Baru의 수하르또 정권이 부

정부패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1971년 제3호를 제정하였으

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수하르또 퇴진 후 

1999년에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부정

부패처벌에 관한 법률 1971년 제3호를 폐기하고, 1999년 법

률 제31호로 새 부정부패범죄 처벌법을 공포하였고 잇따라

서 2001년 법률 제20호로 개정하여 현재 부정부패 범죄를 

대단히 엄한 이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부정부패범죄에 대

하여 최고 극형인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고 최소 징역 형량

을 규정한 부패척결법의 내용을 보면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부정부패는 오

랜 세월동안 이미 뿌리를 깊숙이 내렸으며 문화의 일부가 

되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필자가 인도네시아 생

활을 시작한 1971년에도 부정부패가 이미 만연되어 있었으

며 2006년의 부정부패상황도 그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

는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부패

가 조아를 틀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기색을 별

로 보이지 않고 부정부패가 행해지고 있으며, 처벌을 두려

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좋아하지 않

는 인도네시아인의 개인주의 사고방식도 부정부패 만연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는 만연

해 있으나 최근에 와서 부정부패 범죄를 처리하는 집권자

의 의지가 전과 다른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을 공약하고 직선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04년 10월 20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취임한 이

래 전직 장관이 공금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직 경찰 

부정부패범죄 처벌

자료 제공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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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범죄 처벌

중장(전 경찰청 수사단장. 국방대학원 부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전직 국영은행 행장이 유죄선고

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에는 부정부패 범죄에도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형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재판 처리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형량이 훨씬 

무거운 부정부패범죄 처벌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재판도 

일반법원이 아니고 부정부패범죄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부

정부패척결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최근에 와서 

부정부패척결의 의지는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느낄 수 있

다. 최근에 와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대법관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많이 

줄어 졌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대변화의 시작인지 두고 봐

야겠지만 사회적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대법원

이 외관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부정부패범죄 처벌법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처벌하

는 법이 아니다. 부정 부패범죄 혐의가 국적에 관계없이 어

려움을 피하기가 힘들다. 현재 부정부패범죄 혐의로 부정

부패범죄 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재판

을 받고 있는 한국계 기업도 있다. 부정부패혐의를 받게 되

는 경우에 입건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다. 부패척결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되면 사회의 비난 

여론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가 힘들어 진다. 검찰이나 재판

부에서 여론을 의식하며 조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선처

(?)받기가 어려운 분위기이다.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인도

네시아의 비리에 익숙해져 있는 기업일지라도 인도네시아

의 변화와 통치자의 부정부패범죄 척결 의지에 각별히 신

경을 써야할 시기로 생각한다. 집권자의 부정부패 척결 의

지가 확고한 것 같으며 부정부패범죄 처벌법의 대상은 내

국인, 외국인, 공무원, 사기업체 임직원, 자연인, 법인, 단체 

등 혐의자의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죄만 인정되

면 누구든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 부정부패 범죄란 무엇인가?

 통상 특별법에는 특별법의 목적물 혹은 대상에 대하여 먼

저 정의하고 다른 조항이 뒤 따른다. 그러나 부정부패 처

벌법에는 부정부패 처벌법의 목적물인 부정부패범죄에 대

하여 “부정부패 범죄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제1조에서 부정부패 범죄의 범행주체인 사업체, 공직자 및 

자연인을 정의하고 제2조부터 막 바로 형사 처벌을 규정하

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중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라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부정부패 범죄 처벌

법 제2조를 보면 (i) 자신, 타인 혹은 사업체의 유익을 위

하여 법을 위반한 방법으로 국가의 재정 혹은 경제에 불이

익을 초래한 자는 종신 징역, 최단 4년 징역, 최장 20년 징

역 과 벌금 최소 2억 Rupiah, 최고 10억Rupiah 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법이란 실정법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법

이 아니고 광의의 법을 의미한다. 법의 범위에 실정법인 실

질법(내용법)과 절차법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 및 사회적인 

공정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사회규범상 용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이나 경제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으

로 상황에 따라 적용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주

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ii) 특수한 상황에서 부정부

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

이란 관계법규에 의하여 국가 위기 상태가 선포된 경우, 지

진, 쭈나미, 화산폭발,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국가재난 상황

이 선포된 경우, 부정부패 범죄를 재범한 경우, 국가가 경제 

혹은 통화 위기를 맞은 상황을 의미한다. 형법에 범죄 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다.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이 되면 범죄에 해당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안 

되면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i) 범행

주체가 있어야 한다. (ii) 잘못이 있어야 한다. 법에서는 고

의와 고의가 없는 과실 모두 잘 못으로 보며 형량을 달리

할 뿐이다. (iii) 실정법에 위배되어야한다. 윤리나 도덕에 위

배되는 행위일지라도 국가에서 제정한 법규에 위배되지 않

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v) 법규에 금지 혹

은 실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반 시(금하는 사항을 범했

거나 실행을 요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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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v) 범행이 발생한 때

와 장소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 꿈속에서 저지른 범죄 혹

은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나쁜 생각은 법적으로

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으면 이미 죄를 지었다고 규정하는 종교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에 죄의식을 느끼는 양심의 기준과 법의 기

준은 차이가 많다.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 제2조의 처벌규

정에 근거하여 부정부패 범죄를 정의하면 “부정부패 범죄

란 자신 혹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실정법 혹은 사회규

범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 혹은 경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했거나(과거) 부정부패범죄의 결과로 간접적

인 불이익을 초래케 할 수 있는(미래) 모든 행위이다”라

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부정부패 범죄의 형태 및 형량

  

2.1. 자신, 타인 혹은 사업체의 유익을 위하여 저지른 부정부패범죄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이 범죄에 관한 

조항은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이해가 된다. 

“예”를 들면 결산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세무 총칙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기소될 수도 있고, 부패척결법 제2조에 근거하여 기

소될 수 도 있다. 세무총칙법으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종결

될 수 있는 사건이 형법 제263에 의거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최고 6년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 제

2조에 근거하여 기소되면 상황에 따라 징역 종신, 징역 최

단 4년 혹은 징역 최고 6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2억 Rupiah 

혹은 최고 10억 Rupiah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서는 극형인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특별한 상항이란 지진, 

화산폭발, 해일, 홍수, 역병 등 자연재해 발생, 경제 혹은 금

융위기 발생, 전쟁발생 등 국가적으로 법규에 정한 비상사

태가 발생한 상황을 의미한다. 

2.2. 직권, 기회, 직책상의 시설 및 직위를 남용한 범죄

 원칙적으로 자연인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직위를 맡을 

수 없다. 따  라서 이 부정부패범죄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수사관이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

우에 직권 남용에 해당되며, 경찰이 도박 현장을 덮치고 도

박판의 돈을 슬쩍하면 기회 남용에 해당되며, 시영 버스회

사 사장이 시영 버스 보유 버스를 자기 아들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직책상의 시

설 남용에 해당되며, 시장이 유흥업소를 금하는 지역에 유

흥업소 개설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직위 남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형태의 부패범죄를 범한자는 종신 징역, 징역 최단 

1년 혹은 징역 최장 20년과/혹은 추가로 벌금 최소 5천만 

Rupiah 혹은 최고 10억 Rupiah에 처한다.

2.3. 공직자와 뇌물 수수 혹은 뇌물 수수를 약속한 범죄

 적극적인 뇌물 제공, 뇌물 수령 혹은 뇌물 제공을 약속하거

나 뇌물을  받기로 약정한 부패범죄이다. 임명직 공무원, 선

거직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정부 출연 기관의 임직원,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보수를 받고 공무

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특정사항을 직무상의 의무와 다르게 

처리해달라고 유형의 뇌물 혹은 무형의 뇌물“예”를 들면, 

접대, 일자리, 시설 이용(주거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체육

시설, 편의시설 등), 여행, 여러 가지 형태의 편의제공 등 경

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했거나 제공받았거나 제공하

고 받기로 약속한 부패범죄를 범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혹

은 최장 5년과/혹은 추가로 벌금 최소 5천만 Rupiah 혹은 

최고 2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2.4. 판사 혹은 변호사와 뇌물 수수 범죄

 판사란 소송 심리를 맡고 있는 모든 종류 모든 심급의 법

원(지방법원, 행정법원, 종교법원, 상업법원, 부패척결법원, 

인권법원, 세무법원, 노동법원, 군사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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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등)의 판사를 의미하며 변

호사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를 의

미한다. 특별히 변호사를 부패척결법

에 포함시킨 이유는 실정법상으로 법

을 지키는 4대 기관(Penegak Hukum, 

경찰, 검찰, 법원 및 변호사)속에 변호

사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여 있으며 현

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

이다.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판사 혹은 변호사에게 유형 

혹은 무형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을 받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했거나 

제공받기로 약속에 동의한 자는 징역 

최단 3년 혹은 최장 15년에 추가로 벌

금 최소 1억5천만 Rupiah 혹은 최고 

7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부정부패 범죄 처벌법의 이 조

항은 형법 제210조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나, 부패범죄자를 

엄벌하겠다는 의도로 최단 징역 형량을 넣고 최장 형량도 

엄청나게 늘려서 부패척결법에 포함을 시켰다.

2.5. 군 혹은 경찰의 건축물을 부실하게 건축하거나 불량 

건설자재를 납품한 범죄

 군 혹은 경찰의 건축물을 부실하게 건축한 건축업자 혹은 

건축전문가, 불량 건설자재를 납품한 자, 부실 건축을 묵인

한 건축 감독자, 불량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자, 불량 군수

품 혹은 경찰수품을 납품한 자, 불량 군수품 혹은 경찰수품

을 납품받은 자, 불량 군수품 혹은 경찰수품 납품을 묵인

한 감독자는 징역 최단 2년 혹은 징역 최장 7년과/혹은 추

가로  벌금 최소 1억 Rupaih 혹은 최고 3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2.6. 금전 혹은 유가증권을 횡령한 공직자의 범죄  

 공무원이나 계속 혹은 임시로 공직에 종사하는 자로써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맡겨진 금전 혹은 유기증권을 횡령했거

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횡령을 방치하거나, 방조한 자

는 징역 최단 3년 혹은 최장 15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1억

5천만 Rupiah 혹은 최고 7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방치하

거나 방조한 부패범죄는 “예”를 들면 대학교 총장이 대

학교의 공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출납을 서무과장에게 위임

부정 부패범죄 처벌

하여 처리하는 구조에서 서무과장

이 학교 공금으로 가져가서 집을 

산 경우에 총장은 서무과장의 횡령

을 방치하거나 방조한 부정부패 범

죄로 서무과장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7. 장부, 서류 및 첨부 목록을 위

조한 공직자의 범죄          

 공무원, 상근 공직자, 임시 공직

자로써 직무와 관련된 행정 감사

용 장부 및 첨부 서류나 첨부 목록

을 위조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5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5천만 Ru-

piah 혹은 최고 2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설비, 기계, 장비, 도구, 비

품, 물건, 재료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무용품 구매가, 

출장비, 차량관리비 등 여하한 목적의 지출일지라도 허위 

기재 시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서류상의 서명 위조 범죄도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8. 물건, 장부, 서류 혹은 첨부 목록을 파기한 공직자의 범죄 

직무와 관련된 물건을 파손시켜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

거나, 장부, 서류 혹은 첨부 목록을 파기시켰거나, 다른 사람

의 상술한 범죄를 묵인했거나, 상술한 범죄에 동조한 공무

원, 상근 공직자 혹은 임시공직자는 징역 최소 2년 최장 7년

에 추기로 벌금 최소 1억 Rupiah 최고 3억 5천만 Rupiah에 

처한다. 직원의 부정부패 범죄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묵인한 상급자나 동조한 동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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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제	6	편		입은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다	-	조무,	진경공

JIKS 교사 이상기

 어느 날, 정영은 편지 한 장을 받았다. 그런데, 편지에는 

“무(武)”, 한 글자밖에는 아무 것도 써 있지 않았다. 그래

도 정영은 뛸 듯이 기뻤다. 가슴을 쓸며, “드디어 공주마마

가 아들을 낳으셨구나.” 한 마디를 중얼거리고 곰곰이 생

각에 빠져 들었다. 무슨 일이었을까? 도대체 이 편지 한 장

은 또 어떤 복수의 불씨를 되살린 것일까?

 진(晋) 나라 경공(景公)은 간신 도안가의 말만 믿고 진 문

공 때부터 나라에 대한 충성이 가장 뛰어났던 조씨 집안을 

몰살시키려 하였다. 조쇠는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던 문

공을 따라 다니며 지극정성을 다한 인물이었다. 조씨 집안

을 도륙하려는 도안가의 음모를 눈치 챈 조돈 등 조씨의 덕

을 많이 입은 바 있는 한궐이 조삭을 찾아갔다. “빨리 피

하시오.” 그러나 조삭은 한숨만 쉬었다. “왕명을 받은 몸

이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소? 다만, 지금 아내가 만삭이오. 

며칠만 있으면 해산을 할 텐데 그게 걱정이오.” “그렇다

면 이 밤에 지체하지 말고 공주마마를 대궐로 들여 보내시

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되어 기회가 없소.” 

 조삭이 아내를 앞에 앉히고 이렇게 당부했다. 그의 아내 장

희(莊姬)는 임금인 경공의 누이이니 대궐에만 들어가면 목

숨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오늘 밤, 아

니, 지금 당장 대궐로 들어가시오. 그래야 살 수 있소. 그리

고, 만약 당신이 살아서 딸을 낳게 되면 이름을 문(文)이라 

하오. 그러나 딸은 소용이 없소. 그러나, 천행으로 아들을 낳

게 되면 이름을 무(武)라고 지으시오. 아들이라야만 원수를 

갚을 수 있소.” 그 밤에 아내는 대궐로 몸을 피했다. 

 다음 날 새벽, 도안가가 왕명을 받아 조삭의 집으로 들이 

닥쳤다. “역적은 나와 명을 받아라.” 조삭은 조용히 무릎

을 꿇고 목을 늘였다. 그러자, 도안가는 조삭 뿐만 아니라 집

안의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찾아 내어 죽였다. 그런

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조삭의 아내인 장희가 보이지 않았

다. 뒤늦게 대궐에 들어간 것을 알았지만 함부로 군사를 대

궐로 몰고 들어 갈 수는 없었다. 그런 후, 장희가 딸을 낳았

는데 곧 죽어 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도안가는 믿

지 않았다. 도안가는 무례하게도 여종을 대동하고 직접 장

희의 처소를 수색하였다. 이 때 장희는 아이를 다리 사이에 

감추었고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지 않아 화를 면했다. 그 직

후, 정영이 편지를 받은 것이다.

 정영의 부탁을 받은 한궐은 시의를 대동하고 궁궐에 들어 

갔다가 아이를 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주머니에 

아이를 넣을 때 아이가 울었다. 그러자 장희가 약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무야, 무야,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적들

에게 들켜 죽게 되니 원수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그

러자, 신기하게도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그래서 대궐을 벗

어날 때에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조씨 집안의 심복이던 정영이 공손 저구를 만나 대

책을 숙의했다. 한참 생각하던 저구가 말했다. “목숨을 버

리는 것이 어렵소, 아니면 아이를 길러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어렵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어 어렵겠소? 그러나 아

이를 길러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오.” 그

러자 저구가 결심한 듯 나직이 말했다. “그렇다면 공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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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려운 일을 맡아 주시오. 나는 쉬운 일을 맡을 테니.” “아

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이제 갓난 아이를 하나 구

해 산 속에 숨겠소. 그러면 그대는 내가 있는 곳을 저 놈들

에게 밀고하시오. 원수 놈들은 아이를 처치하고 나서야 안

심할 것이오. 적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공은 아이를 길러 

훗날 원수를 갚아 주시오.” 정영이 울음을 터트렸다. 그러

자, 저구가 꾸짖듯이 말했다. “이는 의미 있고도 아름다운 

일이오. 그대는 어찌하여 우시오?” “내 죽음이 두려워 우

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먼저 죽는 것이 안타까워 운 것 뿐

이오. 마침 내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소. 무 도련님이 태

어난 날과 며칠밖에 차이가 나지 않소. 공은 내 아이를 데

리고 산 속에 숨으시오.” 

 얼마후, 정영의 안내를 받은 도안가가 저구와 벽장에 숨겨

진 정영의 아이를 죽이고 돌아갔다. 저구는 정영의 배신을 

꾸짖으며 죽었다. 연극이었다. 정영은 밀고의 대가로 받은 

상금으로 친구인 저구와 죽은 조씨  집안을 정성 들여 장사

지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유모와 함께 맹산(孟山)에 

숨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산을 장산(藏山)이라고 고쳐 불

렀다. 곧 조무가 ‘숨어 살았던 산’이란 뜻이다. 

 조삭의 집안을 도륙한 진경공이 갑자기 병이 들었다. 자신

의 눈에만 보이는 귀신의 철퇴를 맞고 수레에서 쓰러진 후 

병을 얻은 것이다. 진 경공의 눈에 비친 그 귀신은 바로 조

삭과 공손 저구였다. 왕명을 받은 무녀가 점을 쳐 보고 말

했다. “병이 고황에 들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햇

보리밥도 잡숫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병입고황(病入膏황)이라는 고사는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

이다. 곧,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뜻인데, 이것

이 좀 변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깊어서 이를 벗

어나서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천석(泉石)고황’이라고 한

다. ‘천석’은 자연을 가리키는 것이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철의 관동별

곡(關東別曲) 첫머리에,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으

니’ 라는 구절이 보인다. 강호(江湖)란 자연 아닌가? 천석

고황까지 병이 들 만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말

과 같은 것이다. 

 하여튼, 진경공은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한다. 조심해야

겠다. 하기야 그런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으랴마는. 보리는 

4월이면 수확할 수 있는 것인데 햇보리를 먹지 못한다면 그

의 목숨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 그 

때부터 덜컥 병이 깊어진 경공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머

리를 풀어 헤친 귀신이 소복을 입은 채 달려 들었다. “이

리 오너라. 드디어 상제의 허락이 내렸다.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는 기겁을 하여 조삭과 저구의 귀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꿈에서 깨었다. 식은 땀이 쭉 흘러 있었다. 

병이 깊어지면서 그 소문이 퍼지자, 이웃 나라에서 고완이

라는 용한 의사를 보내 주겠다는 연락을 해 왔다. 

 의원이 도착하기 이틀 전, 경공은 다시 꿈을 꾸었다. 아이 

둘이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큰일이네. 이번에 편

작 만큼이나 대단한 의원이 온다는데 우린 영락없이 죽었

어. 어쩌면 좋아?” “아니야. 우리가 재빨리 고황에 들어

가 숨으면 편작이 아니라 편작 할아버지가 직접 온다해도 

어쩌지 못할 거야. 거기는 침도 소용이 없고, 뜸을 떠도 안

전하고, 약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니까.” 마침내, 고완이

라는 의원이 왕을 찾아왔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절망적이었

다. 의원은 경공의 꿈 속에서 아이들이 주고 받은 말을 그

대로 옮기는 것 아닌가!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약

으로도 안 되고, 뜸을 떠도 소용이 없으며, 침으로도 다스

릴 수가 없습니다. 가히 천명이라 하겠습니다.” 경공은 절

망했으나 의원의 말이 자신의 꿈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또 

먼 나라에서 자신을 찾아 온 사람이므로 후한 사례를 해

서 돌려 보냈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는가. 어느 새 보리가 익을 철이 되었

다. 그러니까 경공도 어느 의미에서는 목숨의 보릿고개를 

막 넘으려 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공은 조바심이 났다. ‘흥, 

내가 햇보리도 먹지 못하고 죽는다고?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던가. 아니다. 조심할 일이다. 앙심을 

품고 있다는 말 아닌가. “궁 안에 있는 보리를 베어 밥을 

해 오너라. 보리밥이 먹고 싶다.” 그래도 경공은 낫다. 사흘 

밤낮을 삶아야 하는 곰 발바닥을 먹고 싶다고 했다가는 초

나라의 영공처럼 자식이 보낸 군사들에게 목이 비틀려 죽

을 지도 모르는 일이니. 

 신하들이 한참 부산을 떨고 더 아랫것들의 가랑이에서 요

란하게 비파소리가 난 덕에 보리밥이 올라왔다. 그러자, 왕

은 그의 죽음을 예언한 적이 있던 무녀를 불렀다. “네가 

말하기를 햇보리도 먹지 못하고 내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

겠다? 그러나 보아라. 여기에 보리밥이 있지 않으냐? 이것

은 햇보리로 지은 밥이다. 너는 예언을 잘못했으니 죽어야

겠다.” 무녀는 왕의 손짓 하나로 목이 날아갔다. 무녀를 

처형한 후 경공이 수저를 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배가 참

을 수 없이 아파 왔다. 경공은 수저를 떨어뜨린 채 내시에

게 업혀 뒷간으로 갔는데 그는 이렇게 하여 냄새나는 ‘거

기’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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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그런데, 경공을 뒷간으로 업고 갔던, 그래서인지 입이 근

질근질해진 내시가 끝내 참을 수 없었던지 이렇게 중얼거

렸다. “참 꿈도 희한하지. 어젯밤 꿈에 왕을 모시고 하늘

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는데, 오늘 왕을 업고 뒷간에 가려

고 그랬나?” 그 말을 들은 신하가 말했다. “그래? 그러

면 너라도 왕을  모시고 저승까지 잘 가거라.” 그 내시는? 

역시 죽었다. 

 내시와 무녀는 왜 죽었을까? 예언은 기가 막히게 했으나 

너무 잘난 척했기 때문이거나, 속에 담아 둘 말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디만 하면 되었을 것을 무엇 때문에 굳이 ‘햇보리’까

지 꺼내어 주둥이를 나불댔다는 말인가? 내시 또한 공연히 

입을 놀려 자신의 신통한 꿈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

게 허망하게 개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는 것이 

어렵다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삼킬 말을 조심성 

없이, 어설프게 뱉었다가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 볼 일

이다. 한비자의 <세난(說難)>은 그래서 베스트 셀러가 될 만

하다.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라지 않더냐? 진리다. 

 후에 진 여공이 피살된 후 공손 주(紬)가 진나라의 왕이 

되었다. 진 도(悼)공이 바로 그다. 불과 열 네 살. 그러나 도

공은 그저 열 네 살의 평범한 어린이가 아니었다. 말은 명

쾌했고 위엄이 있었다. “원하지 않았건만 왕이 되었다. 그

런데 너희들은 진짜 왕을 모시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왕이

라는 허수아비가 필요한 것이냐? 허수아비 왕이 필요한 것

이라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신하들은 기겁을 했다. 등

골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찌 저희들이 왕을 모

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그러

자 진도공은 상과 벌을 엄격히 하고 영공과 여공의 죽음에 

가담한 신하들에게 모조리 참형을 내렸다. 여공을 몰아내는

데 주역이었던 난서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벼슬을 내놓

고 물러갔으나, 그러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벌벌 떨다가 

죽었다. 이웃 초 나라에서는 진나라에 어린 아이가 임금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침범하려 하였으나 왕이 대단한 인물

이라는 소문을 듣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 

 도공이 상과 벌을 분명히 하자 나라도 안정이 되었다. 때

를 기다리던 한궐이 왕에게 조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공 이래 우리 나라에 공이 가장 많았던 집

안은 조쇠, 조돈을 비롯한 조씨 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씨 일문은 도안가의 모함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다

행히 일 점 혈육이 남아 있습니다. 왕께서는 그 한을 씻어 

주십시오.”

명을 받은 한궐이 장산에 들어가 정영과 조무를 데려왔다. 

조무는 왕의 허락을 받아 도안가의 집안을 멸족시켰다. 그

리고는 도안가의 목을 가지고 아버지 조삭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도공은 정영의 충절을 듣고 그에게도 벼슬을 내렸다. 그

러나 정영은 거절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은 

조씨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

한이 없습니다. 어찌 명분도 없이 살아 이미 저승에 가 

있는 저구를 외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히 저

구나 만나 보러 가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정영은 

자기 목을 찔러 자살했다. 조무는 정영과, 이미 죽

은 공손 저구의 무덤을 새로 만들고 3년 동안

이나 상복을 입었다. 곧, 아버지에 대한 예의

로 그들의 영혼을 섬긴 것이다. 왕은 조무에

게 사구(司寇) 벼슬을 내리고 도안가가 조

씨 집안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

었다. 복수의 드라마 한 편이 깨끗하게 

마무리된 것이다. 

 정영이 꼭 그렇게 죽음을 택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이 받

은 은혜를 사심없이 목숨까

지 바쳐 갚는 모습은 숭

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

다. 명예나 재물이나 지

위를 지푸라기처럼 내던

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

는 자유로운 삶 하나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의 

죽음 자체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젊은 가수 김광

석의 자살을 이해는 하지

만 절대 긍정하거나 찬성

하지는 않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 자신에게는 절절

했을 결말이 지금도 우리에

게는 아쉬움, 화, 배신감을 함

께 느끼게 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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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자바 농촌의 사춘기에 들어선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

여 ‘새 가정’ 을 이룬 후 그들의 신혼살림을 어디서 시작하며 

어떻게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번성 발전해 (procreation) 가는지에 

대해 자바 농촌의 전통 가옥의 형태와 더불어 살펴본다. 

신혼내기들의 가정 (somah; household): 일반적으로 자바 농촌의 신

혼부부는 일단 결혼을 하면 각각 독립적인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들에게 반드시 그

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농촌 ‘신혼내기

들’ (newly married couples)이 아직은 독자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농촌에

서는 여자가 13살에서 18살 사이 그리고 남자는 15살에서 20살 사이

에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혼인식을 올리진 않을지라도 서로 

정혼을 약조한 후에 얼마 동안 따로따로 각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사

람들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정혼한 남자 측에서 매월 혹은 일정 기

간을 두고 정혼한 여자에게 약간의 금전을 보내기도 한다. 가끔씩 정

혼한 ‘어린’ 남자가 도시로 진출해 무슨 일을 해서든지 자신의 정

혼녀에게 매월 소액--어떤 경우에 2만 루피아 정도--의 돈을 송금하

는 실례를 필자는 본 적이 있다. 이는 의무는 아니다. 그 송금액의 많

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물질에 정혼남자의 ‘변함없는 

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신의 앞가림도 충분히 꾸려갈 수 없는 젊은 사

람들이 결혼을 하면 당장에 기거할 주택이 마련

되지 못해서 그들은 양가의 어느 한 쪽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형편에 처한 신혼

내기들은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이지만 자신들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한 쪽의 부모

와 더부살이를 시작한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바

지만 그러한 신혼부부는 아내 쪽의 부모 집에서 

함께 거처한다. 시부모 댁에서 사는 것보다 자신

의 부모 댁에서 신혼가정살림을 꾸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 신혼새내기 입장에서 보다 편하고 쉬

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결혼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말해 남편으

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적응훈련기간이 지나

면 그들은 남편의 부모 혹은 아내의 부모가 살

고 있는 집안의 공터 (pekarangan; yard)에 새

롭게 신축한 집으로 이주를 한다. 그곳에서 그 

신혼부부는 ‘새 가정’을 꾸린다. 그들에게 부

모는 약간의 터밭(garden plot)을 제공하며 야자

수나무 (kelapa; coconut) 등을 몇 그루 할애해

주면서 비록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동산을 

일구면서 독자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한인교민들이 무심코 간과할 수 있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생태와 문화 시리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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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야자수 한 그루 

혹은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한 신혼가정의 주요한 

재산품목임을 알 수 있다. 그 작은 자연의 초목들

에서 그 신생 가정의 부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의 실과를 얻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야자수

의 열매는 그 속에 액즙이 있고 액즙을 마시고 나

면 하얀 ‘박속’같은 것이 또 들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변한 껍질로 싸인 야자수열매

를 으깨어서 식용 기름을 짜내기도 한다. 이것들

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

것을 천연 생필품으로 제공받는 것이다. 언제부터

인지 우리나라의 농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곳에

서도 5일마다 시골의 장터가 열리는데 그것들을 

시골의 장터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한 후 다른 일

용 필수품을 사기도 한다. 신혼내기들은 그런 식

으로 새 가정을 꾸리며 자급자족하면서 ‘자연처

럼’ 사는 삶의 훈련을 받는다.  

어떤 신혼 가정은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에 자녀

들이 탄생해 여러 아이들이 대가족 식으로 함께 

모여 살게 된다. 그런 시점에 그들은 부모가 소

유한 주택에 연결하여 한 지붕 아래 별도의 부

엌 (padangan; dapur)을 새로 지어서 완전한 독

립은 아니지만 한 지붕 밑에 별개의 부엌을 지

닌 ‘유사 독립 가정’의 모습을 갖춘다. 그들은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을 갖고 새 가정

을 본격적으로 꾸리는 셈이 된다. 그때부터 그들

은 이른바 자바어로 ‘somah’ 혹은 ’새 가정‘ 

(household)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가

정‘이란 부부가 직계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한 

부엌 안에서 지은 한 솥 밥을 먹고 사는 전통적 가

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자바 농촌의 전통 주택 (griya): 최근 문명의 혜택

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아 집을 짓고 사는 

농촌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자바 농

촌에 가보면 전통 주택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자바 농부들의 전통 주택은 직사각형 모양이

다. 길이 약 8m, 폭 약 10m 크기를 지녔으며 나무 

기둥들 (wood pillars)과 대들보 (crossbeams)가 있

다. 전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의 모양새로 보인다. 벽은 대나무로 엮은 

판 (plaited bamboo)으로 되어 있으며 벽에는 외부로 통하는 조그마

한 창문 같은 것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집의 앞면과 뒷면에 미닫이 

식으로 된 문이 나 있고 집의 내부는 용이하게 설치 혹은 소거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 여러 개의 방들로 구분해 놓았다. 바닥은 진

흙으로 빚은 단단한 블록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우리 나라 농촌 집

과 다르게 약간 높게 솟아 있어 실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

으며 마른 야자수의 긴 잎들 (blegketepeng)을 엮어 이엉을 했다. 부

엌은 집 안의 뒤쪽에 혹은 집의 바깥쪽 벽에 접하도록 해서 집의 뒤

쪽 아니면 옆에다 별채로 지어놓았다.          

전통 주택의 양식: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한 부엌에서 지은 한 솥 

밥을 먹고 살다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 가정을 위해 주택 안

에서 주택의 구조를 개조해 부엌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될 경우, 완

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새 가정의 식구들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자바 농촌의 가정, 특히 다소 여유

가 있는 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게 크든 작든 자바 농촌에서

는 한 집안에 부모와 한 둘의 자녀들이 더불어 산다. 그 자녀들이 다

른 마을 혹은 다른 읍 혹은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나면 본 주택은 

원상태대로 복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혼인한 딸들 중 한 사람은 

노모를 평생 동안 모시며 살다가 유산을 승계하기도 한다. 어떤 지

방은 장손 남자가 부모를 평생 모시기도 한다. 이제 자바 농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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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주택의 형태에 대해 살핀다.       

자바 농촌의 전통 주택의 크기 (size)와 형태 (style)에 따

라 전에는 그들의 신분과 계급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집

의 형태는 지붕 양식을 통해 드러난다. 자바 농촌의 전통 

주택의 형태, 즉 지붕 양식에 따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Trojogan 2) Srotong 3) Limasan 4) 

Joglo 등이다.   

        Trojogan                           Srotong

                                             

                                              

       

        Limasan                                Joglo                                   

“trojogan” 지붕 양식은 일반적으로 평민의 집을 지을 때 

사용했다. “limasan” 지붕 양식의 집은 토착 주민의 자손

이라 자처하는 가족들이 살았다. 또한 자신이 시골 귀족임

을 드러내는 가족들도 “limasan” 지붕 양식의 집을 짓고 

살았다. 시골 마을의 지도자 및 마을 관리의 집들도 ”lima-

san” 지붕 양식을 취하며 혹은 “joglo” 양식의 지붕을 

취했다. ”joglo” 지붕 양식의 집은 과거에는 읍 혹은 도시

의 관직을 갖는 가족들 혹은 궁정의 귀족들의 가족들이 살

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붕의 양식만으로 그 집에 사는 가

족이 부유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매우 부유한 집안도 

아주 단조로운 양식의 지붕인 srotong 집에서 살기 때문이

다. 반면 비교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부유한 집안이 아닌데도 

limasan 지붕 양식의 큰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바 농촌 사회의 가정은 그 구성원을 토대로 다음의 몇 가

지로 그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모 (혹은 편모, 편

부)와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단순한 가정, 두 번째로 부부

와 자녀들 그리고 정년부모로 구성된 가정, 세 번째, 노부모

와 혼인한 자녀들 및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 네 번

째로 나이든 독신 가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Jay, 1969, 

pp. 51-60). 조사자들의 통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점을 발견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가정의 구성 (Mancanegari 마을)과 

세 번째 가정의 구성 형태 (Bagelen 마을)가 지배적인 것

으로 드러났다 (Koentjaraningrat, 1990, p. 136). 특이한 점

은 그런 형태의 가정에서는 여성이 일상 생활 속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이 현

재 주변에서 듣는 바, “가정에서 자바의 남자들은 마치 독

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말은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

을 남자가 전적으로 맡아 처리한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인 

듯하다. 우리 나라의 옛날 가정 내에서 볼 수 있었든 남자

의 위치와 오늘날 자바의 농촌 가정에서 남자의 위치는 거

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니 전체 평균적

으로 인니 여성들은 오늘날 한국 여성보다는 발언권이 더 

샌 느낌을 받는다. 특히 바딱 여성들은 보통이 넘는다. 그

렇지만 자바 여성은 아직도 우리 나라의 50대 이상의 여성

들이 살아왔던 시대와 비슷한 인생관을 갖고 살고 있는 것

은 아닌지 하고 필자는 생각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여성으

로서 인니 여권신장의 대명사요 인니 여성의 날의 헤로인

으로서 잘 알려진 까르띠니 여사 (Raden Ajeng Kartini)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 ‘중부 자바’ 출신이라는 점을 독

자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의 힘이 그녀의 인권을 자

각하게 했을 것이다. 

(김용/UKI교수.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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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有朋自遠方來 不亦樂乎!” 
벗이 방문했다. 고국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에 왔다. 벗은 머무르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자 했다. 

기내(機內)에서 흘러나온 멘트대로 고대와 현대가 숨 쉬는 

모습을 보고자 했다. 

벗은 놀랐다. 같은 모양을 불허하는 도심의 즐비한 고층 건

물들을 눈에 들일 듯 살핀 다음이다. 도심 한 가운데서 골

프장과 어우러진 궁궐 같은 주택가들을 둘러본 다음에는 

말을 닫아버렸다. 벗은 건축가다. 

한국 화폐가치로는 한 달에 5~6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도 

행복도가 높은 서민들의 삶의 풍정을 접하고는 짠한 표정

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집스럽게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

발 피해지역을 둘러보더니 안타까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

다. 

바다와 산으로 가서 천혜의 자연과, 풍토와 인정이 빚어낸 

갖가지 모습들을 함께 체험했다. 벗은 만족한 웃음을 지었

다. 서울에서는 좀 체로 접하기 힘든 푸짐한 시프트 요리와 

맛깔난 토속 음식, 다양한 과일은 벗을 행복에 취하게 했다. 

식탁 한 세트 가격이 만 불이 넘으며, 피아노 한 대 가격이 

10만 불이 넘고, 고가의 보석들이 즐비한 독립 브랜드 쇼핑 

몰은 벗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는 참 많은 것을 처음 

보았고, 나는 보았던 것이나 알고 있었던 것을 살피면서 참 

느낌이 많았다. 벗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첫 질문은 ‘작가의 타국살이’였다. 작가의 타국살이 

참 특별한 것이 많다. 그러나 난 아직 길을 가고 있는 중이

니 일상적인 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 

“가정부와 기사에게 절반의 성공과 행복이 달려 있다는 

말이 사실이더군.”

참 희화적이고 얼토당토않은 말로 들렸던가 보다. 도대체 

누가 왜 그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의지하고 맡기는가. 왜 그

들에게 성공과 행복의 절반이 달린단 말인가 의문스러웠

을 것이다.  

“가정부와 기사를 부리지 않으면 되지?” 

벗이 간단하고 틀림없는 답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건 아무

래도 정답이 아닐 것이다. 

서예가가 붓을 버리고 작품을 이룰 수는 없다. 붓쟁이가 붓

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예술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면 좋

은 작품을 할 수가 없다. 붓을 쥐면 내가 곧 붓이 되어야 하

는 것은 정한 이치다. 초학자에게나 수십 년의 경험자에게

도 붓은 넘어야 할 산이요 숙제다. 타국의 풍토는 타국살이

에게 반드시 넘어야할 산인 것이다. 

인도네시아 인들의 정서를 다 말할 수는 없었다. 서민 정

서, 대게 나눔과 무욕으로 세상을 흡수하는, 무자각의 방관

으로 일관하기도 하는. 

귀족, 즉 상류층의 정서도 말하지 못했다. 대대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세상을 흡수하는, 자기 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이래야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식의 정

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들의 생활모습과 언어능력 몸

에 밴 매너, 부의 정도 등은 타국살이들을 기죽이기에 충분

하더라는 느낌도. 

흔히 ‘인도네시아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중산층의 경

우는 알고 있어도 열외다. 최근 들어 신생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문화로써 이야기되기보다는 경제수준으로만 평가

되기에.

“이들의 시간은 매우 느려. 아예 

시간을 잊어버리기도 하지.”

벗이 말꼬리를 달았다.

“한국인들이 늘 시간을 헤아리

면서 바쁘게 사는 것과는 영판 

다른가 보지?”

“그래서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봐야 해. 후진국 사람

들 운운하며 편견을 가지

면 달갑잖은 결과가 부

내 시간도 느려졌을까?

-벗과 함께 살핀 인도네시아 풍정-

손인식 (서예가, 자카르타 YPKI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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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나스 편지

메랑이 돼. 흔

히 회자되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

는 것도 

없는 나

라 ’ 라

는 말을 잘 새겨야 해. 게 으 른 초록빛의 작은 변화 속

에 모든 것을 삭여내면서, 오직 기다림을 배우는 나라가 인

도네시아야.” 

세계 각국에 지사가 있는 한 회사의 서울 본사에, 각국 주

재원 부인들이 모인 자리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살기 좋

은 곳이란 자랑이 나왔다던가. 모처럼 고국에 다니러간 사

람이 자카르타행 비행기를 타고 나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

더라는 현상을 말하자 벗은 웃었다. 

“사는 곳에서 느끼는 행복이야 다 각자에게 달린 것이

니…. 

“참 무심한 푸른색을 보겠네!”“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선 

푸른색은 안 봐도 돼.”

벗은 꼬따 붕아의 꽃들과, 따만 사파리의 새의 깃털, 동물

들의 몸짓에서 무심하지 못한, 무심할 수 없는 화려한 색

들을 찾아냈다. 

5분 거리 슈퍼를 가더라도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곳 인도

네시아의 자카르타. 고용인을 둘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의 

모든 것이 후진국에서 산다는 이유로 누리는 혜택이 아니

라 공생임을 얘기했던가. 외국인이나 이질 문화를 큰 충돌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현지인들의 정서, 알게 모르게 인종

차별을 받고 사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달리, 한국인이라

는 이유만으로도 호감의 대상이 되는 곳 인도네시아를 말

했던가.

주인네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고용인, 적당히 능동

적이지 못하는 고용인, 자신들의 현재 처지가 신에 의해

서 결정되었다고 굳게 믿는 신세타령을 할 줄 모르는 고용

인, 만약 현세에서 어려운 처지로 산다면 반드시 다음 세

상에서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고용인, 높

은 수치의 삶의 행복도로 밝고 태평하게 사는 고용인들의 

이야기.

“건축물들이 독자성이 강하고 섬세하던데….”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바틱이나, 전통 공예, 회화 등도 

대부분 섬세하지.”

“현지의 인정은 현지의 땅과 닮아 있겠지?”

나는 대답했다.

“이곳 사람들은 대게 현재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비관하거나 방만하게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것 같아. 맑게 

웃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지만, 쉬이 정을 주지도 않고 상

대방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지도 않아. 무심한 심상의 소유

자들이지?”

벗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말이나 

강요하는 말은 몹시 꺼려. 말없음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냥 

떠나는 것으로 말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취직

한 일터를 저녁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잦아. 자존심의 모양

이 참 다면체지?”

“…….”

“나누어 줄줄 모르는 가진 자의 것은 훔친다는 개념도 없

이 가져가기도 해. 아주 작은 돈에 눈이 멀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일도 벌어져. 기도는 엄숙하게 열심히 하면

서도 순간 모면을 위한 거짓말의 대가들이지. 오랜 세월 강

대국에게 착취당하며 노예생활을 견딘 것으로도 모자라 해

방이후 자국의 야비한 독재자들에게 한동안 억눌려 살아온 

사람들이야.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모두 알라의 뜻이라고 

씩 웃어버리면 끝이지. 참 태평스럽기 그지없지?” 

“장자가 꿈꾸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닌가?” 

조용히 듣고 있던 벗의 평가요 질문이다. 

“이들이? ‘도(道)와의 조화 속에서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 ‘사생을 초월하여 절대 무한의 경지에

서 소요(逍遙)함’은 더욱 아니고…. 문명에 휘둘리며 사는 

선진국 사람들보다는 ‘인간은 만물유전의 법칙에 거스를 

수 없다.’는 장자철학에 조금 더 가까울까?” 

“타국살이 작가 작품에 변화가 오겠군.”

벗이 물었다.

“내 시간도 느려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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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근 교수의

인니어 특강

Keluarga Pak Husein: 후세인 가족

Pak Husein pulang pukul tiga dari kantor.

3시에 후세인 씨는 퇴근을 한다.

Ia bekerja di Perusahaan LG.

그는 LG에서 근무한다.

Ia sudah lama bekerja di sana, kurang lebih 3 tahun.

그곳에서 근무한지 꽤 오래 되었다. 거의 3년 이상 근무하고 있

다.

Usianya hampir 55 tahun. Akan tetapi ia kelihatan masih muda karena 

mungkin ia sering berolahraga.

나이는 거의 55살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어 보이는데 아마 계

속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일 거다.

Sekarang ia mempunyai 5 anak. 3 anaknya sudah bekerja di pabrik dan 

2 anak masih bersekolah di SD dan SMP.

지금 그는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 셋은 이미 공장에서 근

무하고 있고 둘은 아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Setiap hari ia bermobil ke Kantor. Kira-kira tiga puluh menit dari rumah 

karena tidak begitu jauh.

매일 그는 자동차로 출근을 한다.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약 

30분 정도 걸린다.

Hari minggu ia tidak bekerja tetapi pergi ke Kebunnya. Di sana ada 

banyak sayur-sayuran, buah-buahan dan lain-lain.

그는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의 농장으로 간다. 그곳에는 

많은 채소와 과일 등등이 있다.

Istrinya menjual buah-buahan dan sayur-sayuran di pasar. Hari minggu 

ia biasanya makan di luar dengan keluarganya.

그의 부인은 과일과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판다. 일요일에는 보통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다.

Terima kasih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내의 우

리 교민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

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인도네

시아 내의 기초 인프라시설 프로

젝트의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내

의 건설 경기는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 또한 재 호황을 맞고 있는 

듯 해, 이와 같은 경기의 호황 하

에서 교민들의 투자 분야는 기

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중심에서 

점점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

화하고 도약하고 있어 인도네시

아어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간단한 내

용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도네시

아어를 숙지하고 직접 질의 응답

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장의 예

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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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근 교수의 술술 인도네시아어

감사합니다.

Selamat belajar 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질의 응답(tanya jawab)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질문: Keluarga Anda semua berapa orang?

대답: Keluarga saya semua empat orang.

Pukul berapa Pak Husein pulang dari kantor ke rumah?

Sudah berapa lamakah bekerja di sana?

Apakah ia rajin atau malas?

Apakah ia masih muda?

Anaknya semua berapa orang?

Di mana mereka bekerja?

Di kebunnya menanam apa?

Siapa yang menjual sayur-sayuran di pasar?

Hari minggu biasanya kegiatan beliau apa?

등등 기존의 문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위 문장들을 외워 둔다면 인도네시아

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단어정리:

keluarga: 가족 / sekeluarga: 한가족 /

keluarga besar: 대가족 / keluarga kecil: 핵가족 /

keluarga yang berbahagia: 행복한 가족 /

keluarga yang bersedih: 슬픈 가족 /

pukul: 시간상의 ‘시’, ‘때’ 도 되지만 ‘때리

다’, ‘치다’라는 의미도 있다 /

jam: 시, 시간 / 1 jam: 한시간 / jam 1: 1시 /

jam tangan(arlogi): 손목시계 / jam dinding: 벽시계 /

umur,usia: 나이, 연세 / kelihatan: ~처럼 보인다 /

kelihatan cantik: 예뻐 보인다 /

kelihatan pintar: 영리해 보인다 /

tidak begitu jauh: 그리 멀지 않다 /

tidak begitu enak: 별로 맛이 없다 /

tidak begitu enteng: 그리 쉽지만은 않다 /

Oh! Gitu: 아! 그래요 /

jangan gitu dong!:자네 그러지 말아 /

kebun:정원, 농장 / kebun anggur: 포도농장 /

kebun teh: 차밭 / kebun bunga: 화원 /

kebun sayur: 채소밭 / kebun buah: 과수원

Kami keluarga yang 
berbahagia.

Kami keluarga yang 
bersedih.

Setiap hari saya bermobil 
ke k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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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문화 탐방기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 햇

살은 그 어느 날보다 환하고 따갑게 비치고 있다. 모처럼 느

껴지는 자카르타의 맑은 공기, 집집마다 거리거리에서 펄럭

이는 붉고 흰 인도네시아 국기가 희망처럼 느껴지는 날이

다. 기쁨에 들떠 넘쳐나는 소리를 기대했지만 집에서 보이

는 거리는 조용하고 평화롭다. 아마 어디에선가는 독립 기

념 행사와 축제가 벌어지고 있겠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자카르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카르타가 갖고 있는 활기와 

희망을 좋아한다. 아마도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자카르타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둥에 가서 진정으로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

람들의 표정을 보았다. 반둥이 고향인 사람들은 자부심과 

애정에 찬 표정과 목소리로 반둥을 말한다. 내가 아는 어떤 

인도네시아 사람은 고향이 반둥인데 반둥이라는 지명을 말

하고는 잠시 숨을 멈춘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는 반둥에 갔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문

화 탐방반에서 문화 탐방을 기획했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

이 신청했다. 온천이 유명하고 시원한 날씨가 좋다는 말도 

들었고 역사와 문화가 유서 깊다는 말도 들었다. 무엇보다 

반둥이라는 도시가 인도네시아의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곳

이라는 말에 도시의 문화와 힘을 느끼고 싶었다. 서른 명

이 넘는 문화탐방대원이 8월의 태양과 공기를 뚫고 반둥

으로 떠났다. 버스는 두근거리는 설레임과 두고 온 사람과 

일에 대한 걱정과 새롭게 만나게 될 반둥에 대한 이야기

로 들떠 있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있으랴만,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이

겨냈느냐에 따라 그 영혼의 고귀함을 알 수 있다. 마치 진

주조개가 상처를 머금고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 내듯. 반둥

은 식민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도시이며 또한 그 역사

를 이겨내는 힘을 가진 도시였다. 반둥에 가면 GEDUNG 

SATE라 불리는 시청 청사가 있었다. 건물의 꼭대기에 있

는 장식물이 인도네시아 음식인 꼬치구이 SATE를 닮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14동의 건물들은 네덜

란드 식민 시대에 세워졌다고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양식에다 태국의 건축 양식을 모방한 호화롭고 권위적인 

건물들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의 위

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독립 전쟁이 한창일 

무렵 1945년 12월 3일 일곱명의 젊은이들이 이 건물을 사

수하기 위해 싸우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 추모비

가 이곳에 있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GEDUNG SATE가 

오늘도 도심 한복판에서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인도네시아인의 속 깊

은 생각인가 보다.

  반둥시에서 8Km 떨어진 북쪽에 TAMAN HUTAN 

RAYA DAGO PARKAR라는 국립공원에 갔다.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고 맑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와 어느 영화에서

나 나올 법한 긴 다리가 있는 이곳을 보면 마치 세상의 모

한인회 문화탐방 - 반둥 탐방기

                            

반둥,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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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

든 근심도 다 잊을 듯이 어느 한시에 나오는 “ 別有天地 

非人間 (별유천지 비인간)”이 저절로 연상되는 곳이다. 너

무나 아름다워 인간 세계가 아닌 신선의 세계인가 라고 노

래한 이 아름다운 자연에도 역사의 아픔이 상처가 되어 자

리하고 있었다. 식민 통치를 했던 네덜란드와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커다란 굴이 산자락에 있었다. 이 굴들은 인도네

시아 사람들을 동원해 파놓은 굴로 규모도 크지만 내부의 

구조가 정교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화약으로 산을 뚫

고 다른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연장으로만 팠다

고 한다. 이 굴을 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

들이 고통을 겪었을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쨌든 인간에게 경이로움을 안겨 주고 인간을 가장 겸허

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이다. 반둥의 기후는 다른 도시에서

는 느끼기 어려운 신선하고 맑은 느낌이었다. 고지에 건설

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어디를 가도 푸르른 빛이 눈이 아프

도록 펼쳐지고 맑은 물과 상쾌한 공기가 놀랍기만 했다. 이

런 기후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터라 옷 준비

를 제대로 못한 것을 3일 내내 후회하며 지냈다. 반둥의 넓

은 차밭은 한국의 보성이나 뿐짝의 차밭과 느낌이 또 달랐

다. 맑은 공기 덕분인지 더욱 반짝이며 빛나는 찻잎, 생생하

고 향그러운 차밭 속을 헤매다가 문득 바라 본 해발 1600미

터에 떠있는 하트 모양의 SITU PATENGAN 호수.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아직도 연인을 기다리며 바위로 남

아 있다는 우리의 망부석 전설과 비슷한 바위가 호수 한편

에 있고,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득한 

추억과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호수에 배를 띄웠다. 귓가에 

찰랑이는 물소리와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여유와 아늑함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호수를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비현실의 세계를 찾아 KAWAH 

PUTIH로 갔다. 현실에서 찾지 못한 꿈을 천상에서나 이루

려는 듯. 그러나 KAWAH PUTIH는 범인(凡人)의 근접을 

감히 허락하지 않았다. 이 분화구는 옥색의 물을 품고 그 

속을 드려다 볼 수 없도록 가까이 가면 짙은 유황 냄새와 

노란 모래밭에 발이 빠져, 누구나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누

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 고요한 수

면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아직도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었

고 물빛이 너무도 신비로운 옥색이어서 이상한 나라의 엘

리스가 되어 잠시 환상의 세계에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

진 도시에서 어찌 훌륭한 예술가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겠

는가? Sunaryo라는 조각가이자 화가의 갤러리에서 본 미

술 작품들, 조각 공원에 있는 Nyoman Nuarta의 갤러리에

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미술이 가진 힘과 작가의 사회의식

을 느꼈다. 그들이 느끼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세상을 어

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었다. 지식인

이며 예술가인 조각가는 생명 탄생의 신비감을 말하기도 

하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동상을 통해 비전을 꿈꿔 보

기도 하고, 폭동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의 아픔과 불의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악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쓰나미 때문에 고통 받았던 서민의 삶을 아프게 표

현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반둥에서 아득한 옛날 지구가 처음 생기던 때의 

이야기로부터 인간의 조상을 만났고 (지학 박물관) 인도네

시아의 식민 역사를 비롯한 과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

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오늘의 인도네시아를 지탱하고 있

는 힘을 만났다. 그리고 최첨단 미래 기술인  항공 산업의 

현장 비행기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반둥에서 본 ANGKULUNG 공연은 과

거를 오늘에 되살려 내 세계인에게 즐

거움을 선사하는 인도네시아인의 활기

와 낙천성을 느꼈다. 어쩌면 인도네시아

의 역사와 문화를 반둥에서, 나의 작은 

눈으로 접하고 경이로움에 빠져 있는지

도 모르겠다.

  반둥은 우리에게 전통과 역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

닫게 함은 물론이요 동서양이 어우러

지는 문화의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새

로운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기대를 품

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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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수퍼마켓..  과일이나 야채

를 사면 저울에 달아서 종업원이 

가격표를 매겨준다. 진작부터 봉지

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줄서는게 

소용없다는 것을 한참만에 깨닫게 

되었다. 종업원이 줄선 사람이 아

니고 저울에다 먼저 올려놓는 사람 

것부터 처리해 주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공항 티켓팅 카운터..  줄은 얼추 

만들어져 있는데 급한 사람인지 맨

앞으로 쑥 새치기해 들어가니 아무

도 제재하지 못한다. 여기 사람들 

줄 서는데 익숙하지 않은지는 잘 

알고 있지만  새치기하는 사람에게 

또한 너무 관용적이다 . 자신이 줄

을 잘 서지 않는데 남에게 뭐라할 

수 없는 노릇이니... 

 줄을 잘 서는 사람이 많은 나라

는 선진국이라는 말들을 한다. 줄

을 서서 기다리면 정확히 차례가 

돌아오는 나라... 그만큼 타인의 상

황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줄 안

다는 의미로서 받아 들이면 될 것

이다. 자신말고 타인도 존재한다는 

다고 들었다. 공항, 버스 터미널, 

극장, 슈퍼 마켓, 환전소, 관광지 

매표소 등등... 줄을 서야 하는 곳

은 많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 새치기를 하

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참

으로 독특하다. 그 어느 누구도 새

치기를 한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있다가 창구 앞에 와

서야 창구 직원이 점잖게  “맨뒤

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비로소 

말을 해 준단다. 

 바로 앞에 도달해서야  말을 해 

주다니... 창구 직원이 처음부터 

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누군가가 귀뜸을 해준 것이

리라. 이런 상황에서 ‘왜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지금에서야  알려 

주느냐고’ 우리식으로 냅다 큰소

리를 해댄다면 더욱 낭패를 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 

 설령 큰소리 싸움에서는 자랑스럽

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창구 직

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헛일이

다. 싫컷 큰소리 치고 난 뒤에 자

못 의기양양한 표정은 짓겠지만 뒤

로 돌아가서 줄 맨뒤에 다시 선

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생각만해도 

끔찍하기 짝이 없다. 암표상도 없

다고 하던데...

 그들은 인사를 잘하고 질서를 지

키며 양보를 미덕으로 안다. 인사 

잘하기와 질서 지키기는 그들이 가

정이나 학교에서 반복 교육을 통하

여 어린아이 시절부터 몸에 배도록 

훈련을 시킨다. 훈련에 철저하다. 

훈련받은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으

며 이기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 사람들도 줄

서기를 잘 한다. 하나의 깃발아래 

줄을 서서 암탉이 병아리 몰아 가

듯이 일목 요연하게 움직이며 관광

을 하는데 그것 참... 그냥 보고 있

으면 참으로 신기하기 까지 할 정

도로 줄이 잘 맞는다.

 우린 1990년대지만 그들은 1970년

대에 깃발관광이 시작되었다.

 유럽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어

디서건 줄을 서야하는 곳에서 줄

을 서지 않고 기웃대면서 새치기

를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동양인

(東洋人)들이 아직까지도 간혹 있

글: 송현식
동부자바 한인회원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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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있다. 

승자(勝者)의 여유(餘維)...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여기에서 나

온다.

 거기에 더하여 인류의 문화와 역

사에 골고루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들은 현세(現世)의 정복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의 역사, 

그것은 바로 서양인의 역사에 다름

이 아니다. 그들 유럽인들의 끊임

없는 정복 전쟁의 오랜 역사를 보

면 잘 알 수가 있다.

 국가간의 전쟁에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어느 누

구라도 싸움을 걸어 패퇴 시키고야 

말았다. 아프리카, 북중남미, 아시

아, 중동 지역의 이라크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는 실제로 거의 모

두 그들이 이겼다. 

 그들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개발

한 무수한 과학적인 무기 말고도 

원천적으로 쌈박질을 무척 잘 하는 

인종적인 특질도 가지고 있다. 동

물에 비유한다면 육식 동물과 비슷

하다. 원래부터 수렵, 유목 민족인 

서양사람들이 동물적이며 도전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기를 

먹으려면 동물에겐 날카로운 이빨

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에겐  예리

한 칼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

치이다. 

 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동식물까지

도 저희나라 사람을 닮는지 다분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며 또한 침략

적이다. 아카시아나무, 양봉(洋蜂), 

불루길(미국붕어), 황소개구리 등

등... 들여오는 족족 얼마 안있어 

얌전(?)하고 착한 토종들을 무찌르

고 손 쉽게 승자가 되었다. 

 아침식사 때부터 칼과 창을(포크

와 나이프) 들고 자르고 찌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아침

부터 벌써 싸움 훈련을 시킨다. 거

기에 비하면 정착, 농경민족인 우

리는 같은 장소에서 오래 살다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인지 국물

을 오랫동안 끓여 먹는 문화가 발

달 되었다.  

 양식당에서 스테이크 고기를 썰어 

먹는 것과 한식당에서 설렁탕 국물

을 숫가락으로 떠서 마시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한 문화적

인 차이가 있을진대 어쩌면 우리가 

무수한 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

인을 음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역사적으로 

천 단위의 숫자를 외국과의 싸움에

서 패하고 일 단위의 숫자를 이긴 

적이 있다고 하니까 참 많이도 싸

움에서 진 우리다. 워낙 싸움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 구태여 이야기 하자면 

공격 보다는 방어나 도망가기에 적

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초

식 동물에 가깝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 주변엔 왜 또 그렇게 힘센 강

대국들이 많은지, 누구 말대로 우

리나라는 ‘잘못된 곳’에 위치한 

‘잘못된 크기’의 국가인지도 모

르겠다. 유럽의 약소국인 스위스라

는 나라는 강대국들 틈에서 영세 

중립국으로 다들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 이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한말 고종 

임금) 말을 들어주는 이웃들이 아

무도 없었다.

 이기는 사람이 그렇듯이 지는사

람 또한 합당한 이유(理由)가 있

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 야사(野

史)로 전해져 내려 온다는데...  

 조선이 임진 왜란에서 패한 원

인중의 하나가 숫가락을 사용하는 

‘국물 문화’ 에서 기인하였다고 

한다. 국물을 내자면 커다란 솥이 

필요하고 싸움도 배가 고프면 못 

하는 것이니 무기보다 더욱 소중히 

갖고 다녀야 했을 것이다. 솥만 다

루는 힘센 병사가 당연히 따로 있

었을 터이고...

 솥, 그거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무

거운지 놀라게 된다. 더구나 한국 

밥솥은 중국이나 일본의 것보다 두

꺼운데 솥밑 밥을 누렇게 만들어 

누룽지를 만들어 먹어야 하기 까닭

이다. 구수한 숭늉도...

 왜놈들은 간편한 김밥 도시락에 

나무젓가락이면 언제 어느곳에서라

도 식사가 가능하니 기동력에서 앞

선 그들이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만 골라서 솥 주위에 옹기

종기 모여 앉아있는 백의 민족 군

사들의 하얀 옷을 표적삼아 우수한 

조총으로 공격하였다면 과연 그 전

쟁의 결과는 뻔하다. 

참으로 쉽게 승패가 결정 되지 않

았겠는가? 

 

하지만 진짜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다... 

(계속)

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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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도네시아에선...

컴퓨터 A/S 전문 프랜차이즈
‘폭스 11’인도네시아 상륙
데이콤 인도네시아는 9월부터 2001년 

한국에서 컴퓨터 편의점이라는 신개

념으로 돌풍을 일으킨 폭스일레븐(이

하 FOX 11)과 컴퓨터 A/S 전문센터

를 열기로 7월 합의 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8월 MOU를 맺고 

1호 점을 끌라빠가딩 소고백화점에 

9월 중에 오픈 한다.

Fox11은 2001년 용산 같은 컴퓨터 매

장의 집단 상가에서 벗어나 동네에 

기반을 두어 소비자가 멀리 집단상

가로 가야 하는 시간낭비 없이 저렴

한 가격에 원하는 컴퓨터 부품 및 소

모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로 GS25와 세븐 일레븐 같은 개념의 

PC용품 편의점으로 시작됐다. 시작

하자마자 5개월 만에 전국 20여 개

의 가맹점을 생겨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고 2002년 2월에는 일본에 진

출한바 있다.

최근 일 이년간 한국경제의 불황으로 

침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이번 인도

네시아 진출을 계기로 제 2의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조립기종의 

판매 시 라이센스가 일반화 되어 있

지 않아 컴퓨터 판매는 하지 않고 서

비스와 주변기기와 소모품의 판매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믿을만한 서비

스 센터가 많지 않아 신뢰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빠른 속도로 확

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하나의 한국 브랜드가 인도네시아

에 뿌리를 내리길 기대해 본다.

미래에셋證,
인도네시아 재경조정부 차관 방문
미래에셋증권은 에디 푸트라 이라와

디(Edy Putra Irawadi) 인도네시아 재

정경제조정부 차관이 29일 오후 회사

를 방문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에디 차관과 최현만 

사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가

스, 석유 등)과 인프라(발전소, 공항 

등) 및 Batam지역 개발 등 전반적인 

개발사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

했으며 향후 실무진의 방문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

을 같이 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투자은

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해외사업영역 확대와 IB 

사업영역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10월 홍콩법인 설립과 인도 및 중국

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아시아 시

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외동포골프협회 창립 
해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한인 골

프인들의 모임인 재외동포골프협회가 

창립한다. 

8월 29일 창립준비위원회 측은 “창

립 행사는 오는 10월3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06 세계한상대

회 하루 전 부산에서 제1회 재외동포 

골프대회와 함께 열린다”며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창립 준비위원장은 이영현 세계한인

무역협회(OKTA) 회장이 맡았으며, 

창립 회원은 한창우 일본 마루한 회

장과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회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CEO클

럽’과 한상대회 참가자, 국내 20여 

명의 운영이사 등 80여 명이다. 

골프협회는 앞으로 한인 골프 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한국인 프로 골

퍼 육성 지원사업, 봉사 네트워크 구

축 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AI ‘인간 대 인간’ 전염 조사 
세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희

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도네시

아에서 AI의 인간 대 인간 전염 가

능성이 제기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티 파딜라 수파리’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은 “10대 소년

이 AI에 걸린 지방에서 9살난 소녀

가 AI로 숨진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

국이 인간 대 인간 전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

서 지난 5월 수마트라섬에서는 가족 

7명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당

시 실험 결과 인간 대 인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국제적인 이목

이 집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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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자국을 승인하지 않는 나

라의 남부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파

병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남부레바

논 유엔평화유지군 1차파견에 1천명

의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인도네

시아 남부레바논 파견 유엔평화유지

군이 29일 자카르타 교외 군기지에 

도열해 있다.

씨에스엠,“바이오에탄올 사업 
나선다” 
씨에스엠은 코스닥의 오디코프를 인

수,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뛰어든다고 

28일 밝혔다. 씨에스엠은 자사 최대

주주 최규호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설

립할 특목법인 투자를 위해 오디코프

를 인수했으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47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

자가 완료되면 총 34.2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씨에스엠은 이번에 실시한 유상증

자 대금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60년간 무상 불하받은 75만ha 부지에 

에탄올 원료인 열대작물 카사바를 경

작할 예정이다. 또 2010년까지 에탄

올 정제소 11개를 인도네시아 람풍주

에 설립, 연간 160억 리터의 에탄올

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印尼, 산불 연무 확산..
주민 1만명 호흡기 장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섬

에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나

온 연무(煙霧)가 지방도시를 덮쳐 주

민 1만명이 호흡기 장애를 호소하고,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피해

가 확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월 

27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에 따르면 위성사

진 판독 결과 산불의 중심인 열점

(熱點 hot spot) 지역이 수마트라에

서 106군데, 보르네오에서는 461군데

가 관측되는 등 수백 건의 산불이 열

대림에서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인

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번지

고 있다. 

리아우와 잠비주(州)의 보건 당국은 

이날 주민들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

고, 운전자들은 가시거리가 짧기 때

문에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리아주의 주도(州都)인 페칸바

루에서는 시커먼 연무가 하루종일 하

늘을 가렸으며, 주민 1만명이 호흡기 

장애를 호소했다. 

이같은 연무현상으로 잠비주에서는 

26일 하루 동안 두건의 항공기 이륙

이 지연됐으며 항공기 1대는 착륙을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공항 관계자는 “이 항공기는 6차례

나 착륙을 시도했으나 시계가 불량해 

결국 포기하고 인근 팔렘방 공항으로 

날아갔다”고 말했다. 

바수키 마르디안토 공항 책임자는 

“가시거리가 300ｍ도 안될 때도 있

어 이같은 연무현상이 더 악화될 경

우 공항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청에 따르면 가시거리가 4㎞이

하로 떨어지면 항공기 운항에 지장

을 주게 돼 각급 공항에 주의보가 

내려진다. 

말렘 삼벳 카반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은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연무가 인근 말

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각 지방 정부에서는 산

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이

날 당부했다. 

산림 관계자는 “산림지대를 경작지

로 일구려는 농민들 탓에 파종기를 

앞두고 이맘때면 열대림의 산불이 연

례 행사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거대 연무 방지를 위해 인도

네시아 당국은 화전(火田) 경작에 대

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

는 연무는 해마다 인접한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도 큰 골칫거리로 등

장, 지난 97-98년의 경우 항공 결항 

등으로 주변국가에 90억 달러의 손실

을 끼쳤었다.

27일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6 

요넥스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챔피온

쉽 혼합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 위

디안토(오른쪽)과 나츠셔 릴리아나가 

덴마크 엘릭슨 엔스와 숄다저 메테 

조를 상대로 우승한 후 시상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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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호빗족 유골’은 토종 피
그미 조상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동굴에서 

2004년 발견된 이른바 ‘호빗족 ’ 

유골은 처음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신종 인류가 아니라 오 늘날 이 섬

에 살고 있는 왜소 종족의 조상이라

는 연구가 나왔다 고 과학 웹사이트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23일 보도했

다. 문제의 유골은 성인인데도 키가 

90㎝에 불과하고 머리와 뇌 크기가 

비 정상적으로 작아 신종 인류 ‘호

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학명을 얻

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

버트 에커트 교수 등 연구진 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유골의 일부 

특성이 현재 플로레 스섬에 살고 있

는 람파사사 피그미족에게서도 나타

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미 국립과

학원회보(PNAS) 최신호에 발표했다.

印泥 테러공모자 2명 체포 
인도네시아 경찰이 테러 공모 혐의로 

고소된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반테러 태스크포스 팀장 

피트루스 레인하드 골로세는 이날 

“테러리스트에게 컴퓨터 기술을 제

공하는 등 테러를 도운 혐의로 고소

된 아궁 프라보오(23)과 아궁 세야디

(3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골로세 팀장은 이어 “프라보오는 수

도 자카르타에서 외국인들을 암살하

는 방법을 제안한 웹사이트 개설을 도

운 혐의로 고소됐으며 세야디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발리 폭탄테러범 

이맘 사무드라에게 컴퓨터를 사 준 혐

의로 고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라보오와 세야디의 체포는 

이달 초 이뤄졌다”고 밝힌 뒤 “그러

나 아직까지 체포된 두 명에 대한 혐

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印尼 독립 61주년 
인도네시아 아체주 남자들이 20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금주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제61회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국에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61번째 독립기념일 행사를 위해 화려하

게 분장을 한 여성이 미소를 짓고있다 

印尼, 무슬림 수천명 이스라엘 규
탄시위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수 천명이 13일 

동부 자바주(州)의 보조네고로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고 인도네시아 관영 안

타라 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숨방에서 보조네고로 시청 

광장의 모스크 대사원까지 이스라엘

을 규탄하는 내용의 글의 담긴 포스

터와 깃발 등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

였으며 집회에 앞서 이스라엘과 미국

을 상징하는 국기 모형과 인형 화형

식을 가졌다. 집회를 이끈 문자르 파

치만은 이 자리에서 “무슬림의 힘을 

모아 탄압에 맞서자”며 “이슬람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임

을 보여주자”고 역설했다. 이날 집

회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조직

인 나두툴 울라마(NU)와 무슬림 학

생 연합회(HMI) 등 무슬림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E1 인도네시아 LPG사업 진출 
E1이 해외 액화석유가스(LPG) 생

산·판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E1은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르타

미나와 LPG 추출 사업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양사가 특별 사업팀을 

구성,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절반씩의 지분을 갖는 합작

회사 설립, E1의 독점적 교섭권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앞

으로 1억5000만달러를 들여 인도네시

아 수마트라 남쪽 팔렘방 지역에서 

연간 32만t의 LPG를 15년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특히 2010년께부터 본

격적인 상업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E1측은 예상했다. 이렇게 생산된 

LPG는 국내에 도입되거나 인도네시

아 내수용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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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롤러스케이트를 타 본 경험이 

있을것이다. 바퀴달린 신발을 신고 롤러장이나 동네를 씽씽 

달렸던 그 시절 바퀴가 일렬로 달리 새로운 신발이 나왔고 

우리는 롤러블레이드라고 불렀다. 사실 롤러블레이드는 바

퀴가 일렬로 달리 신발을 처음 선보인 회사의 이름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롤러블레이드라는 명칭이 더 흔

하게 쓰이게 되었다. 이제는 롤러블레이드가 인라인스케이

트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레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봄이면 여기 저기 공원에 가족단위나 연

인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나오기도 한다. 요즈음엔 인

라인 마라톤이 인기를 끌고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자유롭고 편

리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는 더운 날씨와 자주 내리는 비만 제외한다면 

인라이스케이트를 즐기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이다. 주

택들이 모여있는 콤플렉스 단지내의 도로와 아파트에 작

은 평지만 있어도 어디서든 안전하게 즐길수 있다. 또 끌

라빠 가딩의 스포츠몰에는 흔히 말하는 롤러장이 마련되

어 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초기 비용만을 제외하면 차후 비용이 거

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 인라인스케이트를 구입하고

자 한다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스케이트를 잘 고려해서 선

택해야 한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사용자가 즐기려는 목적의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된다. 피트니스. 어그레시

브, 하키, 레이싱이 그것이다.

피트니스용 인라인스케이트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장 흔

히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인라인스케이트이다. 평평한 

도로를 주행하거나 내리막을 질주하면서 운동을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종류이다.

어그레시브용은 묘기를 부리기 위해 사용되는 스케이트이

다. TV에서 가끔 묘기 대회를 볼 수있다.

하키용은 말 그대로 하키를 할 때 신도록 고안된 스케이

트이다.

레이싱용은 레이스 선수들이 신는 스케이트이다. 물론 모든 

스케이트는 기본적인 주행을 하거나 운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용

처음 인라인스케이트를 접할 때 스케이트의 가격을 보면 

사실 누구든지 심장이 떨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구입후 인

라인스케이트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리 아깝지 않다

는 것을 알게 된다.

피트니스 스케이트의 경우 보통 15~30만원(한화) 정도면 

꽤 좋은 스케이트를 구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도 피트

니스나 하키 용도의 스케이트는 대부분의 몰의 스포츠용품 

인라인스케이트
시원하게 달린다.
인라인스케이트
시원하게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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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진열되어 있다. 나이키나 로체스(인라인 스케이트 

전문 메이커)등 꽤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스케

이트를 타고 묘기에 도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따만 

앙그렉몰의 2층에서 로체스사의 어그레시브용 인라인스케

이트를 구입할 수있다.

다만 레이싱용의 스케이트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인도네시

아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또 레이싱을 할만한 장소를 찾기

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만은 주의하자

인라인스케이트는 상당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실력이 늘어갈수록 부상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때

문에 인라인을 즐기기 위해선 완벽한 보호장비들을 착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도로 여건상 특히 

어린이들에게 보호장비가 무척 요구된다.

 혼자서 배우기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기 전에 기본적인 주행 기술들을 

무시하고 이것 저것 도전 하게 되면 좋은 폼으로 타기도 

힘들 뿐더라 후에 고급 기술을 배울 때 큰 벽에 부딫히게 

된다. 약간 지루하더라도 기본적인 주행기술을 자기 것으

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개월 정도만 기본 주행기술을 틈

틈히 연습하면 그 후에는 좋은 폼으로 길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인라인 스케이트도 기본

적인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저래 글로 자료를 모아

서 머리속에 그려보는 것과 직접 타보는 것은 천지차이 이

므로 직접 스케이트를 신고 타보는 것이 가장 빨리 실력

이 느는 방법이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어디에 좋은가요?

최근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팅은 바람

직한 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비교적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인라인의 다양한 운동 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유산

소운동으로서 뿐 아니라 스피드의 선택에 따라 근지구력에

도 도움을 준다. 칼로리 소모량이 시간당570~1150㎈정도로

서 달리기에 뒤지지 않는다. 스피드 감각과 함께 균형력, 협

응력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키나 사이클 선수들이 비

시즌 훈련으로 애용하기도 한다. 발을 디딜 때 바퀴에서 미

끄러짐 현상이 일어나는 데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바퀴

의 유연성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다. 전신을 골

고루 사용하므로 균형있는 신체의 발달이 필요한 성장기의 

어린이에게도 적합하다.

운동으로서의 효능뿐 아니라 쉽사리 운동을 시작할 수 있

도록 하는 접근성 면에서도 인라인은 탁월하다. 혼자서 탈 

수도 있고 단체로 즐길 수도 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여가

를 보내기에 적합하며, 편을 나누어 하키게임을 할 때는 팀

스포츠로서도 손색이 없다. 

실내나 실외 어느 곳에서나 즐길수 있으며, 심지어 자연 속

에서도 탈 수 있다. 이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휴대하기 간

편해서 별 어려움없이 간단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피트니스 용

레이싱 용

어그레시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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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청소

모든 용품이 그러하듯 관리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제품의 수명은 줄어들게 된다. 인라인 스케이트

라고 예외가 아니니 항상 관리에 주의를 해줘야 한다. 비싼 

돈들여 사놓고 관리 소홀로 인해 스케이트를 더 이상 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인라인 스케이트의 가장 중요한 베어링 관리와 청소는 인

터넷을 이용하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기간 인라

인을 타지 못할 경우에는 베어링 청소를 꼭 해줄 필요가 있

으므로 유의하자. 스케이트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시 물기가 뭍었다면 건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건조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끌라빠 가딩의 스포츠 몰에 있는 장소 정보

가격은 주말에 35000 루피아 주중엔 30000루피아 이고 시간 

제한은 없다. 장소는 그리 넓지 않지만 아이들과 스케이트

를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을 듯. 인라인 스케이트 외에도 전

동 스쿠터와 인라인 하키를 즐길수도 있다. 

스포츠몰

주소: Kelapa Gading Lt. 3. Jl. Kelapa Nias HF No. 3

Tel: 021 2850 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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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은 때로 해독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해독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좋은 풍경을 두고 누구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노릇은 곤혹스럽다. 함께 와서 보면 모든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산과 강과 숲이 ‘자연’이라는 이

름으로 한데 어우러져 있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

게 한다. 이 여행은 그래서 복합적이고 목적도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풍경을 감상하고 돌에 새긴 역사도 되새기는 이 

길을 단순한 외유나 소풍에 비길 수 없다.

 CIAMPEA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밭이 펼쳐진 시골 마

을이지만 예전에는 길이 비포장 도로여서 먼지가 폴폴 날

렸다. 그러나 지금은 차 한대 정도는 쉽게 다닐 수 있는 포

장도로가 잘 만들어져있다. CIAMPEA는 batu tulis(돌에 새

긴 글씨)의 유적지로, 한때  Tarumanegara (taruma:염색

용으로 사용되었던 지역 식물, negara:나라) 왕국의 중심

지였다.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서부 자바는 Tarumanegara 

왕국이 있기 전부터 이미 잘 발달되었다고 한다. 그곳은 중

국과 인도의 무역로였다. A.D 초기에 인도에서 온 사람들

이 Java에 도착했고, 그들과의 무역로가 순다 해협을 통과

하여 만들어졌다. 

 서부 자바인들은 A.D 4세기 경 Tarumanegara 왕국으로부

터 군주제를 도입했다. 약 3세기에 걸쳐 번성하던 이 왕국

은 7세기에 이르러 쇠망하기 시작했다. 이때 Pajajaran 왕국

이 서부 자바 남동쪽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Tarumanegara 

왕국을 뺏을 때까지 많은 지역을 지배했다. 왕에 대한 믿음

과 찬사를 하며 새 왕을 받아들였다. 이 찬가가 돌에 새겨

져 있어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이 고대 왕국의 수도라고 추

정한다. 돌은 과거를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지역에 있는 Batu Tulis는 Tarumanegera 왕국의 Pur-

nawarman 왕에 대해 적혀 있는데, 이 왕은 A.D 450년경에 

살았고 자바에서 가장 오래된 관개수로를 만들었다. 

 Tarumanegara 돌에 새겨진 것은 5세기 중반부터 씌어

진 것인데, 여기에는 동부 칼리만탄에서 발견된 가장 오

래된 산스크리트어 새겨 넣기와 언어, 문장, 손으로 쓴 글

이 있다. 

 중부 자바에서는 새겨 넣기와 큰 비석 같은 것을 2세기 후

반에 와서야 만들어 내었다. 돌은 불멸은 아닐지라도 영원

성에 가까운 물질이고 여기에 글이나 표식을 새겨 넣는 일

은 곧 그 연원의 중대성을 의미하거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적은 종종 그 진실성을 의심받기도 하지만 돌에 새

긴 글은 의심받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한다.  이

처럼 돌이야말로 과거를 아는 신비의 열쇠로 대단히 중요

하게 취급된다. 

Purnawarman왕이 탔던 하얀 코끼리 발자욱

- PRASASTI Kebon Kopi

 이 돌은 “Son Batu Tulis” 라는 팻말을 지나 왼쪽에 위

치해 있다. 돌에는 2개의 코끼리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데 

이 발자국은 위대한 왕국의 왕이 탔던 하얀 코끼리 발자국

이라 한다. 치열했던 신들의 전쟁에서 Batara Indra가 탔던 

코끼리 Airvata보다 더 빛난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원래는 

평평했는데 보존하는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기울

었다. 뒷다리의 흔적은 점점 없어졌다고 한다. PRASASTI 

Kebon Kopi  라는 이름의 유래는 예전에는 주변이 모두 커

피 밭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씽콩, 옥수수, 땅콩, 파파야등

을 윤작을 한다고 한다. 

세계의 왕 Purnawarman -Prasasti Ciaruteun 

 Prasasti Kebon Kopi에서 나와 포장도로로 되돌아와서 오

른쪽으로 돌아, 조금 더 가면 50m가 남았다는 팻말이 나온

진화가 아직 덜된 아주 먼 과거에 사는 사람을 만날 것 같은 
5세기 힌두 왕국의 유적지 BATU TULIS - CIAMPEA

사공경 JIKS 교사, 한인회 문화탐방반 운영

인니 문화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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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집은 언뜻 보기에는 가정집처럼 보인다. 

 방에  Prasasti Ciaruteun를 모셔 놓았다. 이 방은 신성한 

곳이므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이 돌에는 2개의 발

지문과 2개의 작은 꽃들과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용기 있고 용감한 Tarumanegera의 왕인 세

계의 왕 Purnawarman의 것인데 힌두 신 Vishunu의 발지

문을 닮았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원래 Ciaruteum 강 주변

에 있었는데 1981년에 이곳으로 옮겨다 놓았다. 16명의 인부

가 한 달에 걸쳐 8톤의 돌을 옮겼다. 작은 시멘트로 된 비

석은 본래 있었던 곳에 세워졌다. 돌의 뒤쪽에는 낙서가 있

다. 강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부스러졌지만 새겨진 글씨들

은 아직도 선명하다.

  

체스놀이 Batu Dakon  

 발걸음을 다시 대로로 돌려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우체국 뒤

편의 집들을 지나 곧장 걸어가면  몇 개의 구멍이 나 있는 

2개의 둥근 돌이 보인다. 이 돌은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일종

의 체스 놀이를 했던 돌판이다. 그리고 두 개의 서 있는 둥

근 돌은 Lingga(힌두 신전에서 발견된 남근상 형상의 돌)라 

한다. 놀이를 하다가 피곤하면 이곳에 기대어 쉬었다고 한다. 

앞에는 힌두 왕국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가이드 

역할을 도맡아 해주는 Pak  Atma의 조상들의 묘가 있다. 또 

마을에 Atma 씨가 만든 우물이 있다. 12미터나 되는 우물을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 매끄럽지 못해 더 정감이 

간다. 우물 앞에 왕궁 주춧돌이 아무렇게나 뒹군다. Atma 씨

가 열변을 토했다. 보고르 시청에 여러 번 안건을 올렸는데

도 예산이 없다고 시정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아직 해독되지 않는 Prasati Muara Cianten  

 주도로로 다시 나가서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탈길이 나오는

데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 돌로 길을 만들어 놓았다. 돌길을 

따라 강 아래에 Gravestones 이 있다. 강에는 대나무로 만든 

뗏목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낚시하는 사람, 강

가에서 한가하게 노는 사람, 대나무 뗏목을 타는 사람, 강가

에 있는 이 돌은 Prasasti Ciaruteun보다 더 오래된 돌인데 여

기에 새겨진 그림같은 글씨는 아직 해독이 되지 않는다고 한

다. 기이하고 유령이 도는 이곳.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

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다. 숲이 있고 멋진 강

이 있는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왕들은 저절로 신비한 힘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나무 뗏목을 타고 강 건너에 

가서 산길을 걸어본다. 내 몸에도 신비한 기운이 생기는 것 

같다. 때로는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다. 이곳에서 1시간 정도거리에 금광이 있다고 한다. 그곳

에서 흘러나오는 금을 채취한다고 했는데 대나무 널판지를 

비스듬하게 해 놓고 그 위에 수건을 깔고 강물을 수건위로 

계속 부으면 대나무 골 사이사이 타올에 금이 남는다는 것인

데 방법이 너무 재래식이다. 하루 종일 땡볕에 사금을 채취

하는데 10만루피아 정도를 번다고 했다. ‘발동기라도 사용

하면 훨씬 빠를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효율성과 생산

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사회 얼마나 천박한가를 생

각하면 이러한 재래 방식이 경건해 보이기까지 한다.  

 우리 옛 노래에도 남녀의 사랑의 맹세를 돌에 새긴다는 말

이 있다. 묘비의 비석도 물론 돌이다. 돌은 곧 영원성이며 마

음의 새김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불변을 상징하고 풍상의 

세월을 무난히 견딘다는 의미를 지닌다. 돌에 새겨진 글이나 

무늬를 보고 있으면 경건함이 느껴진다. 그 경건함은 인간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돌 자신에 대한 무한의 경배이기도 하

다. 의미는 가벼운 종이장이나 어떤 사원의 벽이 아닌 영원

성을 상징하는 돌에 새겼으므로 한층 더 무겁고 크게 느껴진

다. 돌은 인위적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보게 되면 마음 한 곳에 그 흔적

이 분명하게 남게 된다.

  여행이란 가슴에 있던 돌을 거기에다 버리고 돌아오기 위

해 떠나는 것인데, 이 여행은 돌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오는 

여행이니 아이러니하다. 그렇지만 전혀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볍고 그 의미는 새삼스럽다. 휘파람 난다. 

진화가 덜된 그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참고서적:

The Jakarta Explorer (Indonesian Heritage Society)

129회 한인회 문화탐방
10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PUNCK < Telaga Warna(호수) 주변 산책,  Melimba 

Garden, 국립 꽃 박물관>

연락처 : 사공경  0811 690 9976

바뚜 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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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한국무역진흥공사   574 1522
한국국제 협력단   522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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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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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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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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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교회        739 9009
동부교회       4584 3458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안디옥 교회       7278 7944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교회        720 8014

천주교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건강식품/건강원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삼붕야와        867 255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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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렌터카/기사클럽
우리 렌터카    081 119 3069
한성 렌터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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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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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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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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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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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S.O.S         750 5973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솔         251 2030~1
대감집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산타코리아        722 9921
수라청         527 8721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신문
동아 일보        720 6802
조선 일보        315 0815
중앙 일보        914 2155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여행사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153 TOUR        5720 153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345 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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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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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FIRSTA EXPRESS       525 1628
ZIMMOAH             4786 6502
HANINDO EXPRESS     252 5123
FNS        8998 2855
DHL        7919 6677
QCN         520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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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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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625 6777
싱가폴 항공        570 4411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720 7727

컴퓨터, IT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생활정보 가이드

한인뉴스 광고를 받습니다.
광고문의 : 52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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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의 도시에 사는, 나의 은수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의 도시에 사는, 당신의 인물

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당연하다. 나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2005년 늦여름부터 2006년 초여름까지 은수와 함께 지냈다. 누군가와 헤어져야 할 때 억지

로라도 태연을 가장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맨송맨송한 얼굴로 보내

기 힘들다. 덕분에 여러 가지를 버틸 수 있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달콤한 나

의 도시』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은수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_『달콤한 나의 도시』 中 「작가의 말」에서 

“후회하지는 않으련다. 혼자 금 밖에 남겨진 자의 절박함과 외로움으로 잠깐 이성을 잃었었

다는 핑계는 대지 않겠다. 저지르는 일마다 하나하나 의미를 붙이고, 자책감에 부르르 몸을 

떨고, 실수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자기발전의 주춧돌로 삼고. 그런 것들이 성숙한 인간의 태

도라면, 미안하지만 어른 따위는 영원히 되고 싶지 않다. 성년의 날을 통과했다고 해서 꼭 어른으로 살

아야 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미성년으로 남고 싶다. 책임과 의무, 그런 둔중한 무게의 단

어들로부터 슬쩍 비켜나 있는 커다란 아이, 자발적 미성년.” (본문 43쪽 )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이해 못할 인간의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틀만 지나면 나는 서른두 살이 된다. 고작 서른둘이다. 얼마나 더 살아야, 불쑥불쑥 들이닥

치는 생의 불가사의에 대해 의연하게 찡긋 윙크해줄 수 있을까? (본문 146쪽) 

그러나 도시의 방과 방 사이, 집과 집 사이는 다닥다닥 붙어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물

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불편하다며 늘 투덜거리곤 한다. 타인과 가까이 있어 더 외로운 느낌을 아

느냐고 강변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언제나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나만의 사람, 여기 내가 있음

을 알아봐주고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갈구한다. 사랑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그가 내 곁

에 온 순간 새로운 고독이 시작되는 그 지독한 아이러니도 모르고서 말이다. (본문 180쪽) 

달콤한 나의 도시   
저자 정이현 |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신영복 함께 읽기
저자 강준만, 김동춘, 김명인, 김명환, 김창진 | 출판사 돌베개

우리 시대의 스승 신영복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책 <신영복 함께 읽기>. 기존의 의례적인 

정년기념 논문집이 아니라, 신영복의 책을 감명 깊게 읽고 그의 삶에서 영감을 얻었던 사람들

을 대상으로 다채롭고 풍성한 ‘신영복 읽기’를 시도한 새로운 형식의 정년기념 문집이다. 

이 책에는 사회학자, 사학자, 정치학자, 문학평론가, 도서평론가, 미술사가 등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참여해 그의 문학과 예술세계, 그리고 사유를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의 생

애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학계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각계각층의 지인

들도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신영복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세 차례의 걸친 본격적

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신영복의 생애와 사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다. 삶과 사유, 글과 예술, 신영복 

다시 읽기, 신영복 깊이 읽기라는 네 가지 주제로 그를 재조명하고 있다. 2부에는 신영복과 인연

을 맺었던 지인들의 사적인 기록을 담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신영복과 사적인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의 기록을 통해 그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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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관심 -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1%의 힘   

소중한 사람과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뜨거운 관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자신

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고 관심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차가운 관심’일 가

능성이 높다. 이 책은 모든 성공은 타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차가운 관

심’을 뜨거운 관심으로 변화시키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40대 직장인 주인공 선우.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그는, 어느 

날 정리해고와 아이들과의 불화, 아내의 암 선고 등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다. 처음엔 능력 없는 팀

원들과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탓하지만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차

가운 관심’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콜드리딩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 잡는 마법의 화술 ‘콜드리딩’ 

마케팅이나 영업, 서비스 등 비즈니스에서부터 프레젠테이션, 맞선, 연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

에 곧장 써먹을 수 있는 금단의 대화법인 ‘콜드리딩’을 소개한 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는 

콜드리딩의 기본을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 4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부에서는 콜드리딩을 배우기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대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

는 간단하면서도 위험한 테크닉’을, 그리고 2,3,4부에서는 <기본편 → 실전편 → 고급편>의 3부분으

로 나누어 콜드리딩을 실제로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본 5단계, 일상생활과 접목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콜드리딩 테크닉 등을 전격 공개한다.

이시이 히로유키 지음

웅진윙스 펴냄

하우석 지음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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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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르완다 Hotel Rwanda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후투족이여, 일어나라!” 

1994년 르완다 수도 키갈리.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두 부족의 공존을 위해 평화 협정에 동

의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후투족과 투치족의 대립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평화 협정의 진행을 돕기 위해 UN군이 파견되

었고,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취재하기 위

해 르완다로 몰려들었다.

르완다의 최고급 호텔 ‘밀 콜린스’의 호텔 지배인인 폴 루세

사바기나(돈 치들)는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밀려드는 취재 기

자와 외교관들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랑 받는 가

장이자 지배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폴은 하루빨리 협

정이 체결돼 르완다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이 살해당했다. 큰 나무를 베라. 투치족을 쓸어버리자!” 

르완다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르완다의 상황은 악화된다. 

후투족 자치군은 대통령 살해의 책임을 빌미로 아이들까지 투

치족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온건파 후투족까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협을 느낀 폴은 투치족 아내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로 피신

한다. 이후 그곳으로 수천명의 피난민들이 모여드는데…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전세계도 외면한 잔혹한 학살 속에서 가족과 차마 버릴 수 없

었던 1,268명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

는 폴. 불가능해 보이는 그의 도전이 뜨거운 감동으로 당신

을 적신다… 

나 없는 내 인생 My Life Without Me
첫 사랑인 남편, 천사 같은 딸들, 남루하지만 소중한 일상…

스물 셋,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찾아온 나 없는 내 인생… 

17살, 너바나의 마지막 콘서트에서 만난 남편 첫 키스를 하고 

첫 사랑을 나누고 첫 아이를 낳았다. 

앤(사라 폴리), 23살. 

6살, 4살 된 두 딸과 일년의 반 이상은 실직 상태인 남편과 함

께 친정 엄마 마당 한구석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 그

녀는 낮에는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대학의 야간 청소부. 부유하

지도 않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하루하루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23살이 막 지난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작스런 복통

으로 쓰러진다. 셋째 아이를 기대했던 앤에게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선고. 자궁암 말기. 남은 시간은 겨우 2달.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앤은 충격을 받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가족 누구에게도 자신의 죽음을 알

리지 않고 혼자서 삶을 정리하기로 한 것. 

가장 먼저 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해야만 하는 10가지 리

스트를 만든다. 

나 없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생각했던 것 보다 삶이란 건 나쁘지 않아…

이렇게 당신도 만나게 해 주고… 

차츰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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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정원
현재…17년을 훌쩍 뛰어넘은 낯선 서울 

80년대 군부독재에 반대하다가 젊음을 온통 감옥에서 보낸 현우

(지진희 분). 17년이 지난 눈 내리는 어느 겨울, 교도소를 나선

다. 변해 버린 가족과 서울풍경, 핸드폰이란 물건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단 한 사람, 감옥에 있던 17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지갑 속 사진의 얼굴만이 익숙하게 다가온

다.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바로 한윤희(염정아 분)다. 며칠 후, 

현우의 어머니는 그에게 한윤희의 편지를 건넨다. “소식 들었

니? 한선생, 죽었어.”

과거…그냥 그대로 머물고 싶은 6개월간의 행복, 갈뫼 

1980년, 도피생활을 하던 현우는 그를 숨겨줄 사람으로 한윤희

를 소개받는다. 윤희는 첫눈에 봐도 당차고 씩씩하다. 자신은 운

동권이 아니라고 미리 선언하지만, 사회주의자라는 현우의 말에 

“아… 그러세요? 어서 씻기나 하세요, 사회주의자 아저씨!” 라

며 웃는다. 현우는 그런 윤희와의 갈뫼에서의 생활에, 마치 딴 세

상에 온 듯 한 평화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동료

들이 모두 붙잡혔다는 서울 소식에 갈등하던 현우는 갈뫼를 떠날 

결심을 한다. 그리고 윤희는 그를 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지고 17년이 흐른다. 

다시 현재…그는 그들의 오래된 정원을 찾을 수 있을까? 

윤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갈뫼를 다시 찾은 현우. 그

는 윤희가 그에게 남긴 일기와 그림을 찾으며 17년 전의 과거로 

빠져든다. 과연, 그는 그곳에서 그토록 꿈꾸었던 그들의 오래된 

정원을 찾을 수 있을까?

플라이트 93 United 93 
무역센터, 펜타곤에 연쇄 충돌한 3대의 민항기

세계를 발칵 뒤집은 9.11 테러사건!

그러나 그날, 납치된 비행기는 총 4대였다…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감도는 뉴저지 공항.

새로운 국장의 취임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미국연방항공국.

민항기들을 인도하고 진로를 체크하느라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

는 관제센터. 편안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듯 고요한 9월 11일 오

전. 그러나 갑작스레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민항기로 평온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보스턴에서 L.A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AA11’편이 예고 없

이 항로를 이탈하고, 관제센터가 교신을 시도하지만 아무런 응

답이 없다. 그 순간 들려온 이국적인 말투의 짧은 교신, “우리

는 비행기들을 납치했다!”

美 영공에 떠있는 민항기는 총 4200대! 군과 항공국은 납치된 것

으로 추정되는 민항기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 시각, CNN에서는 뉴욕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

돌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다.

세계무역센터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

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뉴욕은 극도의 공포로 마비된다.

같은 시각,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하고 있는 ‘유나이티

드93’편의 승객들은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평온한 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으로 위장한 테러집단들이 

행동을 개시, 비행기를 장악하자 공포에 휩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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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행사 및 공지 사항

대한항공 안내문
미주 출도착 보안검색 강화 

영국 발 미국 행 여객기 공중 폭파 테러음모 적발에 따라 미국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는 테러경보 수
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켜 초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비상 조치에 따라 즉각 모든 미국 내 공항에서 강도 높은 보안 검색을 펼
치고 있으며, 전세계 공항에서도 미주 지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승객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편에 탑승하여 미국,캐나다로 출도착하시는 고객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미국 TSA, EA(Emergency Amendment) 주요 내용 > 
○액체 및 젤류(음료, 샴푸, 선탠로션, 크림, 치약, 헤어젤 등 유사품)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
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 예외 품목 : 유소아 동반 시 유동식(모유, 우유, 또는 주스), 탑승권의 승객 성명과 일치하는 처방 의약품, 인슐린 등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필수 의약품

○탑승수속 후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 및 주류도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신발류 100% X-ray 검색 

※ 단, 신발을 벗을 수 없는 장애인, 노인의 신발은 폭발물 흔적 탐지기(ETD) 검색 실시
○보안 검색 거부 승객은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미주 출도착 항공편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로 인해 출국장 혼잡 및 출발 지연이 예상되고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
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오셔서 직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발 항공편 보안검색 강화

영국발 여객기에 대한 테러 시도가 적발됨에 따라 영국 정부(UK Department for Transport)는 가장 높은 등급의 테러 경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런던 공항 (Heathrow Airport)에서는 강도 높은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런던발 인천행 대한항공 908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과, 인천발 대한항공 907편으로 런던에 도착하여 타 항공사
로 환승 예정인 고객께서는 여행 중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영국 정부 보안강화 조치 내용 >
○아래에 나열된 물품 이외에는 기내 휴대가 금지됩니다.
1) 현금, 카드 등을 포함한 손지갑
2) 항공권, 여권, 여정표 등 기본적인 여행 서류
3)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 및 혈당 조절 등 개인 비상 의약품
4) 안경 및 선글라스 (케이스는 위탁 수하물로 수속하여야 함)
5) 콘택트 렌즈 (세정액은 반입 불가)
6) 유아 동반 시 유아용 유동식 (모유, 분유, 이유식, 주스 등) 및 기저귀 등 유아용 위생용품 (손수건, 크림 등)
7) 여성용 위생용품
8) 손수건 또는 화장지
9) 열쇠 (전자식 열쇠는 반입 불가)

○음료수 및 주류 등 일체의 액체 물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모든 승객에 대해 신체 검색은 물론, 착용한 신발과 휴대품에 대해서도 X-Ray 검색이 실시됩니다.

※ 휠체어, 보행 보조 기구 등도 X-ray 검색 실시
런던 공항(Heathrow Airport)에서 환승하시는 고객은 입국 절차를 거쳐 위탁 수하물을 수취 후 연결 항공사에서 재 수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승 카운터는 잠정 폐쇄됨)

영국 출발 항공편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로 인해 출국장 혼잡 및 출발 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
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오셔서 탑승 수속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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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화백 13회 개인전

색은 이 세상을 만드는 재료이며 하늘, 바다, 구름, 나

무... 어느것 하나도 색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림

을 그리다 보면 하늘은 반드시 파란색만이 아니며 단

풍이 붉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시: 2006. 9. 16 ~ 19

오픈식: 2006. 9. 16(토) 오후 6시

장소: Bimasena Club, Dharmawangsa Hotel

주소: Bimasena Club, Dharmawangsa Hotel

,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한인회

법무.투자.지적재산권 상담 안내(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58, 

       Jakarta Selatan

전화: (021)529-60643 

휴대폰: 0816-1911245

상담방법: 면담 혹은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개인법무.투자.지적재산권.

             파산.가사 등 법적인 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변호사.변리사.관재사)

제 5차 세계 한상대회

한상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일시: 2006. 10. 3(화) ~11. 2(목)

장소: 부산, BEXCO

주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관: 재외동포재단, 부산광역시, 매일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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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을 위한 미술강좌 개설

강좌: 미술과 생활

내용: 현대를 사는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미술상식과 우리의 주변 생활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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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