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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퇴직금, 계약직 고용문제, 초과근무, 건강검

진 등 우리기업의 주요관심사에 대한 인니정부의 설명 

및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인니 노동법 설

명회’가 대사관 주최로 지난 1월 9일 자카르타 술탄호

텔 아시아룸에서 70여 명의 한인기업인들과 노동법 관

련 인니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됬다.

   이선진 대사는 인도네시아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사관과의 정보교류, 인니 현지 정부에 대한 외국인기

업의 요구사항을 청원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며 이 설명

회의 취지를 전했고, ‘한국투자와 관련해서 현재의 노

동법을 점검, 지속적인 투자가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며 인니 노동관계 당면과제

에 대한 양국의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를 

희망한다’는 노동부장관의 메시지를 인력이주부 국장

이 대리로 전했다.

   이날 인니정부측에서는 인력관리고용,노동고용복

지,산업관계분쟁조정, 노동부법률등의 전문 담당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각 분야에서 현재의 법적 가이드라인

에서 조화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인니정부측은 노동법 13호 법령에 대한 기본배경 설

명을 통해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측의 원활한 고용관계를 위해서도 만들어 졌음을 설

명하고 또한 항상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자의 ‘휴가 및 근무시간’, ‘사규’, ‘해

고’등에 관한 노동법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이 이어졌

다.

   설명에 이어 한국기업인들은 계약직(13조 1항, 50조 

2항), 노동시간, 휴식 및 휴무(79항), 잔업수당, 정기검

진, 해고절차, 사망자와 정년퇴직자등에 관련한 질문들

을 쏟아냈고 이에 대한 인니 정부 담당자들에 대한 구체

적인 답변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의 기업운영상황에서 잔업포함 근무시간 

54시간은 충분치 않으며 앞으로 법률의 개정 예정이 있

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당 54시간 규정은 인도네시아 

인의 체력과 환경특성을 참고로 각계 전문가와 노동환

경청에서 제정하였고 현재 목재, 해상 산업, 육상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외에는 

허용 논의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

한 안건의 제안시 관계처 협의를 해볼것이다.’라고 답

변, 법률에 관한 재 논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날 노동부 내의 한국 노동문제 전문 담당부서

인 코리안데스크를 두는 방안에 대한 이선진 대사의 제

안에 인니 노동부측은 긍정적으로 보고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이선진대사는 인도네시아 노동부 참가자

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동부내 코리안데스크의 적극적

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사관 주최 ‘인니 노동법’ 설명회 개최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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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

아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50만불 상당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및 예방 

물자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원했다.

   이를 위해 ‘07.1.30(화) 인도네시아 농업부 청사

에서 주인도네시아 이선진 대사와 인도네시아 농업부 

Anton Apriyantono 장관간에 물자 전달식이 실시되

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조류인플루엔자(AI) 진단시

약, 보호장비 및 소독용 스프레이 등 총 7종 27,335개

이며, 인도네시아 농업부 측은 동 지원물자를 자카르

타, 수라바야, 발리, 람풍, 마까사르, 발릭빠빤, 벙깔루, 

암본 등 총 11개 지역의 동물검역소에 배포하여 활용

할 계획이다.

   물자전달식에서 이선진 대사는 우리 정부의 물자

지원이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방지 및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Anton Apriyantono 농업부 장관은 한국정

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지원물품이 인도네시아 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

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

래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는 등 다

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한국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물자 지원은 인도네

시아 정부 및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부 조류인플루엔자(AI) 물자지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해 보호장비 등 50만불 상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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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우리은행은 1월24일 Kapuk 골프클럽에서 

고객사은 재테크 세미나 및 골프행사를 가졌다.

   본행사는 인도네시아우리은행 출범 7주년 및 우리프

레스티지클럽 창립 1주년을 기념한 고객사은의 일환으

로 개최되었다.

   오전 재테크세미나로부터 시작하여 골프대회, 저녁 

만찬에 이르기까지 약 140명의 고객들이 참가하여 시

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의 눈길을 끈 우리은행 PB사업 전문

강사들의 재테크강의인“절세전략”(류우홍 센터장), 

“자산관리 방안”(박승안 부부장),

   “부동산시장 전망”(안명숙 차장) 세미나에서는 한

국내 재테크 방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표명과 

더불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 있었던 골프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

이 있었는데 최종 Winner는 신고핸디 10에 3언더를 친 

김평수 “토박“ 대표가 차지했슴

   이날 행사에는 승은호 한인회장과 대사관의 정용칠 공

사등 많은 우리은행 고객들이 참석하여 출범 7주년이 된 

우리은행을 축하해 주었고 계속해서 인니 한인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우리은행, 
고객사은 재테크 세미나 및
골프행사 개최

외환은행, 
찌까랑에 출장소 개설

자카르타

  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은 지난 25일 자카르타 

외곽에 위치한 찌까랑에 출장소를 개설, 현지 기업 대표

들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현지 감독당국과 공관인사를 비롯하여 주요 기업

인 등 20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출장소 

개설을 축하하는 성대한 리셉션 행사도 열렸다.

  외환은행은 자카르타 Shangri-La 호텔에서 칵테일 파

티, 개소기념식, Dinner 및 축하 공연 순으로 리셉션 행

사를 갖았다. 특히 Dinner 후 5개의 전문댄스그룹이 펼

친 축하공연은 모든 참석자로부터 끊임없는 박수를 받

을 정도로 열광적이고 화려한 시간이 되었다.

  찌까랑은 산업공단 밀집 지역으로 삼성, 현대, LG계열

사 및 협력업체를 비롯, 교민업체 등 총 100 여 개 기업

들이 입주하여 활발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어 입주기

업과 지역 내 교민들의 금융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찌카랑 출장소 개설로 그 동안 자카르타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찌카랑 소

재 기업과 교민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지진출 국내기업과 교민들의 금

융거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산업공단 밀집지역에 출장

소를 개설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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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BU KYUNG INDONESIA(이하 부경 인도네시아)는 2006년 6월 서부 자와주 KARAWANG군에 

위치한 (구) PT.GOLDEN ADISHOES를 인수하여 2006년 8월부터 건물 증축 및 기계설비를 통해 부경 

인도네시아로 다시 태어났다.

   11월 1일부터 본 생산이 시작되어, 금일 2006년 12월 8일 창립기념식과 더불어 첫 컨테이너 선적 및 창

립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창립 기념식을 축하해 주기위해 인니 산업부 차관급 2명, 서부 자와주 주지사, 까라왕 군수, 자우하리 

(前)재한국 인니대사, 신동학 산자관, KMK 송창근 사장, PRATAMA 서영률 사장, 언론 기자 등 약 300 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 태어나는 부경 인도네시아를 축하해 주었다.

   부경 인도네시아는 2006년 12월 현재 제조 3개 라인, 2007년 4월에 제조 3개 라인을 추가 설비하여 총 

종업원 4,000 여명으로 HEELYS의 메인 생산 공장으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최종상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가 점점 불안해져 가고 앞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현실 속에 부경 인도네시아가 많은 우려와 기대를 안고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라인을 구축

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난 선발기업들의 과오를 거울삼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을 밝히고  ‘변화와 혁신’, ‘적

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일구어 가겠다고 전했다.

새롭게 태어난 PT. 부경 인도네시아
- 12월 8일 창립기념식 및 첫 컨테이너 선적식 가져 -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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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시청 배구단이 지난 2006년 10월

18일 PT. BooSung 김종령 사장의 주선으로 인도네

시아 국가 배구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한차례씩 상호 방문경기를 갖기로 한데 이어 그 첫 번

째로 지난 1월 12일부터 4차례의 인도네시아 실업팀 

및 선발선수들과 경기를 갖았다. 

   수원시에서는 배구협회 신현삼회장(㈜아세아 C&C 

대표)을 비롯 김종기(수원시 의회 의원)과 체육국 황

환수 사무국장 등 14명의 관계자와 12명의 여자 배

구선수들이 방문 했었다. 선수들 중에는 지난 90년도

에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

름들이 많았는데 장윤희, 지경희, 구민정, 김연, 최보

숙 등으로 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많은 인도네시아 

지도자 및 체육회 관계자들이 올해 있을 2월과 3월의 

전 인도네시아 배구리그에 두 달 동안 인도네시아 배

구 발전을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기

참여를 제의 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가 배구연합회의 총회장인 Mr Edy 

Sutanto(현 경찰총장)과 Mr.Nyoman Sukesna(현 사

무총장)은 한국선수들의 뛰어난 기량들을 보고 향후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들과 같이 소질이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등을 한국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며, 이번과 같은 기회를 통해 많은 과제

를 느끼고 수원시와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6월 중 인도네시아 국가대

표 급 선수를 선발하여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보름 동

안 계획 중이고 현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

록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PT. BooSung은 

배구단 방문동안 많은 애를 써준 김남빈 사장 및 김갑

용 사장, 안성근 박사와 선수들의 식사 등을 챙긴 윤정

임 여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자카르타

배구로 맺은 한-인니 사랑

수원시청 배구단,

인니 실업팀과 친선경기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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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기도의 향연’, 

제2회 Rucy Flower 회원전 열리다

바람부는 언덕, 황진이, 가시리, 행복한 그대에게, 놀부네 

집 박 터졌네, 숲속의 속삭임, 환상 교향곡 등 등. 시나 노

래 제목이 아니다. 제2회 루시플라워 회원전(2007년 1월 

20일~21일, 자카르타 성요셉 성당)에 출품된 꽃꽂이 작품

들의 제목이다. 

6년 전 최정순 선생에 의해 봉오리를 맺기 시작한 꽃을 사

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두 번째 꽃을 활짝 피워냈다. 이들

은 이국땅이 피어낸 꽃들을 한국여성들의 미의 손길과 정

서를 가미한 아름다운 심상들을 빚어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꽃을 간절한 기도와 순정한 염원의 시로 다

시 탄생시켰다. 꽃이 본래 지닌 향기보다 더 짙은 향내를 

실어냈다. 

임재호, 서정희, 이정민, 최연주, 정귀애, 김향숙, 김숙희, 류

경희, 오일안, 김명경, 김영애, 김정숙, 유희숙, 강성애, 문현

숙, 오영애, 박미선, 배영숙, 이명숙, 김순연, 이명희, 정향자, 

박정현, 김미현, 김애경, 윤영미, 송은주, 진영미, 문성숙, 조

예숙, 안미영, 송은자, 유명숙, 최보경이 그 주인공들이다.

산이나 들, 정원 어디라도 꽃을 보는 일이 어찌 즐겁지 않

을까. 그런데 꽃꽂이전의 꽃들은 또 새롭다. 빚어낸 사람들

의 결이 고운 마음이 가득 가득 담겨 있으니 당연할 일이

다. 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임이 또 느

껴지는 순간이었다.

한인회 소식

바로잡습니다
한인뉴스는 2007년 1월호 오자를 바로잡습니다.

19쪽 신상석 PT.BUSANA PRIMA GLOBAL을 박재한 PT.BUSANA PRIMA GLOBAL으로

22쪽 재인도네시아 지역 한인회장 명단 중

 박찰구 한인회장을  박철구 한인회장으로

 김동수 발리한인부회장을 김동수 발리한인회장으로

51쪽 132회 문화탐방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8을 신유희 0818-708-228로

88쪽 발리한인회 0361 755 130을 발리한인회 0361 286 248로 바로잡습니다.

한인뉴스는 편집자의 실수로 인해 오자를 낸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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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한인회 ‘송년의 밤’

화합과 단결의 발리 교민사회 보여줘

   발리한인회는 지난 12월 27일 발리 교민들과 함께 보람찼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하였

다. 이날 발리한인회와 교민들은 화합과 단결, 땀방울을 통해 얻어낸 2006년도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함

께 나눴으며 점점 다양해지는 교민사회와 우리의 중심체인 한인회로 모여드는 애정들을 볼때 한인사회

가 그간 많은 발전을 했왔으며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더욱 밝은 기대에 차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발리 총 거주교민 240명 중 90%이상의 교민이 참여한 송년의 밤은 발리 한인회가 명실공히 발리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구체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대목이었다.

   이날 교민들은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과 장기자랑으로 송년의 밤 분위기를 한껏높였다.

한인부녀회의 꽃타령, 어린이 장기자랑, 어린이 악기연주, 한인교민노래자랑 등 갈고 닦은 숨은 솜씨를 

맘껏 뽐낸 송년의 밤 행사는 숨가쁘게 달려온 교민들의 지친 마음과 피로를 맑끔히 씻어주고 희망찬 새

해를 위한 열정으로 충만한 시간을 주기에 충분했다.

   바쁜 업무 와중에도 이선진 대사는 송년의 밤에 직접 방문 특별한 발리사랑을 전했다.

발리 한인회는 이날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경품을 내놓고 교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눈 발리 교민들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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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과일” 이라고 불러 주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도란도란 둘러 앉은 마루 가운데 옥수수나 찐 감자가 있었고, 자

지러지게 웃음 보따리가 풀려 나가는 동네 할머니들 상 받침 위에 삶은 콩깍지가 

있었다면…… 이곳 인도네시아에는 끌렝껭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

기에 푹 빠져서 나눔을 느끼게 해주는 과일, 인도네시아에는 끌렝껭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겉보기에는 까칠한 것이 무슨 맛이 있을까 싶지만 입에 넣어 보면 입안에서 번지

는 그 달콤함과 육질의 부드러움이 표현 그대로 사르르 녹습니다. 딱딱한 껍질 안

에 숨은 꽉 찬 속살의 달콤함에, 참 이 과일은 속 깊은 과일 이구나 생각 해 봅니다.  

과일을 씹으면 녹아나는 단 맛이 서둘러 목의 언덕을 넘어 어느 샌가 몸 속으로 녹

아 들어, 언젠가 어릴 적 한번 먹어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정겨운 과일이란 생각도 듭

니다.

   끌렝껭은 인도네시아에서는 lengkeng 또는 Kelengkeng,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Longan, lungan, guiyuan 으로 불리는 과일로 용의 눈(dragon eye), 

고양이 눈(cat’s eye)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학명으로 Euphoria 

longan L. 이며 식물학 분류를 보면 종자식물문(Spermatophyta), 쌍자엽식물강

(Dicotyledoneae), 무환자나무과(Sapindaceae)에 속합니다. 껍질은 거칠고 황갈

색으로 속은 꼭 포도알 같은 것이 반투명한 내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는 딱딱

하고 동그란 것이 팥알만 하고 색깔은 검은 빛이면서도 밝은 자주색을 띄고 팥알보

다 더 예쁩니다.  이 과일은 중국 남부 또는 버어마 서쪽을 그 기원지로 보고 있으며 

1700년대 인도 및 동남아시아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열대 아열

대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기를 꼭 가진 곳에서 생산 되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끌렝껭 특유의 그 달콤한 맛이 없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질은 온(溫) 무독(無毒)하고 그 맛은 감(甘)하며, 귀

경(歸經)은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이 됩니다. 보익심

비(補益心脾) 양혈안신(養血安神)하니, 기혈부족(氣血不足)과 심계(心悸), 정충

(怔忡), 건망(健忘), 불면(不眠)등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성미(性味)가 감

온(甘溫) 질윤(質潤)하여 심(心)과 비(脾) 두 경락(經絡)으로 들어가니, 보익보

혈(補益補血)하고 영혈(營血)을 자양(滋養)하므로, 양호(良好)한 안신작용(安神

作用)을 가지고 있어 심비혈허증(心脾血虛症)에 아주 유용합니다. 또한 임상(臨

床)에서는 대조(大棗)와 같이 상용(常用)하여 신경성(神經性) 심계항진증(心悸亢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건망증을 없애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끌렝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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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症)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과 습이 저체(䢸滯)한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끌렝껭 말린 것은 총명탕 제재에 꼭 들어가는 약재중 하나로 수험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과일 입니

다. 또한 보혈 작용이 강하니 임산부 및 몸이 허약한 분들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건기가 지나고 끌렝껭 철이 오면 길거리 마다 수레에 담아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집집마

다 한 묶음씩, 또는 한 바가지씩 사다가 둘러 앉아 나누어 먹는 과일 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과일을 “피를 만들어 주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끌렝껭에는 

혈액을 만드는 주성분인 철(Fe)이 포도의 20배, 시금치의 15배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피를 만들어 주는 과일”이 헛된 민간의 얘기만은 아닌 것 입니다. 또 이 과일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화교들에게는 ‘지나친 더위로 쉽게 약해질 수 있는 심기를 보하는’ 데 꼭 섭취 해야 하

는 과일로 인식되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끌렝껭이 인체의 기와 혈을 보하는 약효가 있다는 

것으로 중의학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또, 이 과일은 건망증을 치료하며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경이 심장인 관계로 혈을 보하는 성질이 강하여 안신시키니 신경쇠약으로 인한 불안증을 없애
주며 건망증을 치료하고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끌렝껭 말린 것과 원지, 죽

여 등의 약재를 함께 다려서 총명탕 제재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끌렝껭은 임신한 여성과 산후 회복기에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A, B, C 뿐만 아니라 칼

슘과 마그네슘의 다양한 무기질에 철 성분이 풍부하여 보혈하니 임산부에게는 둘도 없는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끌렝껭 씨를 타박상에도 많이 쓰며 몸에서 나는 냄새 특히 겨드랑이
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 이며 또한 뱀에 의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여 왔다고 

합니다. 건기가 지나고 나면 일반 과일 가게나 대형 슈퍼, 길거리 수레에 담겨 있어 여기저기에서 흔

히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눌러보았을 때 너무 무르지 않고 알 찬 느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잘 익은 것이며 색깔은 조

금 밝은 황갈색이 달고 맛있습니다. 검은 빛을 띠는 것은 그 맛이 덜 합니다. 껍질을 닦은 후 까서 그냥 

먹는 게 보통이며 시원하게 냉장 보관했던 끌렝껭의 껍질을 까서 주스를 해 먹어도 맛 있습니다. 시중

에 통조림으로 많이 가공되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해 주고 건망증을 치료 해 주는 총명탕의 재료, 끌렝껭을 우리 자녀들의 책상 위에 올

려 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공부 간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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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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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

사드리며, 지난해 한국석유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에 

부임하시면서 에너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해외근무가 처음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신지요?

A  작년 4월 본사 기획조정실장에서 사무소장으로 부

임하기까지 약 25년간의 회사생활 대부분을 경영전략, 

장단기계획, 예산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

다가 해외근무를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석유개발현장의 책임자로 근

무하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석유.가스.광물 등 지하자원

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환경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에 불확

한국석유공사(KNOC)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겸

에너지 협의회장

권 흠 삼 

  세계는 지금 자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40년이면 바닥이 난다는 석유

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전자·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윤택한 생활과 눈부신 국가

발전을 가능케 해 준 원동력이 바로 에너지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

이다. 한국이 확보한 원유 가채량 7억5천만 배럴은 1년치 수입분량에 불과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는 갈길이 멀다.

  인도네시아아 서마두라 유전은 1981년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 유전개발에 참여한 곳이며 지금도 인도네시아 곳

곳에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다. 한인뉴스는 권흠

삼 한국석유공사(KNOC)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겸 에너지협의회 회장을 만나 에너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이사람

인 터 뷰  이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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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일부 상존하고 있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확

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보

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에 못 미

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행

복지수는 우리보다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한국석유공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인도네시아 진출하게 

된 배경과 계기,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의 석유관련기업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A 저희 공사(KNOC)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것

은 1986년 자카르타지사를 설치하면서였습니다.

   자카르타지사는 저희 공사가 추진 중이던 아당광구 및 

나우카 광구를 관리하면서, 서마두라 유전개발사업을 지

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서마두라 광구 유전개발사업은 

1970년대 말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한 국내 최초의 해외석유

개발사업입니다.

   서마두라 광구는 1981년 코데코에너지(주)가 유전개

발을 시작하였으나, 경영위기에 처하자 정부에서 석유사

업기금 지원 및 채무변제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저희 공사

가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1991년도 이후에는 저희 공사

가 사업운영에서 철수하는 대신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관

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1980년대에 소규모 지분으로 인도네시아

에서 아당 광구(1984년), 나우카 광구(1985년), 와림 광

구(1988년) 등에 참여하였으나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

견하지 못하였고, 1997년 자바육상의 삼비도용 광구에 

최초로 운영권자(Operator)로 참여, 시추 2공을 실시하

였으나 원유가스 부존량이 경제성에 못 미쳐 광구를 반납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1개 생산광구(SES광

구)에 지분참여하여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워캄, NEM 

1, NEM 2 등 3개의 탐사광구에 운영권자(Operator)로 

참여하여 석유발견을 위해 탐사 중에 있습니다.

Q 지난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니방문과 더불어 한-

인니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이 채택

되었습니다. 특히 양국간 에너지 협력관계는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에 관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인 터 뷰  이 사 람

  한국기업의 인니 석유개발사업 참여현황

사업명 참여연도 참여사 및 지분 비 고

서마두라 ‘81.5 KODECO(25%) 24천B/D생산

폴렝 ‘93.12 남방개발(50%) 11.1천B/D생산

SES ‘02.12 KNOC(8.91%) 60천B/D생산

방 코 ‘95.6 SK(25%) 12공 시추(개발)

워 캄 ‘97.12 KNOC(80%), GS(20%) 탐사중

NEM I ‘03.10
KNOC(40%),SK(30%)
대성(5%),GS(5%)

탐사중

NEM Ⅱ ‘03.10
KNOC(45%),대성
(5%),GS(30%)

탐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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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유.가스, 유연탄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0.5%, 원유 생산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세계 17번째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저희 공사 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중요한 파

트너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5년도 기준으로 LNG 도입량의 

25%인 5,565천 톤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고 있을 정

도로 이 나라는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입니다. 참고로 인

도네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6번째 생산국이며 세계 시장의 23%를 차지하

는 세계최대 수출국입니다.

   석유안보 차원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

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양국의 협력관계 확대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한-인니 경제협력 특별팀」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

지.자원협력 등 5개 분야에서의 경협 운영 및 과제를 발굴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경제협력 실무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

상되며 저희 공사는 물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간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조만간 가시적인 성

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석유를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

고 석유를 발견해서 생산하기 까지는 매우 어렵다고 들었

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요?

A  모든 국가들이 석유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

고 있는 국제석유시장에서 특히, 석유개발기업으로서 사

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이 활

성화됨에 따라 시추비용 등 석유탐사비용이 급격히 상승

하여 예전보다 2~3배 이상의 석유개발비용이 들고 있

습니다.

   또한, 석유개발인력 확보에 있어서도 자금력을 앞세운 

개발단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인력을 

선점함에 따라, 탐사단계에 있는 저희 공사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 명 되지 않는 저희 직원들은 많은 업무를 

감당하느라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등이 다반사이며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시추작업을 한 워캄 광구(파푸아 

중남부해상)는 보급기지와 약 2,700km나 떨어져 있는 

등 시추여건이 열악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추중인 시추선과 보급기지에 파견된 저희 지질기술

자(Geologist), 시추기술자(Drilling Engineer), 보급전

문가(Logistics Engineer) 등은 가족과 떨어져 3~4주에 

한번씩 교대근무를 해야 하며, 시추작업 중 예기치 않은 

지층을 만나면 2~3일씩 잠도 자지 못하고 시추선에서 작

업을 지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공사

의 향후 인도네시아 석유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에 대

인 터 뷰  이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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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A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석유개발사업

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동남아 지역의 석유개발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석유개발사업도 보다 활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KNOC)는 현재 탐사하고 있는 광구에서 경

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

아 정부의 신규광구 입찰 및 Pertamina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새로운 광구참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입니다.

   한편, 현재 Pertamina와 윤활기유 사업 등 하류부문에

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SK와 보조를 맞춰 

KNOC, SK, Pertamina 3사간에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협

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실시한 시추결과를 정밀분석하여 지질

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하반기에 「3차원 탄성파 탐사」

(3D Seismic Acquisition)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시추위

치를 선정한 후 석유를 찾기 위해 다시 시추를 하게 되는 

어려운 과정이 연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정책목표인 자주개발률 10% 달성을 위해 탐

사광구 이외에 생산유전 매입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현재 재인니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에너지협의회 구성과 활동 등 에너지협의회에 관한 소개

를 부탁드립니다.

A  재인니 한국 에너지관련업체 상호간 각종 정보의 

교환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999년에 창립된 에너지협

의회는 현재 14개 기관에서 3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협의회에 참가하는 14개 기관을 살펴보면 저희 

KNOC외에  KODECO, KIDECO, SK, KIPCO, E1, 한국

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에너지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합

상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정기회의에서는 에너지산업 동향, 인

도네시아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회원사별 동

정 발표 등 회원사간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협력

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인니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에너지자원협

력 분야에서 에너지협의회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

으시면요?

A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이후 주인니 한국대사관, 한

인회 관계자 등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가

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공사 직원 

모두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지면을 빌어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 제가 부임하기 전인 1월초부터 연말까지 

3공의 시추작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인도네시

아에서도 시추공마다 시추전에 반드시 정성을 기울여 고

사를 지내고 시추기간에는 약간의 음주는 허락하지만, 지

나친 음주가무는 부정이 탄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

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추작업 때문에 시간내기가 어렵다

는 핑계로 책임있는 공기업의 현지 대표자로서, 협의회 

회장으로서 교민사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도 못하고 많

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카르타 한인

사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 터 뷰  이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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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과 확신, 누구에게나 절대 필요한 삶의 요소다. 그리
고 그것이 실천으로 드러나면 온통 아름다움이다. 예술가
나 작품도 마찬가지다. 긍정과 확신의 실천은 아름다운 빛
으로 화한다. 
   전호에서 그 대강의 면모를 소개한 뇨만 누아르따와 그의 
작품에는 긍정과 확신의 실천이 하늘로 치솟은 남방의 야

자수처럼 우뚝하다. 녹색의 잎들 사이에 핀 남방
의 원색을 자랑하는 꽃들처럼 선명하다. 사물
에 대한 긍정과 자기 확신을 실천함이 알토란
처럼 드러나 있다. 풀어 말하면 섣부름이 없다. 
가일까 미일까하는 난해함이 없다. 얇은 감정에 

치우침도 없다. 그렇다고 지극히 표피적 상황에나 
얽매여 전전긍긍하는 것은 더욱 찾아볼 수 없다. 곧 

작품은 한 시대를 산 작가의 삶의 표현이되 풍토의 모
든 것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진
리를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술품을 감상하는 데는 사람마다 그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 작품에 드러난 특성도 장르에서부터 주재, 
선, 형, 색 등에 이르기까지 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여기서 인도네시아 조각가 뇨만의 작품을 
들어 매우 자의적으로 긍정과 확신을 운운하는 것
은 주제넘은 일일 수 있다. 하여 필자는 미리 밝힌
다. 필자가 뇨만의 작품에서 찾아낸 긍정과 확신이
라는 메시지가 백가지 천 가지로 변화하여 만인에
게 각기 다르게 각인될 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필자
의 사사로운 느낌을 거침없이 밝히는 것이다. 아니 
뇨만의 작품을 통해서 긍정과 확신, 그리고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깨닫는다면 성인에게는 삶이 새
로울 것이거니와, 학생에게는 적극성과 창의성이 덤
으로 주어질 것이기에 강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미미한 안내일지언정 내면에 잠재되어 있
는 심안을 일깨워 뇨만이 밝혀놓은 심미를 소유하시

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디 더 덧붙이고 넘어가
겠다.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어느 작품이건 작품 앞

에 서면 바로 그 작품의 작가가 되어보는 것이다. 작가의 
입장이 되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보배,
뇨만 누아르따를 살피다 2

공허가 맺은 결실

       손인식(서예가)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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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을 제작 했을까를 생각
해보는 것이다. 이를 습관으로 
기른다면 얼마 아니 가서 작품
이 지닌 맛과 멋이 작가가 전
하려는 메시지와 함께 선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직
접 작가가 된 듯 창작의 묘미
를 한껏 즐기게 될 것이다.  
  필자가 뇨만의 작품에서 긍
정과 확신을 발견한 것은 처음
부터가 아니다. 한두 점의 작
품을 감상하고 나서 필이 꽂
힌 것이 아니다. 미술관 내부
의 전체 작품을 훑은 다음이
다. 구상 과 추상 작품을 보

고, 그의 뛰어난 그림 솜씨를 절감한 다음이다. 외부의 
공원에 산재한 설치 작품들, 작업장을 둘러 본 것도 모
자라, 그의 작품 주류들이 수록된 책을 구체적으로 훑고 
난 다음에서다. 
  작가가 많은 작품을 하다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
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인가를 깨닫게 된다. 즉 어
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달렸다는 의미다.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란 일
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음이 진실인 것과 마찬가지다. 

  필자에게 뇨만 작품의 해법을 제공한 것은 그가 주로 
활용하는 철망과 그 이미지다. 그 이미지가 작품의 몇 퍼
센트 정도를 지배하는가는 상관이 없다. 철망이란 무엇
을 의미하는가? 철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가려진 것이면서도 들여다보이는 것이 철망의 속성이
다.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차단을 의미한다. 반
복과 디테일, 노동력을 넘치도록 자아낸다. 여백이기도 
하고 연결이기도 하며, 첨단 이미지와 빈틈없는 구성력 
효과를 낸다. 이러한 철망에 담긴 이미지가 직관력 뛰어
난 작가의 손에 들려져 감동과 힘을 무한대로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필자는 마치 둔기로 뒤통수를 얻

어맞은 느낌이었다. 
가려진 듯 들여다보이는 철망이 감상자로 하여금 신비
감을 느끼게 하고 아주 간단히 내면으로 빨려들 수 있게 
한다는 점과, 마침내 감상자를 유심으로 무심으로 마음
대로 내통하며 몰입시키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뇨만이 철망을 선택한 것에 대해 평론가 짐 수빵깟은 
“뇨만이 오랜 고통의 공허로운 기간을 견디며 건져 올
린 것”이라 했다. 그랬다. 철망은 그 자체가 공허이자 공
허의 결실이다. 그리고 철망은 뇨만에게 공허를 메우는 
훌륭한 소재다. 대상이 지닌 디테일을 알토란처럼 드러
내는가 하면 생략의 극치를 보여주는 역설적 장치가 되
고 있다. 
뇨만의 철망은 역사와 철학, 때마다의 사건을 걷어 올린
다. 오래된 문화를 긁어모으기도 한다. 그는 때로 씨알이 
굵은 것을 낚기 위해 얼멍얼멍한 철망을 배치하고, 때로
는 바람을 가두기 위해 아주 촘촘한 철망을 조성한다. 그
의 오랜 공허가 만
들어낸 철망은 규
칙과 불규칙을 절
묘하게 조화해 내
며 참으로 천변만
상으로 그의 작품 
곳곳에서 청동의 

Anugerah
1994 / Copper & Brass / 

78×25×129cm

Untitled
1988 / Copper & Brass / 

83×50×110cm

무게로 똬리를 
트는 것이다. 그
러므로 철망 이
미지를 활용하
기 이전의 뇨만 
작품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
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누구에게나 길든 짧든 삶의 공허가 찾아온다. 작가는 
그 공허를 벗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끝없이 창의적
이어야 하는 작가로서, 긴 공허 끝에 그 공허를 걸러내는 
철망을 건져 올린 뇨만과 그의 작품이 지닌 가치를 주시
해보자. 뇨만의 삶에 찾아들어 시시로 작품이라는 결실
로 맺어진 공허는 분명 우리의 공허를 향해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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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제10부 

양칠성(梁七星)을 재조명하다

필자는 양칠성이 서부자바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족적을 

추적하는 과정에 그간 한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양

칠성에 관한 보도와 기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과장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양칠성을 인도네시아 ‘독립영

웅’이라 추켜세우며 인도네시아가 독립전쟁(1945년-

1949년)을 수행하는 과정에 마치 직접 창설한 게릴라부

대를 이끌고 특출한 작전을 수행한 전략가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양칠성이 ‘특출한 전략

가’로서 세운 구체적인 전과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정사(正史) 어디에서도 찾

아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며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1948년 10월 27일 새벽 양칠성이 갈룽궁 산중에서 체포

될 당시 한국인 동료였던 국재만(鞠在滿)과 정수호(鄭秀

鎬)는 현장에서 전사하여 그들의 이름은 그대로 잊혀져

버렸지만 양칠성은 일본인 상관 아오키, 하세카와, 그리

고 현지인 지휘관인 쥬아나(Djuana S.)와 함께 생포되어 

9개월간의 군사재판을 거쳐 공개 처형되는 과정에 그의 

이름이 기록에 남았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호만 있고 실체가 없는 양칠성 행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자는 서부자바 독립전쟁사에 근거하여 

양칠성을 감싸고 있던 당시의 부대 지휘체계를 따라 당시 

인물의 생존자 및 그 유족들을 찾아 나섰다. 양칠성과 직

간접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한 후 수차례에 걸쳐 반둥, 

가룻, 와나라자 구석구석까지 훑고 다녔다. 필자가 추적

하고자 하는 양칠성 주변 인물의 리스트에는(계급은 당시

의 계급임), 서부자바 민병대 총사령관 수또꼬(Soetoko) 

중령, 그의 부관 쮸쮸 아디위나따(Cucu Adiwinata) 중

위, 빵에란 빠빡 민병대장 꼬사시(S.M.Kosasih), 부지휘

관 쥬아나(Djuana S.), 빵에란 빠빡 민병대원 중 생존자

들, 아오키, 하세카와, 양칠성 등 일본인 용병들의 현지처 

생존자들, 빵에란 빠빡 부대 여성전사들(에니 루끄미니, 

찐따르시), 정규군 대대장 루끄만(Rukman) 소령, 수랏

만(Suratman) 소령, 그리고 빵에란 빠빡의 후손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는 육로로 

4~5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뿌르와까르따(Pur-

wakarta)를 경유한 고속도로를 타면 2시간 내에 당도

할 수 있다. 번잡한 반둥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빠져 대

관령 구비같은 산중 도로를 약 두어 시간 더 달리면 가

룻(Garut) 군청소재지가 나온다. 가룻까지 가는 좌우 산

중은 온통 대나무 숲으로 덮혀 있어 독특한 산세를 이루

고 있다. 가룻은 소, 염소, 양의 원피(原皮) 생산지로 유

명하며 온천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개발 유망지이

기도 하다. 또한 가룻은 인재가 꾸준히 배출되어 SBY정

부 출범내각에서 공업성장관을 지내다 지금은 대사로 나

가있는 안둥(Andung A.Nitimiharja)과 현 중앙은행 총

재 부르하누딘(Burhanuddin Abdullah)이 이 지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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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이다. 가룻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당장 거대한 산

줄기가 눈앞을 가로 막는다. 바로 왼쪽엔 해발 1870미

터의 딸라가보다스산(Gunung Talagabodas)과 오른쪽

으로 이어지는 2168미터의 갈룽궁산(Gunung Galung-

gung)과 산맥을 이루어 병풍처럼 펼쳐진다. 불가피 이 준

령을 우회하여야 서부자바의 동쪽 끝 도시 따식말라야

(Tasikmalaya) 군청 소재지에 당도할 수 있다. 가룻 읍

내에서 갈룽궁산 왼쪽으로 돌진하면 와나라자(Wanraja) 

면소재지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독립전쟁 당시 「빵에란 

빠빡」 민병대가 이 마을 지도자 꼬사시(Saud Mustopa 

Kosasih)와 쥬아나(Djuana Sasmitadireja)에 의해 결성

되었고 대원들도 대부분 이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와나라자면 지역 내에는 찌누눅(Kampung Cinunuk)이

라는 한적한 마을이 있다. 주로 농사를 짓는 이 마을 언

덕에 의외의 건물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다. 바로 ‘빵에

란 빠빡’의 가족묘소이다. 약 50평 정도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빵에란 빠빡’이라고 별칭되던 ‘라덴 왕

사 모하맛(Raden Wangsa Mohamad)’의 묘지가 길게 

누워있고 바로 오른쪽에 그의 후계자며 9남인 ‘라덴 자

야 디왕사(Raden Jaya Diwangsa)’의 묘소가 같은 크

기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계단 쪽으로 약 40여 

명의 2대, 3대 후손들이 영면하고 있다. 갈룽궁산을 마주 

볼 수 있는 건물 밖 동산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반공

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4대 후손들이 그 주변에 거주

하며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있다. 소위 ‘빵에란 빠빡

(Pangeran Papak)’이라고 별칭되는 ‘라덴 왕사 모하

맛’은 서부자바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널리 전파시킨 종

교지도자(Walliyulloh; 신의 총애자)였으며 1898년에 사

망하여 이곳에 묻혔다. ‘빵에란 빠빡’이란 별칭이 붙은 

이유는, ‘빠빡(Papak)’이란 단어의 뜻은 다섯 손가락

의 길이가 같은 손을 의미하는데 라덴 왕사 모하맛의 손

이 바로 ‘빠빡’이었다는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있고, 또

는 실제 그의 손이 ‘빠빡’은 아니었으나 그의 통치철

학이 길이가 같은 다섯 손가락(Papak)처럼 모든 주민들

을 평등하게 다스렸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도 

전래된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1945년경에는 그의 후계

자이자 9남인 라덴 자야 디왕사가 부친의 권위를 이어받

아 이 마을의 지도자로 군림하였는데 그에 대한 신봉자 

중에는 이 지역 출신인 꼬사시(S.M.Kosasih)가 있었다. 

1910년 생인 꼬사시는 일본군이 진주하여 1943년에 창

설한 향토방위의용군(PETA)에 입대하여 일본식 군사교

육을 받았으며 종전이 되자 동료대원에 비해 나이가 훨씬 

많고 독실한 이슬람 교도였던 탓에 그는 지역 민병대 창

설에 앞장서도록 등을 떠밀리게 된다. 같은 향토방위의용

군 출신이며 동향인 꼬사시와 쥬아나는 의기투합하여 민

병대 창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본군으로부터 무기를 

취득하는 방법을 찾기에 몰두하게 된다.

한편 일본 통치기간 중 연합군 포로들에 대해 학대를 한 

전력이 있는 일본군 병사들은 가능한 부대를 이탈하거나 

잠적하여 전범재판을 면하라는 상급부대 훈령이 암암리

에 하달되자 아오키를 비롯한 그의 부하들은 전전긍긍하

게 되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이었던 동부제도 마우메

레(Maumere) 비행장건설 당시 포로들을 가혹하게 다룬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토방위의용군 출신인 꼬사

시와 쥬아나가 가룻 지역에서 민병대를 창설한다는 소문

을 접하게 된 아오키는 쥬아나와 꼬사시를 찾아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아오키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받고, 

대신 아오키를 비롯한 일본군 출신들을 용병으로 맞이하

여 꼬사시와 아오키가 공동 부대장을 맡고 쥬아나가 부지

빵에란 빠빡 부대원 중 가장 용감하였다던 양칠성 등이 주도하여 파

괴한 찌마눅(Cimanuk) 교량과 찌누눅(Cinunuk) 철도. 이 시설들은 모

두 가룻(Garut)군 와나라자(Wanaraja)면 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찌

마눅 다리 앞에 서있는 왼쪽이 빵에란 빠빡의 4대손 우움(Uum)이

고 오른쪽이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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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관의 직책을 맡는다는 골자였다. 일본군 용병들은 단

지 군사고문관 역할을 맡아 현지인 병사들에 대한 교육훈

련과 작전지도를 담당하기로 합의되었다. 이제 꼬사시와 

쥬아나는 본격적으로 지역 청년들을 규합하여 민병대 조

직에 나서며 부대 명칭을 그 지역의 맹주였던 라덴 왕사 

모하맛의 별칭을 따와 「빵에란 빠빡 부대」라고 명명한

다. 빵에란 빠빡 부대원들은 빵에란 빠빡 부대(Pasukan 

Pangeran Papak)의 두문자인 <PPP>란 문구가 새겨진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1946년 1월부터 아오키는 그 자신과 알리(Ali, 일본명 

Seiya) 등 일본군 옛 부하들을 설득하여 가장 먼저 빵

에란 빠빡 민병대에 가입한다. 그리고 3월 24일 「반둥 

불바다 사건」이후 정부군의 전세가 더욱 불리해지자 마

침 귀국선을 타기 직전에 있는 조선인 군속들인 야나카

와(양칠성), 시로야마(국재만), 아까기(정수호), 마쓰모

또(한국명 미상)까지도 합류시킨다. 이때 아오키가 끌어

들인 일본인 용병은 조선인 군속 4~5명을 포함하여 총 

3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일본군 용병들의 현지인 이름

은 꼬사시의 숭배자인 라덴 자야 디왕사가 부여한 것이

며 이들은 한결같이 현지처를 대동하고 산중 게릴라 생활

을 전전하였다. 부대창설 초기 대대급 규모에 달하는 부

대원들에 대한 훈련에만 열중하던 일본군 용병들은 나날

이 전력이 소진되자 그들 스스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서부자바 독립전쟁사에서 언급

되는 빵에란 빠빡 부대의 가장 뚜렷한 전과로는 1946년 

7월 10일 반둥남부 다유꼴롯(Dayeuhkolot) 화란군 탄약

고 폭파작전과 와나라자(Wanaraja)가 화란군에게 함락

되자 와나라자 읍내에 방화하며 후퇴했다는 기록이 남겨

져 있다. 특히 3명의 빵에란 빠빡 부대 현지인 대원도 참

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화란군의 탄약고를 폭파하

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 특공대장 모하맛 또하(Mohanad 

Toha)의 무용담은 서부자바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영웅

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전사에 남게 된다. 그 전과를 간략

히 추려본다. 

화란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인 반둥 남부 다예꼴롯

(Dayeuhkolot)에 있는 화란군의 군수기지를 습격하

기 위하여 바리산 반뗑(Barisan Banteng), 빵에란 빠빡

(Pangeran Papak), 히즈불라(Hizbullah) 3개 민병대에

서 총 11명이 차출되어 특공대가 결성되었다. 특공 제1조

에는 바리산 반뗑 민병대 출신 모하맛 또하(Mohammad 

Toha) 등 5명, 특공 제2조에는 빵에란 빠빡 민병대원 아

흐맛(Achmad), 메멧(Memed), 와끄리(Wakhri) 3명과 

히즈불라 민병대원 람단(Ramdan) 등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바리산 반뗑 출신 모하맛 또하

가 특공대장을 맡았다. 이들 특공대는 1946년 7월 10일 

밤 10시 야간침투를 통해 찌따룸(Citarum)강을 도강하

여 화란군 기지에 접근하는 과정에 대원 한 사람이 지뢰

선을 건드리자 화란군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히즈불라 민

병대 출신 람단(Ramdan)이 즉사하였고 또 한 명의 대원

이 부상당하였다. 특공대장 모하맛 또하는 더 이상의 작

전이 불가함을 알고 나머지 대원으로 하여금 전사한 람단

의 시체를 수습하여 모두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좌측: 빵에란 빠빡 부대장 꼬사시(S.M.Kosasih) 예비역 소령과 1996년 별세한 

부 지휘관 쥬아나(Dhuana) 예비역 대위의 장례식. 쥬아나도 1975년 아오키, 하

세카와, 양칠성이 이장된 가룻 읍내 뗀죠라야 영웅묘지에 묻혔다.

우측: 빵에란 빠빡 부대장 꼬사시(S.M.Kosa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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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은 그대로 잠복하여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

다. 그 다음 날인 7월 11일 낮 12시경 후선으로 철수한 특

공대원들은 굉음과 함께 폭파되는 화란군 탄약고에서 솟

아 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목도하고 있었다. 물론 자기 몸

을 던져 산화한 모하맛 또하의 영혼이 저 높은 창공으로 

피어 오르고 있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11년이 지난 

1957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 날, 순국한 모하맛 또하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고자 화란군 탄약고가 폭파된 그 

지역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현재도 이 지역을 관통하

는 도로는 ‘모하맛 또하가(Jalan Mohamad Toha)’로 

명명되어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1947년 7월 21일 화란군의 「제1차 무력공세(Agresi 

Militer Belanda I)」가 전개된 후 정부군이 불가피 산악

지역으로 전선을 후퇴시키자 빵에란 빠빡 부대도 갈룽궁

산 빠렌따스(Parentas) 산중으로 은신하게 된다. 갈룽궁

산의 아랫마을인 와나라자면, 찌누눅 마을에는 길이 약

80미터 폭8미터의 ‘찌마눅(Cimanuk) 다리’라는 교량

이 있는데 이 교량은 와나라자와 가룻을 연결하는 화란군

의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빵에란 빠빡 부대 작전지

역에 있는 이 교량에 대한 폭파작전을 양칠성이 솔선수

범하였다. 양칠성은 현지인 부하들인 다누(Danu), 사야

(Sayah), 까르야(Karya) 등 3명을 대동하고 현지 주민

으로 가장하여 부근 숲속에 잠복하였다. 그들이 입고 있

는 사롱(Sarong) 속에는 다이나마이트가 숨겨져 있었다. 

경계병의 눈을 피해 양칠성이 먼저 교각으로 접근하여 다

이나마이트를 설치하였다. 뒤따라온 부하 다누(Danu)도 

가세하였다. 곧 폭음이 들리면서 교량은 성공적으로 폭

파되었다. 그러나 양칠성의 부하 다누의 손목이 날아가 

버렸다. 화란 보급로인 찌마눅 교각 폭파작전이 성공하

자 다음 목표는 찌누눅(Cinunuk) 마을을 지나는 간선 철

도였다. 이 철도는 찌바뚜(Cibatu)와 가룻을 연결하는 화

란군의 보급선이었다. 이 철도도 빵에란 빠빡 부대원들

에 의해 폭파되었다. 상기 교각과 철도 폭파 작전에서 항

상 선두에 선 사람이 양칠성이었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부대 내에서 가장 용감하였고 매끈한 용모로 인해 촌락의 

여인들로부터 흠모를 받기도 했다. 빵에란 빠빡 부대의 

특이한 전술 중 하나는 죽은 쥐를 다량으로 모아 화란군 

거주 지역에 살포하여 말라리아에 대한 공포증을 유발시

키는 작전이었다. 이처럼 낮에는 갈룽궁 산속으로 은신하

고 밤마다 출현하여 끊임없이 화란군을 괴롭히는 빵에란 

빠빡 부대의 일본인 지휘관 아오키에 대해 화란군은 2천 

길더의 현상금까지 내걸 정도였다.    

「렌빌 휴전협정」에 의해1948년 2월1일부터 2월 22일

까지 실리왕이 사단은 주둔지인 서부자바를 떠나 중부자

바 지역으로 부대이동(Hizrah)을 실시하는 대장정에 오

르게 된다. 이때 게릴라전 수행을 위해 정부군 일부와 민

병대 전원은 그대로 현지에 남도록 명령을 받아 빵에란 

빠빡 민병대도 정규군을 따라가지 못하자1948년2월 부

대장 꼬사시는 수까르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

다며 4촌 매제이며 부지휘관인 쥬아나(Djuana S.)에게 

임시로 부대 지휘권을 맡기고 족자카르타로 떠난다. 쥬아

나가 부대장 대행을 맡고 있던1948년 10월 27일 새벽 한 

시 반, 화란군은 실리왕이 사단이 서부자바로 복귀하기 

전에 서둘러 갈룽궁산 지역에 산재한 게릴라 소탕작전에 

돌입하면서 빵에란 빠빡 부대에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

고 있었다. 국재만은 꿈자리가 안 좋은 듯 그날 아침 일찍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한 통을 현지처인 안나(Anna)에

게 쥐어주며 강제로 하산시킨 후 그 무언가를 각오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대 내에 돌아가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것이었다. 또 한 사람의 조선인 군속출신인 정수호는 한

달 전 회교반군(Tentara Islam Indonesia)과의 교전 시 

총상을 입고 한쪽다리를 절단하여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었다. 그는 이슬람교도가 되어 가룻

(Garut) 출신 현지여인과 혼인한 사이였다. 노래를 천부

적으로 잘 불러 당시 동남아지역 일본군 점령지에서 유행

서부자바 민병대를 총괄하였고 1975년 아오키, 하세카와, 양칠

성의 가룻 영웅묘지 이장을 정부에 건의하였던 수또꼬(Soeto-

ko) 예비역 준장과 1966년 별세한 빵에란 빠빡 부대장 꼬사

시(S.M.Kosasih) 예비역 소령이 안장되어있는 반둥 영웅묘지

(Taman Makam Pahlawan/Cikutra, Bandung). 이 묘지에는 무려 

7,000명의 전몰 유공자들이 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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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시나 노 요루(중국의 밤)」와 인도네시아 가곡 

「벙아완 솔로(Bengawan Solo)」를 즐겨 부르던 그였

다. 양칠성은 오래 전부터 동거하던 현지처 린쩨와의 사

이에 아들까지 두고 있었지만 양칠성의 남자다운 성품에 

이끌려 짝사랑하던 에하(Eha)라는 아랫 마을 여인이 있

었다. 도저히 양칠성의 마음을 돌리기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에하는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 되어 이성을 잃게 된 것

이다.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그들 모두에게 질투의 

비수를 던진 것이다. 에하는 화란군과 연결이 닿는 마을 

주민들에게 양칠성이 소속된 빵에란 빠빡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밀고한 것이었다. 이날 새벽 모두 곤히 잠들고 있

는 빠렌따스(Parentas) 촌락의 도라(Dora) 숲속에 적막

을 깨는 자동소총 소리가 어지럽게 난무하였다. 무려 4개 

대대가 넘는 대규모 병력의 화란군들의 기습공격에 빵에

란 빠빡 부대의 그 누구도 저항할 틈이 없었다. 국재만, 정

수호 그리고 일본군 출신 마찌무라는 현장에서 전사하였

고 아오키, 하세카와, 양칠성, 그리고 빵에란 빠빡 부대장 

대행 쥬아나는 생포되었다. 

1948년 12월 실리왕이 사단 본대가 다시 서부자바로 돌

아오면서 꼬사시(S.M.Kosasih)도 빵에란 빠빡 부대로 

복귀하였다. 꼬사시는 일본군 용병들이 괴멸되고 부대장 

대행 쥬아나까지 체포되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부대 재

건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대장인 꼬사시가 족자카르타에 

가있는 동안 부대장 대행임무를 수행하는 사이 화란군의 

공격을 받아 불운하게 체포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

던 쥬아나는 화란군이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철수한 직후

인 1950년 1월 석방되어 빵에란 빠빡 부대로 복귀한다. 

종전이 된 후 빵에란 빠빡 부대는 정부군에 편입되어 회

교반군(Tentara Islam Indonesia)을 상대로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 전개하게 된다. 회교반군의 근거지가 빵에란 

빠빡 부대의 활동 무대였던 갈룽궁산 지역이었기 때문이

었다. 1950년 11월 12일 회교반군 토벌작전을 위해 빵에

란 빠빡 대원 13명을 태운 트럭 한 대가 험준한 갈룽궁산 

오솔길을 오르는 도중 회교반군의 매복에 걸려 이들 중 

12명이 몰살당하고 겨우 한 명만 부상을 당한 채 살아남

은 불상사가 있었다. 이들 12명의 유해는 와나라자 지역 

빵에란 빠빡 가족묘지에 나란히 묻혀있다. 이와 같이 빵에

란 빠빡 부대의 소탕작전에 대항하던 회교반군도 그들의 

최고 지도자인 까르또수위르요(S.M.Kartosuwiryo)가 

1962년 6월 4일 실리왕이 사단 예하 제328대대 소속의 

수한다르(Suhandar) 소위에 의해 체포되어 동년 8월에 

처형됨으로서 인해 회교반군과의 전쟁도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화교반군 토벌이라는 임무가 종결되자 이로

부터 2년 후인 1964년 빵에란 빠빡 부대는 해산되는 운

명을 맞게 되었으니 독립전쟁 초기에 창설된 이래 20여 

년간의 활동을 멈추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부대는 해산되었지만 그 부대를 위해, 국가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였던 수많은 전몰자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그들 중엔 대한민국의 아들 국재만, 정수호, 양

칠성이라는 이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1975년 아오

키, 하세카와, 양칠성이 가룻 시내 일반 공동묘지에서 가

룻 영웅묘지로 이장될 때 이들에 대한 이장 청원서를 제

출한 신청인들은 독립전쟁 당시 서부자바 민병대를 총괄

지휘하였던 수또꼬(Soetoko) 예비역 준장, 쭈쭈 아디위

1996년 2월 국립극장에서 장진호 연출로 공연된 『叛

徒와 英雄』 연극 포스터와 아오키, 하세카와, 양칠성 

3인이 사형당하는 마지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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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따(Cucu Adiwinata) 예비역 중령, 꼬사시(K.Kosasih) 

예비역 중령(주; 빵에란 빠빡 민병대장 S.M. 꼬사시 소령

과는 동명이인으로 당시 빵에란 빠빡 기념회장의 자격으

로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다흐란(Wahyu Dahlan) 등이

었다. 이들 4인의 공동 명의로 상기 3인의 전몰자에 대한 

이장 청원서를 1974년 9월 3일 자로 정부에 품신할 때 기

술되어있는 공적 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아부바까르(Abubakar,아오키), 우스만(Usman,하세카

와), 꼬마루딘(Komarudin,양칠성) 3인은 「빵에란 빠빡 

부대」 소속으로 ‘반둥 불바다 작전’, 반둥 남부 발레

인더 전선, 갈룽궁 게릴라 연합전선에서 과감한 전투를 

전개하다 1948년 11월 가룻군 빠렌따스 촌락 뚜뚜빤도

라 정글에서 화란군에 체포되어 약 9개월간 화란군에 구

금되었다가 1949년 8월 10일 금요일 가룻읍 꾸루꼽에서 

화란군에 의해 총살형에 처해진 뒤 이슬람 장례절차에 의

해 가룻 지역 꼬따 꿀론에 있는 빠시르 뽀고르 공동묘지

에 매장되었다.

독립전쟁 당시 서부자바 몇 곳의 전투지구를 전전하며 연

합군을 상대로 ‘과감한 전투’를 벌였다는 추상적인 설

명이 전부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과를 세웠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물론 서훈을 받은 기록도 없

다. 종전을 한달 남겨둔 1949년 10월 실리왕이 사단 임

시 사령부가 있는 수메당(Sumedang)에서 거행된 현충

일(Hari Pahlawan) 기념식에서 서부자바 주정부는 그

간 서부자바 지역에서 헌신적인 게릴라 항전을 전개한 

300명의 게릴라전 용사들에게 「게릴라 무공훈장(Bin-

tang Gerilya)」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빵에란 빠빡 부

대원 중 외국인 용병은 어느 누구도 이에 해당되지 않았

다.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하면 그들의 공훈과 공적의 경량

에 따라 안장될 장소를 정부에서 먼저 제안한다. 국가에

서 제안한 영웅묘지에 묻힐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

고 별도의 묘소를 정할 것인지는 해당 유족의 의사에 따

른다. 빵에란 빠빡 부대장이었던 꼬사시 예비역 소령은 

1966년 서부자바주 영웅묘지인 반둥 영웅묘지(Taman 

Makam Pahlawan/Cikutra, Bandung)에 묻혔으며 이 묘

지에는 현재 약 7,000여명의 영령이 잠들고 있다. 민병대 

총괄 지휘관이었던 수또꼬 예비역 준장도 이 묘소에 안장

되었으며, 1975년 이장된 아오키, 하세카와, 양칠성 등 빵

에란 빠빡 부대 외국인 용병들은 군청 단위인 가룻 영웅

묘지(Taman Makam Pahlawan/Tenjolaya, Garut)에 묻

혔고 1996년 사망한 빵에란 빠빡 부대장 대행 쥬아나 대

위도 가룻 영웅묘지에 묻혔다. 현재 이 묘역엔 약 600명

의 유공자들이 잠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각 주마다 

영웅묘지가 조성되어 해당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크거나 전쟁을 거치는 동안 유공자를 많

이 배출한 지역의 군청 소재지에도 영웅묘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유공자에겐 수도 자카르타

에 있는 깔리바따 국립영웅묘지(Taman Makam Pahla-

wan Nasional/Kalibata)에 묻힐 자격이 주어지며 현재 약 

7,000 유공자들이 잠들고 있으며 종전 후 잔류병으로 남

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또는 사망한 일

본군 출신 중 13명은 자카르타 깔리바따 국립영웅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며 또 다른 28명은 각 지방의 주정부나 군

청 소재지 관할 영웅 묘지에 산재되어 묻혀있다. 

종전 직후 일본 육군성은 일본군이 전범 처리되는 사태

빵에란 빠빡 민병대의 가장 두드러진 활약상인 「다예꼴롯(Dayeuh-

kolot) 탄약고 폭파작전」 당시, 빵에란 빠빡 현지인 대원 3명을 포함

하여 3개 민병대에서 차출된 11명의 특공대의 지휘관으로서 스스로 

몸을 던져 화란군 탄약고를 폭파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모하맛 또

하(Mohamad Toha)의 기념비. 이 기념비는 1957년 독립기념일에 세

워졌으며 현재 이 기념비 바로 옆에는 실리왕이 사단 예하 제3 전투

공병대대(Batalion Tempur Zeni 3) 병영이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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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방하기 위해 남방지역 전 예하 부대에 전범색출에 

증거가 될만한 기록들을 모두 폐기할 것과 전범으로 체

포될 가능성이 높은 장병들은 아예 잠적하던가 또는 탈영

하도록 은밀한 훈령까지 내리고 있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군은 갓 창설된 탓에 대화란 독립전쟁에 필요한 무기, 

탄약은 물론 경험있는 전투병이 절실하였던 탓에 일본군 

출신 병사들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쌍방간의 이해가 일치하여 종전 직후 최소 800명

에서1,000여명에 이르는 구 일본군 출신 병사들이 부대

를 이탈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들 중 하사관들을 비롯한 일부 병사들은 정식으

로 군번을 부여받고 인도네시아 정규군에 편입되어 뚜렷

한 전공을 세웠는가 하면 국재만, 정수호, 양칠성과 같이 

민병대에 편입되어 이름 없이 사라진 군번 없는 용사도 

있었다. 이들의 참전동기는 ‘인도네시아 독립’이라는 

대의(大義)를 내세운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이 전범으로 

처형되는 것을 면하는 길은 화란군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불가피성 또는 현지처 문제 등 사적인 경우도 있

었다. 양칠성은 과연 어느 쪽일까? 『赤道下の朝鮮人叛

亂』의 작가 우츠미 아이코(內海愛子)는 “조선인 양칠

성은 무엇 때문에 일본군을 따라 무기를 들고 제3국인 인

도네시아 독립전선에 뛰어 들었을까?”라는 조선인 군속

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그의 전과 또는 

무용담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일본군과는 달리 독립된 

조국의 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총

을 들고 일본군을 따라 전쟁터에 뛰어 들었을까 하는 호

기심과 의외성을 이야기 거리로 만든 것이다. 일반 공동

묘지에 방치되었던 3인의 유골을 1975년도에 이장하는 

작업도 일본정부가 주도하여 자국 국민인 아오키, 하세카

와를 분골(分骨)하는 과정에 양칠성의 존재가 부수적으

로 밝혀진 것에 불과하다. 그들 3명 중에 의외로 한국인

이 한 명 끼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당국은 곤혹스

러워하며 이에 대한 처리에 고심하였다. 결국 한국의 유

족이나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

다. 우츠미 아이코 교수가 1978년 양칠성에 관한 자료 수

집 차 전주를 찾았을 때 전북일보사의 도움에 의해 겨우 

양칠성의 사촌 여동생인 양남수를 만났을 때 그녀로부터 

다음과 같은 언질을 듣게 되었다. 종전이 된 후 양칠성의 

양 어머니이자 숙모인 최금동은 귀향 징용자들이 전주역

에 도착하는 날이면 눈이오나 비가오나 역으로 달려 나

갔다. 행여나 하며 몇 년 동안을 헛걸음으로 역전을 드나

들던 최금동은 끝내 양칠성을 보지 못한 채 12년 전에 운

명하였고 양칠성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6.25전쟁에

서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1975년도에 양칠성이 가룻 일

반공동묘지에서 영웅묘지로 이장된 사실을 통보받았느

냐는 우츠미 교수의 질문에 양남수는 전혀 통보 받은 사

실이 없다고 하였으니 양칠성은 온갖 회유로 자신을 전쟁

터로 유인하였고 끝내는 이장사실마저 고국의 연고자에

게 알리지 않았던 일본당국을 원망하며 지하에서 또 한번 

울어야만 했다.

양칠성을 비롯한 3인의 이장식이 이루어진 1975경은 독

립전쟁 당시 서부자바 전선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민

병대들을 관장하였던 정부군 대대장들이었던 우마르 위

라하디꾸수마(Umar Wirahadikusuma, 예비역 대장, 부

통령 역임) 소령은 감사원장으로, 께말 이드리스(Kemal 

Idris, 예비역 중장, 전략사령관 역임) 소령은 주 유고 대

사로 재직하여 모두가 정부의 지도층에 포진하고 있을 때

‘쥬아나 비망록’에 기록된 아오키 공동부대장에 관한 메

모. 아오키 상사(軍曺)는 요꼬하마 출신으로 태평양전쟁 당

시 본국에 부인과 3자녀를 둔 채 인도네시아로 출병하였으

며 반둥 화란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날짜가 

가까워 오자 그의 손톱을 잘라 고국의 가족에게 전달할 정

도로 가족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그의 차남인 

히로시 아오키는 1980년대에 부친의 영혼이 남아있는 인도

네시아에 진출하여 사업기반을 마련하면서 서부자바 지역 

댐공사 등을 수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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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전쟁 초기부터 모든 민병대들을 총괄지휘하

며 가능한 많은 민병대원들을 정부군에 편입시키며 이들

을 총괄 지휘하였던 수또꼬 예비역 준장과 그의 부관인 

쭈쭈 아디위나따 예비역 중령도 모두 생존해 있을 당시

였다. 이들 빵에란 빠빡 부대를 직간접으로 통솔하였던 

옛 지휘관들의 배려 덕분에26년 만에 3인의 독립유공자 

이장식이 거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장성까지 오

르고 정부의 고위층에 등극한 옛 인도네시아 지휘관들이 

30년 동안 가슴속에 간직하여왔던 이 일본군 용병들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이다. 

꼬사시(S.M.Kosasih)는 종전을 전후하여 정규군에 편입

되어 갈룽궁 산악지역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던 회교반

군(DI/TII) 소탕작전에서 활약하다 1962년 반군 총사령

관인 까르또수위르요(S.M.Kartosuwiryo)가 실리왕이 

사단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되면서 그의 임무도 끝나게 된

다. 1964년 빵에란 빠빡 부대가 해산되면서 소령으로 예

편한 꼬사시는 부하 대원들의 노후를 위해 퇴직 당시 수

령한 퇴직금을 갹출하여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계획을 세

웠고 부지휘관이었던 쥬아나 대위는 각자에게 지불하자

는 주장으로 엇갈리면서 20여 년 동안 생사의 기로에서 

운명을 같이 했던 이들 부대원 간에도 균열이 일고 말았

다. 꼬사시는 빵에란 빠빡 부대 일본군용병 출신이었던 

나이또 도모시게(‘Kurdi’로 개명)가 종전 후 서부자

바 지역에 잔류하면서 1956년 따식말라야 지역에서 양

잠업을 개척하여 ‘인도네시아 양잠업의 선구자(Bapak 

Sutra Indonesia)’가 된 점에 자극받아 나이또의 상관

이었던 꼬사시(S.M.K.osasih)는 그의 다섯째 아들 구금

(Gugum Gumelar)으로 하여금 이를 전수받게 하며 일본 

연수까지 보내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양잠업을 보급하며 

인도네시아 양잠업 발전에 기여한다. 빵에란 빠빡 부대의 

부지휘관이던 쥬아나 대위도 전신전화국, 가루다 항공사 

등 국영기업체에 몸을 담다 1969년에 퇴역하였다. 그 후

에도 개인 기업체인 바띡 꺼리스(PT.Batik Keris)사에

서 근무하며 5남 2녀를 부양하다 1996년에 작고하여 양

칠성이 묻힌 가룻 영웅묘지에 옛 일본군 전사들과 나란

히 잠들고 있다.

한편 수또꼬 중령은 인도네시아 국군이 창설되기 직전인 

1945년 9월 15일 서부자바의 민병대를 규합하여 ‘쁘

리앙안 수호단 위원회(Majelis Persatuan Perjuangan 

Priangan)’를 결성하여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모든 비

정규군 부대들을 총괄하면서 일본군 무장해제를 자체적

으로 실시하고 10월 5일 국군(TKR)이 창설되자 국군

과 연계하여 독립전쟁의 초석을 깔아놓은 업적을 남겨 놓

았다. 이 당시 서부자바 지역의 민병대를 포함한 모든 비 

정규군을 총괄하던 수또꼬 중령에게 이슬람국가(Darul 

Islam) 창설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회교 반란군인 이

슬람군(Tentara Islam Indonesia) 창설 지도자들인 깜

란(Kamran)과 까르또수위르요(Kartosuwiryo)의 적극

적인 회유가 있었으나 수또꼬는 이를 물리치고 그가 지휘

하던 모든 민병대를 신생 인도네시아의 정부군에 편입시

켜 국군의 조기 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세우기

도 했다. 그는「렌빌협정」에 의해1948년 2월, 실리왕이 

사단본부가 중부자바로 부대이동을 한 공백기간 동안 화

란군의 「제2차 무력공세」가 이어지자 백척간두에 놓

인 서부자바 지역에서의 항전을 위해 긴급히 서부자바로 

복귀하여 게릴라전을 총괄하게 된다. 수또꼬 중령은 종전 

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장의 직책에까지 올랐으나 준장 

계급에서 예편되고 만다. 그는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족자카르타 중앙정부를 향해 서부자바의 독립전쟁에 대

한 독자적인 작전권을 계속 주장하여 중앙정부와 마찰을 

빗은 전력이 있었으며 1952년에 발생한 「10월17일 쿠

데타사건」의 주모자로 낙인이 찍혀 더 이상 군력을 펴보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준장으로 예편한 이후 1975년

부터 10년간 국가자문최고회의(Dewan Pertimbangan 

Agung) 위원을 역임하는 것으로 그의 공직생활은 마감

된다. 한편 1948년 8월 수또꼬 중령이 족자카르타에서 

긴급히 돌아와 「갈룽궁 게릴라 연합전선」총지휘관으

로 취임하여 작전 도중 화란군에 의해 체포되자 그 직분

을 이어받아 양칠성이 소속된 빵에란 빠빡 부대를 포함한 

서부자바의 모든 민병대를 지휘하던 쮸쥬 아디위나따 중

위도 종전 후 중령으로 예편하게 된다.  

1996년 2월 29일부터 20일간 우츠미 아이코, 무라이 요

시노리(內海愛子/村井吉敬) 원작 『赤道下の朝鮮人叛

亂』, 김의경 극본, 장진호 연출, 그리고 양칠성 역의 최

상설, 아오키 역의 이문수, 재판관 역의 장민호, 나레이터 

백성희 등의 배역진으로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 연

극『叛徒와 英雄』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을 감상하면서 

‘비운의 전사’ 양칠성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에서 접고

자 한다. 

내레이터) 1949 년 8월 10일 아침 7시, 청명한 날씨지

만 슬픈 날이다. 이곳 가룻 공동묘지 공터에는 3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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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가 나란히 눈을 가리우고 묶인 채 이제 11개의 총구 

앞에 서 있다.

아오키) 사람으로 태어나 이제 마흔 세 살, 이국 땅에서 

사형선고를 받다니…, 인간, 인생이란 꿈속에서 방황하

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만, 이 세상 떠남이 한없이 슬프

다. 어쩌랴, 내가 부른 운명임에야. 멀도다. 희망의 구름이

여, 언제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옆에 서 있는 양칠성

에게) 야나카와군, 너는 알 수 없는 놈이다. 넌 왜 이 지

경이 되었지?

양칠성) (담담하게) 나도 몰라요. 

아오키) 난 널 정말 못살게 굴었다. 당시 상황이 그랬으

니 양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알 수 없어, 네가 왜 이 몹

쓸 아오키를 끝내 따라 다녔는지.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

는 기회가 있었잖아?

양칠성)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아오키) 그래 말해주지 않겠나, 야나카와군?

양칠성) (불쑥)당신을 꼭 내 손으로 죽이고 싶었기 때문

이었어요.

아오키) 우핫하하…..

        (웃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그래 그랬군. 역시 그랬

어. 그런데 왜 죽이지 않았나?

구령소리) 분대 차려 총!

          좌측목표, 조준! 사격!

      11방의 총성, 좌측의 아오키의 몸뚱이는 피투성이 된다.

양칠성) 우린 같이 죽는 거잖아요.

하세카와)  (아오키 대신) 그래……

구령소리) 가운데 목표, 조준! 사격!

        또 11발의 총소리. 하세카와의 몸에 수발의 총알이 박혔다.

양칠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죽이고 싶지도 않네요, 뭐,하하하…..

구령소리) 우측 목표 조준! 

양칠성) 죽일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하하하…….

구령소리) 사격!

         양칠성 역시 같은 식으로 처형되었다.

내레이터) 구 일본군 군속 양칠성의 최후, 그가 영원히 잊

혀지지 않고 일반 공동묘지에서 가룻 영웅묘지로 되살아

난 일은, 어떨까, 다행스런 일일까? 그는 과연 누구를 위

해 3년 동안이나 정글에서 싸웠을까? 그의 말대로 아오키

를 죽이기 위해, 복수할 기회를 얻기 위해 싸웠을까? 인도

네시아의 적, 화란군을 향해 총을 쏘았고, 현지처인 린쩨

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것일까? 아니면 그 밖의 남

모를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우

리는 그 진실을 모른다. 

♣다음 호에는 <제11부 고려독립청년당>편으로 이어집

니다.

*증언에 응해주신 서부자바 지역 관계자들

-빵에란 빠빡 민병대장 꼬사시(S.M.Kosasih)의 3남 오

옴(Oom, 65세)과 차녀 아이(Ai, 51세)

-빵에란 빠빡 민병대장 대행 쥬아나(Juana)의 장남 깐다

르(Kandar, 60세)

-빵에란 빠빡 민병대 대원 생존자; 우땅(Utang, 83세), 

메멧(Memed, 80세), 여성대원 찐따르시(Cintarsih, 

76세), 사리(Sari, 80세) 

-빵에란 빠빡(본명, Raden Wangsa Mohamad)의 4대

손 우움(Uum)

-독립전쟁 당시 실리왕이 사단 대대장이였던 수랏만

(Suratman) 예비역 소장(85세)

-독립전쟁 당시 정규군 루끄만(Rukman) 대대의 부대원 

압둘 마난(Abdul Manan) 예비역 소령(79세). 그는 실

리왕이 사단이 중부자바로의 ‘대이동(Hizrah)’과 도

보로 서부자바로 복귀한 ’Long March’를 모두 경험

한 용사임. 

-가룻 영웅묘지 관리인 이만(Iman)

-실리왕이 사단 군사박물관 담당자들 외 다수

☞주요 참고문헌

-朝鮮人 叛亂/백남철 역, 1981년

-연극대본 『叛徒와 英雄』/김의경 각색

-Perang Sekitar Kemerdekaan/A.H.Nasution, 

1978년

-Siliwangi dari Masa ke Masa/Komandan Dae-

rah Militer Jawa Barat(Siliwangi), 1979년

-빵에란 빠빡 부대장 대행 쥬아나의 비망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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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편 
비아냥대지 말라. 분노에 불을 당기는 
짓이려니 - 송 민공의 어리석음

글 : 이상기 JIKS 국어과 교사

  ‘송(宋) 나라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어리석

은 자식들’이라는 비아냥의 뜻이 들어 있다. 초(楚)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이

란 단어를 생각해 보라. ‘수주대토(守株待兎)’니, 

‘모순(矛盾)’이니 하는 고사성어를 보라. 그 주인

공들은 다 송이나 초나라 사람들이다. 그래서인지 이 

송, 초라는 말은 마치 영어에서, ‘따돌린다, 물 먹인

다’는 말로 해석된다는 ‘코벤트리’와 어깨를 나란

히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농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남편에게 대낮에 알몸

으로 말을 타고 시위를 벌였다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의 예속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퍼트렸다는 ‘고다이

버’는 코벤트리의 영주 레오프릭에게 시집을 간다. 

코벤트리로 가기 싫어서 고다이버는 많이 울기도 했

겠다. 그러니, 송 나라, 초 나라 사람이나 코벤트리 사

람들은 다 똑같이 컨츄리 맨, 촌놈, 촌닭이라는 말로 

본뜻이 바뀌게 된다. 이 사람들, 이거, 화 좀 나게도 생

겼다. 뭔가 이야기나 일이 엉뚱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삼천포’로 빠

졌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삼천포’ 사람들이 

화를 내던 이유도 짐작할 만할 것이다.

  송나라에 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춘추시대라 왕

이란 칭호를 쓰지 못해 그렇지, 그는 송 나라의 왕이

었다. 당시 왕이란 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천자라고 

칭하는 주 나라 왕과 초 나라 왕뿐이었다.

  민공에게는 남궁장만이라는 믿음직한 장수가 있었

다. 창을 잘 쓰고, 더군다나 힘이 대단하여 촉산에 있

는, 천 근이나 나간다는 무쇠솥을 들어 올렸다는 사

람이니 괴력의 소유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것은 틀

림없겠다.

  하기는 힘이 세었다는 인간이 왜 그렇게 많은가. 저

승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개 케로베로스를 끌고 

나왔다는 헤라클레스는 강물을 끌어다 몇 십 년 묵은 

마구간 청소를 단 번에 해치운다. 테세우스는 프로

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눕혀 죽이고, 미궁에 들어가서

는 우두인신(牛頭人身) 즉, 소의 머리에 사람 몸뚱이

를 가졌다는 괴물 미노스타우로스를 몽둥이로 쳐죽

인다. 관우는 육십 근 짜리 청룡언월도를 썼다. 그는 

아마 사람의 머리를 벤 것이 아니라 박살을 내었을 것

이다. 뿐인가. 장비, 여포를 보라. 마초, 황충 등이 식

상하다면 진 문공을 따르던 장수 위주를 보라. 조선 

태조 이성계, 고려의 장수 유금필을 떠올려 보라. 그

들은 적장을 ‘주머니 속의 물건 꺼내듯’ 사로잡기

도 하고, 호랑이를 한 손으로 쳐서 잡기도 한다. 다리

에서 떨어지는 말을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고, 나이 여

든에 쌀 두 가마를 번쩍 들어 내던지기도 한다.

  동방의 대성인 공자의 7대 조상 숙량홀이 겨우 주먹

만한 나라 핍양국의 핍양성을 공격하던 때. 고양이 앞

의 쥐 신세가 된 핍양국에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 위

기를 벗어나고자 한다. 일부러 현문을 열어 놓고 자만

에 빠진 적을 유인한 것이다. 계략인 줄도 모르고 군

사를 몰아 공격하던 숙량홀이 현문에 들어서자 갑자

기 성의 현문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

다. 그러자 숙량홀은 창을 버리고 두 손으로 천 근이 

넘는 현문을 떠받치고 버티어 섰다. 그 틈을 타 군사

들은 무사히 현문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숙량홀이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누구든지 이 현문 밑으로 지

나가 보라.” 그러나 그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오지 

못했다. 이 때 적장이 몰래 활을 쏘았다. 숙량홀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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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놓고 밖으로 물러나자 화살은 우레 소리를 내며 

현문에 박혔다. 또한, 적사미가 적의 성 밑에서 혼자 

무용을 뽐내자, 진동보는 성 밑으로 달려 들었다. 그

러자  성 위에서 적장이 외쳤다. “네가 이 베를 잡고 

성을 오를 수 있겠느냐?” 지체없이 진동보가 대답했

다. “ 물론이다. 베를 내려라.” 진동보가  베를 잡고 

몸을 솟구치자 겁이 난 적이 베를! 끊었다. 보라! 까마

득한 곳에서 진동보는 장작 떨어지듯 무너져 내렸다. 

누구나 그가 즉사했다고 생각했다. 여기 저기서 비명

이 울렸다.  그러나 잠시 후, 진동보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곤 더욱 우렁찬 소리도 외쳤다. “다시 베를 내려

라.” 진동보는 서너 번 몸을 솟구쳤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더니, 다시 한 번 베를 잡고 성벽을 뛰어 올랐

다. 그리고는 베를 끊어 버린 적을 낚아채 성 밑으로 

던져 버렸다. 그는 땅에 떨어져 즉사했다. 모든 군사들

이 환호를 보냈다. 핍양국은 그렇게 사라졌다.      

  힘 센 놈들의 무식 다큐멘터리는 그만 하고, 다시 남

궁장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남궁장만은 위세

도 등등하게 노 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싸움은 싱

겁게 끝났다. 힘만 믿고 무작정 밀고 들어가던 그는 노 

나라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더니 화살에 맞아 부

상을 입고는 서리 맞은 호박잎처럼 주저앉아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 노 나라는 휘파람 불며 개선했고, 송 

나라는 지리멸렬, 공연한 원정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톡톡히 창피만 당했다.

  그러나, 얼마 후, 남궁장만은 외교적 노력에 의해 곧 

석방되어 송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가 돌아온 그를 민공은 만날 때마다 조롱했다. “내 전

에는 그대를 존경했으나 이제는 죄수이자 포로에 불

과한 자를 더 이상 존경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남궁

장만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송 민

공의 조롱이 되풀이되자 대부 구목이 간했다. “임금

이 신하를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신하도 임금을 섬기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반역조

차 일어납니다.” 그러나 민공은 무슨 걱정이냐는 투

로 말했다. “괜찮소. 나와 남궁장만은 허물 없는 사

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그렇지만 이는 하찮은 걱정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

라.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어디 시골 늙은이의 헛소

리던가? 암수의 뱀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 장난삼

아 지팡이로 건드려 본 대가로 팔 년 동안이나 여자

로 살아 본 적이 있는, 그랬다가 다시 뒤엉킨 뱀을 지

팡이로 쳐서 남자로 돌아온 바 있는,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은 참혹한 것일수록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독자

도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물의 요정 리리오페

의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아주 오래 오

래’ 살 것이라는 예언은 결국 수선화의 전설로 돌아

오지 않던가?  테레우스가 그의 예언을 무시하고 조

롱하지만 그 대가는 얼마나 참혹한 것이던가? “동조

자라 이르지 마소서, 살인자시여.” 그의 한 마디는 

구국의 영웅인 오이디푸스를  둘도 없는 패륜아로 낙

인찍지 않던가?  지금, 구목의 충고도 이와 다르지 않

을 것임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민공이 궁인들과 놀고 있었다. 이때, 남궁장만은 창

을 높이 던졌다 받는 척극 놀이를 시범보이고 있었는

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그의 묘기에 박수와 환호

가 쏟아지자 민공은 슬며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

다.  그리하여 박국 시합을 벌이기로 하였다. 박국은 

바둑과 비슷한 것으로 민공은 박국의 고수였다. 박국 

시합으로 남궁장만에게 창피를 주자는 속셈. 남궁장

만은 연거푸 다섯 판을 지고 벌주를 다섯 말이나 마셨

다. 그래도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때, 주 장왕의 부음이 들어왔다. 그러자, 남궁장만 

자신이 사신으로 왕도에 가겠노라 자원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을 것을, 아니, 이번에는 정말로 가만히 있

어야만 할 것을, 놀리지 않아야 할 혀를, 혀 가벼운 줄 

모르는 민공이 다시 놀렸다.  “그대는 포로 노릇에 

이골이 난 죄수라. 우리 나라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어찌 포로, 죄수를 사신으로 보내겠누, 응?” 드

디어 참고 참았던 남궁장만의 분노가 폭발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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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석은 임금아. 그러면 죄수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지 아느냐?” 민공도 발끈했다. “죄수 놈이 어찌 이

리 무엄하냐?” 민공은 마침 남궁장만이 시범을 보였

던 창을 잡아 찔렀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피한 남궁

장만은 박국을 들어 민공의 머리를 내리쳤다. 남궁장

만은 곧바로 나자빠진 민공을 올라타고 쇠뭉치 같은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민공, 그는 그 자리에서 저승

의 객이 되었다.

  남궁장만은 꾸짖는 구목을 주먹으로 쳐죽이고, 궁중

에 변이 있음을 알고 달려온 화독마저 죽이고는 바람

이 나뭇가지의 눈을 털어내는 시간만큼, 아주 잠깐, 권

력을 잡는다. 그리고 그동안 궁궐에서 듣고 본 것은 있

어 가지고 공자 유를 군위에 올리고 자신에게 반대하

는 신하와 왕족들을 모두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똑똑

한 공자 어설이 남궁장만의 아들 남궁 우를 죽이자 함

께 작당한 맹획은 위 나라로 달아나고, 덜컥  겁이 난 

남궁장만도 진(陳) 나라로 달아난다. 그는 늙은 어머

니를 수레에 태우고 하룻만에 이백육십 여 리를 달려 

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었

다. 송 환공이 된 공자 어설이 위(衛), 진(陳) 나라에 

뇌물을 보내고 이들의 송환을 청하자, 결국 그의 목숨

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간다. 뇌물의 단맛에 대한 미련

이 남은 진 나라 왕이 아까운 듯, 아쉬운 듯 말했다. 

“어찌 하는 것이 좋을까?” “집 안에 들어온 짐승

은 죽이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숨을 구해 찾

아 온 사람을 도로 사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군후

의 인자함을 보이십시오.” 그러자 위에 있는 물건의 

입맛이 쓰다는 것을 안 고양이 한 마리! 가 아양을 떤

다. “아닙니다. 왕을 시역한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 

어찌 인자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오히려 시역과 패륜

을 권장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 나라로 돌려 보

내야 합니다.”

  그래? 마침 너무 짠 뇌물을 사양하지도 않고 받아 먹

어 바가지로 물을 켜게 된 진 나라 왕은 그럴 듯한 명

분마저 얻게 되자 신이 났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뒤엉켜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혼자 씩씩거리며 청동 

그물을 짜던 헤파이스토스를 떠올릴 일이다. 다만, 진 

나라에서는 청동 그물은 재주가 없어 만들지 못하고, 

대신 가볍게 잔치 그물을 쳤다. 잔치를 벌이고 남궁장

만을 초대한 것이다.

 남궁장만은 신이 났다. 왕이 보낸 초대장이 예상외

로 정중하자 입이 찢어진 것이다. “흠, 너희들도 나

를 알아보는구나. 만약 비위에 거슬리면 이 나라를 통

째로 차지할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선 초대에 응

해서 구실이 있으면 일을 벌이기로 하지.” 그러나 잔

치 자리는 의외로 흥겹고 저들의 태도도 공손하기 그

지 없다. 흥이 도도해진 남궁장만은 대취해 쓰러졌다.  

그러자 이런 말이 어렴풋이 들렸다. “멧돼지를 자루

에 집어 넣어라.” 코를 골며 쓰러진 남궁장만은 그 

‘멧돼지’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른다. 설령 

안다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는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양 가죽 자루에 넣어지고, 자루는 다시 

두 번, 세 번 제우스도 풀어낼 수 없다는 쇠심줄에 묶

였다. 그렇게 묶여 송 나라로 끌려간 남궁장만은 쇠

몽둥이에 맞아 걸레가 되었고, 가엽게도, 힘없고 아

무 잘못도 없는 늙은 어머니마저 함께 처형되었다. 맹

획도 마찬가지.        

  신하는 단순히 충성만 해도 된다. 오죽하면 ‘견마지

로’라 하겠는가? 그러나 임금이라는 물건은 그저 물 

건너 장씨마냥 단순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부

리는 데는 나름대로 술수도 있어야 하고, 교활한 꾀, 

복심(腹心), 당근, 채찍도 두루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다 해도 할 짓이 없어 제 수족

이나 다름없는, 아랫사람인 신하를 시기하고, 거기다 

어설픈 내기나 하며, 여럿 앞에서 짓궂은 조롱으로 화

를 돋우다가는, 그도 ‘민공’이 되지 않으리라고 장

담할 수 없다. 이미 보지 않았는가? 왕이라고 해서 몽

둥이나 주먹을 솜방망이로 만들 수 있는 재주까지 가

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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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받을 때 도전하라!

“ 어디서 왔어요? ”

“ 음.. 집이 서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

“ 어머. 정말요? 한국말 되게 잘하네요? ”

“ 한국 학교를 다녀서요 ̂ -̂ ; ”

“ 어 그럼 국적이 인도네시아? ”

“ 아니에요 -̂̂ ; 국적은 한국이에요. ”

   오랜만에 학교를 찾아갔더니, 내가 있을 때와는 달라진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하다. 졸업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나도 졸업 1년 차가 되어버렸다. 12년이나 몸 담았던 JIKS를 떠나 낯

선 곳에서 홀로서기를 시도한 지난 1년이 아직도 꿈만 같다. 꿈도 많고, 기대로 잔뜩 하고 시작했던 대학 생

활 첫 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얻은 것도 많은 듯싶다. 

   누구나 그러듯 나도 나 나름대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다. 고등학교 시절 “ 대학 가면 하

고 싶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일까, 대학생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게다가 논스톱 등을 통해 보이는 대학생활은 매우 여유로워 보였고, 재미있어 보여 내

심 기대를 했었다.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고, 설레기만 했던 3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내가 가졌었던 대학생

활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아주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활이 정말 여유가 없거

나 재미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내가 어렵게 느끼고 또 힘들어 했던 것은 내 자신이 조금은 지나친 욕

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1년을 보내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대학생활이 

꿈이 아닌 현실이고, TV에서 보여지거나 내가 꿈꾸어왔던 것만큼 수월하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

다. 사실 내가 대학생이 되면서 기대했던 것이 시간적 널널함과 그 안에서의 자유였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얼마든지 널널하게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시간표이기에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들고 남는 시간에는 내가 하

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런데 이게 웬걸. 본격

적인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둘씩 생겨나는 과제와 시험들, 한 번 켜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컴퓨터 사용, 과 

또는 다른 활동들을 하다 보면, 한 시간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금방 지나가버렸다. 시간이 너무 빠르

게 지나가버리는 것만 같았고, 스스로 너무 하는 것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고민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적절한 시간분배와 유용한 시간 사용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1년 동안 대학과 그 이전 생활의 차이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힘들기도 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 이런 것이 좋다, 이런 것도 있다더라…” 등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주

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알려주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라 내가 직접 찾고 노력해야 하는 대학 생활

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기만 하고 어렵기만 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오리엔테

글을 쓴 이상의씨는 2006년 JIKS 졸업생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할 새내기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의욕을 주기위해 글을 전해왔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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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나 새내기배움터, 신입생 환영회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대문에, 입학 전부터 학교를 찾아다니고,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직접 해야 했었다. 그 때의 당황스러움이나 막막함이 아직까지도 생각난다. 입학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안의 좋은 강의, 공연 혹은 여러 공지 사항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찾지 않으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기 일쑤였다. 정보든 공연이든 내가 얼마만큼의 관심과 찾는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경험 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교실, 한 학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을래야, 익숙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린다면 인간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1학기 때는 좋은 공연, 강의를 많이 놓쳤고, 공지사항도 우연히 보거나 주위 사람에게 듣고 알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말을 붙이거나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힘들게만 느껴졌었다.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면서도 별 뾰족한 수 없이 어영부영 1학기가 끝나버렸다.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건, 내가 뭔가 목표와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세우고, 내가 시도하고 싶은 일은 망설임 없이 시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도 낯가림도 꽤 하는 편이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혼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주저하는 편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격 탓을 하면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강의, 공연을 놓친 것도 내가 얼마든지 가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갔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야 정말 후회가 된다. 좋은 강연을 듣고, 공연을 보면 나에게 훨씬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고 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저하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어영부영 딴짓만 하다가 보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진다.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했더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선배가 해주었던 말이 생각난다. 인생계획을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크게 짜보라고.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3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도 어찌 보면 대학이라는 목표와 다달이 어느 정도를 해야겠다고 세운 계획 때문이었다,. 당장의 계획은 아니더라도 큼지막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반성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쉬움과 또한 앞으로 그러면 될 것 같다는 희망도 생긴다. 

   후배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기도 어렵고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자기가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나름대로의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견뎌내기가 힘든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또한 어느 대학이든 새내기는 환영 받는 법이고, 새내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많다. 환영 받을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보았으면 좋겠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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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인도네시아

2006년 경제동향 및

2007년 전망 

1. 개 관 

 2006년도 인니 경제는 2005년 10월에 단행된 국내 유가 인상 조

치로 인한 침체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무려 

127%에 달한 유가 인상과 이에따른 인플레 ->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 이로 인한 소비 둔화 및 투자위축이 연쇄 반응을 일

으켰기 때문임.

 인니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민간 투자가 부진할 것으

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공공 투자를 확대하여 내수를 진작시킬 계획

이었으나, 정부, 특히 각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기에 이루어지

지 않아 상반기 내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었음. 그나마 2/4분기 이후 

내수 침체를 보전한 것은 수출로,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두자리 수 

증가율(상반기 15.1% 증가)을 이어가, 정부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위

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음.

 4/4분기 이후 인플레 안정에 따른 금리 인하 및 정부 재정 지출 확

대로 경기가 차츰 살아나고 있어 2007년 경제는 2006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소비자 신뢰지수도 11월 들어 18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 낙관세로 돌아섰음.

 2007년도 세계 경제는 2006년 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

상되나, 인니 경제는 수출 보다는 내수 위주의 경제이고 또한 대 중

국 수출증가가 미국, EU에 대한 수출 감소를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

어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인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 ADB도 동아시아 국가중 유일하게 인니만 내년 경제성장율이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미 달러화도 약세 기조가 예상되어 인니의 인플레나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유가도 배럴당 약 55$선으

로 2006년보다 하향 안정세가 예상되는 등, 외부적으로 인니 경제에 

대한 악재 요소는 별로 없는 상황임. 또한 국내적으로도 인플레 안

정 및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증가가 기대됨.

 그러나 인니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확대임. 인니는 특히 

국내 자본 축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투자와 외국인 투자

에 크게 의존해야하는 상황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아체 및 족

자카르타 재건 프로그램 이행 가속화, 노동규정.세법.투자법 등의 정

비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로 고용을 증대하고, 민간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이후 인니 경제가 올바른 궤도에 진입해 있

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상황임. 그러나 개혁의 속

도가 너무 더디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임. 2004년 46억$이었던 외국인 

투자실현액이 2005년 89억$로 거의 배가 증가한 것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음. 그러나 2006년 10월 현재 외국인 투자 실현액이 

45억$로 전년대비 무려 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니 정

부의 예상 외로 더딘 개혁 작업 때문에 투자가들이 좀 더 두고 보자

는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결국 2007년 인니 경제는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획

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2. 경제 성장 

 인니 경제는 2004년 4/4분기 6.65%의 성장율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4분기의 4.70% 까지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였음. 이와같은 현상은 

고유가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으로 국내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때문임. 2005년 3월(29%)과 10월(126.6%)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

적인 국내유가 인상에 따른 높은 인플레율과, 인플레를 막기위한 중

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소비를 위축시킨 주 요인이 되었음. 다행

히 2006년 2/4분기부터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여 2/4분기 5.22%, 

3/4분기 5.52% 성장으로, 2006년 들어 3/4분기까지의 경제성장율은 

5.14%에 달함. 2006년 연간 경제성장율은 5.4%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고 있음. 

 2005/2006년도 분기별 경제성장율 추이(단위: %) 

2005년 2006년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성장률 6.25 5.63 5.63 4.90 4.70 5.22 5.52  

자료원: 인니 통계청  

 2006년 예산 계획 수립시의 인니 경제성장 목표는 6.2%였으며, 인

니 중앙은행은 연초 5.6%의 경제성장을 예상했으나, 내수 침체에 대

한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

 2006년도 경제성장을 이끈 분야는 통신과 건설로 3/4분기까지 각

각 12.75%, 7.86%의 성장률을 기록함. 광업분야도 2004년까지 연속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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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경제 전망

5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5년 1.6%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후 

2006년에도 2.28%의 플러스 성장을 보임. 그러나 석유 가스 분야는 

-0.6%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함.

  * 석유.가스 부문 성장률: 2001년 -4.95%, 2002년 -2.13%, 2003년 

-3.42%, 2004년 -4.4%, 2005년 -3.3%, 2006년(1-3분기) -0.6% 

 2006년(1-3분기) 비석유가스 분야의 업종별 성장률 (단위: %)

분  야 성장율 분 야 성장율

운수.통신 12.75 숙박.요식 5.52

건  설 7.86 서비스 6.44

금융.리스 5.08 농.축.임업 3.41

제조업 4.11 광  업 2.28

전력.가스.수도 5.81 계 5.14

자료원: 인니 통계청 

 2007년도 인니 경제는 6.0% - 6.2%의 성장이 전망됨. 인니 정부

는 2007년도 예산계획 수립시 경제성장율 목표를 6.3%로 정했으나, 

중앙은행은 6.1%를 전망하고 있음.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동아시

아 경제성장율이 금년 4.9%에서 내년 4.4%로 낮아질것이라고 전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인니는 2006년 5.4%에서 2007년 6%로 경제가 좋

아질 것으로 예상함.  

 주요기관의 2007년도 인니 경제성장율 전망 

- 인니정부 6.3%, 인니 중앙은행 6.1%, 세계은행 6.2%, ADB 6.0%, 

SCB은행 6.0%, 메릴린치 6.0%, 영국의 EIU 5.9%, 

3. 무  역 

0. 2006년도 1-10월중 인니의 수출은 822억$로 전년동기 대비 16.4%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502억$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하였음. 연

말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비 약 15% 증가한 980억$, 수입은 약 4% 증

가한 600억$로 380억$ 수준의 높은 무역 수지 흑자가 전망됨. 

 연도별 인니의 수출입 현황 (단위 : U$억,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06(1-10)

수   출

(증가율)

563

(-9.3)

572

(1.6)

611

(6.8)

716

(17.2)

856

(19.5)

822

(16.4)

수   입

(증가율)

310

(-7.5)

313

(1.0)

326

(4.2)

465

(42.6)

575

(23.7)

502

(3.1)

무역수지 253 259 285 251 281 320

 자료원 : 인니 통계청 

 수출은 1-10월중 석유.가스 부문이 11.07% 증가한 반면 비석유가

스 부문은 17.88%가 증가하여 지난해와 달리 비석유 가스 부문이 수

출증가를 주도하였음. 

 수입은 내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하였음. 

1-10월중 석유. 가스부문 수입이 9% 증가한 반면 비 석유가스 부문

의 수입은 0.45% 증가에 그침.  

 2007년도 수출은 경기둔화의 요인으로 대 미국, EU 수출의 감소

가 예상되나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를 만회할 것임. 전체적으로는 

2006년보다 12% 정도 증가한 1,100억$이 예상되어 사상 처음 1,000억

$ 수출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임. 수입은 국내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06년보다 30% 증가한 약 780억$이 전망됨. 

    

4. 인플레 율 

 2006년 1-11월중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5.32%로, 연간 인플레는 6% 

미만이 예상됨. 2005년 10월의 유가 인상에 따른 여파로 2005년 인플

레율은 17.1%에 달했으나, 인플레에 따른 내수 침체,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6년 내내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함. 

 2006년도 월별 인플레율 추이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간 1.37 0.58 0.03 0.05 0.37 0.45 0.45 0.33 0.38 0.86 0.34

누계 1.37 1.95 1.98 2.03 2.41 2.87 3.33 3.67 4.06 4.96 5.32

자료원: 인니 통계청  

 인플레 억제는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임. 인니 

정부는 2007년 예산계획에서 인플레 목표를 8%로 잡고 있는데, 전문

기관에서는 6%대로 전망하고 있음(SCB 5.7%, 메릴린치 6.3%, EIU 

6.5%). 물가안정 예상은 환율 안정 및 유가 하향 안정 전망, 정부의 

국내 유가, 전기료 동결 약속 등에 근거함. 

5. 환 율 

 2006년 환율은 US1$당 9,000 -9,200 루피아 대에서 안정세를 보임. 

연말 환율은 9,100Rp/US$, 연평균 환율은 9,170Rp/US$ 정도가 예상

됨. 이와같은 환율 안정은 인니의 고금리 정책, 국내 수요 감소에 따

른 수입 위축, 2005년 대비 국제 유가 안정과 유류 보조금 감축에 따

른 유류 수입 증가폭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함.  

 정부는 당초 2006년도 환율을 9,900루피아로 전망하였으나, 수차례

의 2006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9,300 루피아로 하향 조정하였음. 

 2005/2006년도 월별 환율 변동 추이 (단위: 루피아/$, %)

2005 2006   

 3월 6월 9월 12월 1월 3월 6월 9월 11월

환 율 9,480 9,713 10,310 9,830 9,395 9,075 9,260 9,226 9,164

변동율 -2.05 -4.55 -10.98 -5.81 +4.63+8.32+6.80+6.14+7.20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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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주: 월말 기준, 매월 변동율은 각연초 대비,  (-)가 평가절하 

 2007년에도 환율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달러화 

약세 기조 유지, 인니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인니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른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유가의 하향 안정 추세 등

이 환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06년말 중앙은행이 금리를 다시 9.75%까지 낮춰 미국 금

리(5.25%)와의 차이가 4.5%로 줄어든 바,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시 

그동안 유입된 포트폴리오 자금(약 200억$ 추정)의 유출로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 2007년 환율을 9,300 루피아로 계상한 

바, 2007년 환율이 9,200 -9,300루피아 선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그러나 인니의 외환시장은 1일 달러거래량이 5억$ 정도로 소

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요인에도 변화가 크며, 또 일반적으로 개도국

에서는 정부의 금융씨스템이나 정책에 대한 작은 불신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작은 영향이 에스컬레이트 되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정치, 경제, 금융 등 모든면에서 정

부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음.   

6. 외국인 투자    

 2006년도 1-10월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승인 기준으로 전년동

기 대비 18%가 증가한 132억$, 실현기준으로는 전년비 무려 47.6%가 

감소한 44.8억$을 기록하였음. 투자 승인 신청의 경우에도 2006년들

어 5월까지는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었으나 6월 이후 신

규 투자 승인 요청이 증가하면서 10월에야 증가세로 돌아설만큼 부

진세를 보였음. 

 연도별 외국인 투자(PMA) 승인 및 실현 동향 

구          분 2002 2003 2004 2005 ‘06(1-10)

투자승인

프로젝트(건) 1,234 1,231 1,219 1,648 1,382

금액(U$백만) 9,954 14,197 10,367 13,579 13,212

투자실현

프로젝트(건) 435 545 544 909 770

금액(U$백만) 3,085 5,426 4,601 8,915 4,481

자료원 : BKPM (인도네시아 투자조정 위원회) 

 2006년 들어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법, 

노동법, 세법등 투자 환경 개선노력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  투자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세계은행(WB)과 국제금융공사(IFC)에서 수행한 투자매력도 설문조

사에서 인도네시아는 2005년의 131위에서 135위로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1위 싱가포르, 18위 태국, 25위 말레이시아 등은 물론 

104위의 베트남, 126위의 필리핀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음. 

 인니 정부는 2005년 1월 국내외 투자가들을 초청, 제 1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고 91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 

2006년 11월 1-3일간 제 2차 인프라서밋을 개최, 10개의 모델 프로젝

트와 101개의 잠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인니 정부는 인프라 확충

에 향후 5년간 1,45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등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임. 

 인니 투자조정위원회(BKPM)는 외국인 투자 승인 신청이 증가했다

는 것은 곧 인니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보고,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식품, 의류, 기계 등 15개 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감

면 혜택 규정, 퇴직금 관련 노동 규정을 사회보장보험(잠소스텍)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 기타 투자관련 규정이 2007년에 개정, 시행되면 외

국인 투자 실현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7. 경상수지, 외채, 외환보유고, 이자율 

 경상 수지

- 인니는 상품교역에서는 매년 20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

으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적자폭도 

2004년 88억$에서 2005년 91억$, 2006년 3/4분기 까지 103억$로 계

속 증가추세에 있음. 

- 이에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2004년 15억 63백만$에서 2005년 

3억 7백만$로 대폭 감소했으나, 2006년들어 무역수지 흑자의 확

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도 9월 현재 62억 5백만$로 대폭 증

가하였음. 

- 그러나 2007년에는 서비스 수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무역수지 흑

자폭의 축소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30억$ 수준으로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됨.    

 외 채 

- 2006년 9월 현재 인니의 외채는 공공부문 773.5억$, 민간부문 

510.2억$등 총 1,283.7억$에 달하고 있음. 외채 규모는 2005년말 

1,306.5억$에서 2006년 3월 1,346.3억$로 증가했다가 9월말 1,283억

$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이와같은 외채의 감소는 인니 정부가 많

아진 외환보유고를 이용, 2010년 만기의 IMF 미상환 부채 70억$을 

2006년 6월 및 10월, 2회에 걸쳐 조기 상환했기 때문임. 

- 이에따라 외채의 GDP 비중도 38%선으로 1998년 140%, 2002년 

65%, 2005년 45%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전체 외채중 단기 외채는 240억$ 정도로 18% 수준이며, DSR 

(Debt Service Ratio/ 총수출액중 외채원리금 상환 비중)은 2003년 

32.2%에서 2004년 28.8%, 2005년 22%로 감소했다가 2006년 상반

기 34%로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 6월중 IMF 부채 37억$을 조기 

상환하여 상반기중 외채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대비 53.4%나 증가

(187억$) 했기 때문임.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006년 5월 인니의 재정 건전화 

유지, 투자환경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확대 등을 근거로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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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경제 전망

의 신용등급을 종전 B2에서 B1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S & P사도 

7월, 신용등급을 B+에서 BB-로 한등급 상향 조정했음. 

- 2007년에도 외채의 급격한 증가는 예상되지 않으나, 정부가 인

프라 투자를 위해 외국 차관을 이용할 경우 외채의 증가 가능성

은 있음. 

 외환 보유고 

- 외환보유고는 2005년말 342.7억$에서 2006년들어 수출 증가와 수

입 감소, 외자 유입 확대 등의 요인으로 5월에는 443억$까지 증

가함. 

-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자 인니 정부는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기

로 결정, 6월중 전체 78억$의 절반 수준인 37억$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도 10월중에 상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말 외환보

유고는 399억$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액수이며, 연말에는 약 

420억$이 예상됨. 

 2003/2006년도 월별 외환보유고 변동 추이 (단위: 억$) 

2003 2004 2005
               2006 

1월 3월 5월 7월 9월 10월

외환
보유고

363.0 363.2 342.7 350.8 400.8 442.9 411.3 423.5 399.0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이자율 

- 인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와 인플레 억제를 위해 2005년 7월 이

후 6개월동안 무려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8.5%에서 12.75%로 

4.25%p나 인상한 바 있음.  

 * 8.5%(6월) -> 8.75%(7월) -> 9.5%(8월 30일) -> 10%(9월 6일) 

-> 11%(10월 4일) -> 12.25%(11월 7일) -> 12.75%(12월 6일) 

- 2006년 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5월 이후 8차례에 걸쳐 금

리를 인하하여 12월에는 다시 한자리 수로 낮추었음. 

* 12.75%(05.12.6) -> 12.50%(06.5.9) -> 12.25%(06.7.6) -

> 11.75%(06.8.8) -> 11.25%(06.9.5) -> 10.75%(06.10.5) -> 

10.25%(06.11.7) -> 9.75%(06.12.7) 

- 그러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신속하게 시중금리에 반영

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

리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연도별 소비자금융 이자율 변동 추이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0

국영은행 16.40 16.80 16.04 14.62 15.23 15.35

상업은행 19.85 20.21 18.69 16.57 16.83 17.85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주: 말일 기준 

- 금리의 인하는 투자 및 소비 증가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나, 금

리 인하가 외자의 유출 및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앞으로의 금리 추가 인하는 신중을 기하고 폭도 0.25% 

씩 낮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니 정부는 2007년 예산안에

서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8.5%로 계상하였음.  

8. 실업율 및 최저임금 

 실업율 

- 유도요노 대통령은 취임시 실업율을 2004년의 10%대에서 임기

가 끝나는 2009년에는 5%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2005-2006년중에는 석유, 전기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 감소

에 따른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로 실업율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

로 나타남. 

- 인니 통계국은 2006년 8월 현재 실업율이 10.28%로 2월의 

10.45%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2005년 2월의 10.26%에는 미치

지 못한다고 발표함. 인니 노동인구 총 1억 639만명중 취업자수는 

9,546만명, 실업자수는 1,093만명으로 나타남. 

- 그러나 취업자 중에는 비정규 고용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크며, 노동계에서는 실제 실업자수가 4,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07년에도 예상 경제성장율 6.0% 정도로는 실업율이 크게 개선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 

- 가장 임금이 높은 지역인 자카르타의 2006년도 최저임금은 

819,100 루피아로 2005년의 711,843 루피아 대비 15% 인상되었

음. 이를 미화 기준으로 볼때는 91$(환율 1$=9,000루피아)정도로 

2005년 대비 약 12% 인상된 폭임.  

- 자카르타의 2007년도 최저임금은 2006년보다 9.95%가 증가한 

900,560 루피아로 결정됨. 미화 기준으로는 99$(환율 1$=9,100루피

아)로 달러 기준으로는 2006년초 대비 8.7% 정도 인상된 수치임.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 임금이 2006년 경제성장율 5.6%, 인플레율 

7%를 가정하여 정한 것으로, 인플레율을 빼면 실질임금 상승율은 

2.95%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추이(자카르타 지역) (단위: 천루피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최저임금 344.2 591,0 631,0 671,6 711,8 819,1 900.6

증가율 49.0 71.6 6.8 6.4 6.0 15.1 9.95

자료원: Jakart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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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의 교역 

 2006년도 우리나라의 대인니 교역은 11월말 현재 수출이 전년동기

비 2.2% 감소한 44.5억$, 수입은 전년동기비 10.6% 증가한 80.5억$로 

36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2006년 연간 실적으로는 수출 49억$, 

수입 87억$로 38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6년 11월 현재) 

- 주요 수출 품목(백만$) 

석유제품(1,162), 석유화학제품(514), 직물(520), 철강제품(300), 비

청금속제품(259), 가정용전자제품(248), 전자부품(257), 산업용전자

제품(172) 등    

- 주요 수입 품목(백만$) 

천연가스(2,547), 원유(1,325), 석탄(827), 동광(673), 석유제품(302), 

펄프(285), 목재(199), 천연고무(162) 등   

 우리의 대인니 수출 감소는 2005년에 폭증(2004년 대비 46배)한  

경유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과, 2006년 상반기 인니의 내수 침

체에 따른 자동차, 전자제품, 자동차용 철강판 등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 자동차(-81.4%), 철강제품(-26.2%), 경유(-23.9%), 음향기기(-

23.6%) 

 섬유류 수출은 폴리에스터직물이 감소, 나일론 직물은 보합세였으

나 편직물 수출의 급증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666백

만$로 18.3% 증가) 

- 편직물 249백만$로 64.9% 증가 

- 폴리에스터 직물 68백만$ 6.0% 감소 

- 나일론 직물 9.3백만$로 1.3% 증가   

 대 인니 수입은 원자재가 85%를 차지하였음. 

- 원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광물 수입이 58.3억$로 전체 수입의 

72.4%를 차지 

- 목재, 펄프와 나프타등 석유화학원료 포함시 원자재 비중은 전체

의 약 81% 

 2007년도 우리나라의 대 인니 수출은 유류 수출이 금년과 유사하

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대비 약 12% 증가한 55억$, 수입은 10% 증

가한 95억$로  40억$ 정도의 무역적자가 전망됨.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e 2007p

GDP 성장율 (%) 3.69 4.10 5.13 5.6 5.4 6.0

GDP per Capita (U$) 810 1,099 1,166 1,308 1,350 1,400

총 수출 (U$십억) 57.2 61.1 71.6 85.6 98.0 110.0

- 증 감 율 (%) 1.6 6.8 17.2 19.5 14.5 12.2

非석유/가스수출(U$십억) 45.0 47.4 55.9 66.3 78.0 89.0

- 증 감 율 (%) 3.0 5.3 17.9 18.6 17.6 14.1

총 수입 (U$십억) 31.3 32.6 46.5 57.5 60.0 78.0

- 증 감 율 (%) 1.0 4.2 42.6 23.7 4.3 30.0

非석유/가스 수입 (U$십억) 24.8 24.9 34.8 40.2 41.0 56.0

- 증 감 율 (%) △2.7 0.4 39.8 15.4 2.0 36.6

경상수지 (U$십억) 1.85 2.39 0.32 1.25 7.0 3.0

외환보유고 (U$십억) 32.0 36.3 36.3 34.3 42.0 46.0

총 외채 (U$십억) 131.3 135.4 137.0 130.7 130.0 135.0

인플레이션 (%) 10.03 5.06 6.40 17.1 7.0 8.0

은행 예치이자율(3개월)

- 국영은행 (%)

- 상업은행 (%)

 

13.7 

13.6 

 

7.1 

7.1 

 

6.5 

6.7 

 

11.71 

11.75 

 

10.0 

10.0 

 

7.0 

7.0 

은행 대출이자율(年末) 

- 국영은행 (%)

- 상업은행 (%)

 

16.8 

20.2 

 

16.0 

18.7 

 

14.6 

16.6 

 

15.2 

16.8 

 

15.0 

17.0 

 

14.0 

16.0 

환    율 (U$ 1) 8,940 8,465 8,950 9,705 9,170 9,100

※ 자료원: 인니 중앙은행, DATA CONSULT, EIU, WTA 

주: 환율은 연평균, 이자율은 연말 기준.  2006년은 추정치, 2007년

은 전망치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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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제등 여러 

나라 영화제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제는 한국영화제 입니

다.”라고 말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댄

서의 순정이 가자마다 

대학생들의 많은 인기를 

차지했고 그리고 영화 말

아톤도 인도네시아 학생

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

다. 영화를 본 학생들은 친

구들과 함께 영화에서 사용되

었던 주인공들의 대사를 따라 

말하거나 주인공을 흉내 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

다.

  그러나 본인이 가장 감격한 

행사는 한국의상을 체험하는 

행사였다. 가자마자 대학교에

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

는 KOICA단원들은 여러 종류

의 한복을 준비해놓고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원하면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하루만 하려던 행사

를 하루 더 연장했다. 그런데 본인을 더 놀라게 했

던 것은 한복을 입은 이들의 모습이었다. 많은 분들

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

는 것을 한복을 입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

게서 찾아볼 수 있었

다. 너무나 잘 어울렸

고 아름다웠다. 

  지금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의 가자마다 

국립대학교에서는 한

국의 날 행사는 인도

네시아의 여러가지 국

내 문제들로 인해 힘들

어하는 학생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글 : 서영철(KOICA 지역개발분야)

족자에 펼쳐진 

한류열풍 그 현장을 가다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

시아 제일의 국립대학이면서 세계대학평가에서 59위

에 오른 인도네시아의 엘리트들을 대거 배출한 가자

마다 대학교가 있다. 족자카르타의 가자마다 대학교

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학연구소와 더불어 한국

어학과가 공식적으로 개설된 학교이기도 하다.

  이 대학교에서는 매년 한국어 학과, 한국학연구소

와 KOICA(한국해외봉사단)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한

국의 날 행사나 한국 영화제를 연다. 특히 금년 한

국의 날 행사는 현재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가자마다 대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한국의 날 주요 행사로는 한국음식 맛보기, 한국영

화 그리고 한국 전통의상 체험하기 등이 있었다. 한

국음식을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학생들과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를 보기 위해 2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볼 때에 본인도 한류열풍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레레(19)라는 ‘가자마다 대학교 학생은 한국의 연

예인 중에서 원빈을 가장 좋아하고 장나라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한다. 이처럼 한류의 바람은 순수한 

인도네시아 소녀의 마음마저 사로잡았던 것이다.

  KOICA에서 파견 되어서 한국어과에서 원어민 강사

로 일하고 있는 김명하씨는 한국영화제에 대해 “한

국영화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서 상영되

었는데 대부분 영화표는 매진되었고 강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서서 영화

를 감상할 정도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뜨

거웠습니다. 특히 가자마다 대학교에는 터키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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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부는 한국어 열풍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친해져 조금 가까워지다 보면 자

연스럽게 각자의 나라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곳 사람들에게 참 많이 듣는 말이 있다.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말……. 

참…. 어려워요……….”. 더듬거리며 하는 서툰 한국말

에 한국말 실력의 정도를 논하기 보단 참 그 한국말 어

디서 배웠는지 신기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의 국력이 많이 높아져 이곳에서도 많은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까지 이르게 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여섯 곳 안팎이다. 그 중 대

부분은 3년 디플로마 과정으로서 졸업 후 취업을 염두

해 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인도

네시아 국립대학교(이하 UI)에  4년 정규과정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과가 개설된 것은 급속도로 전파되어 들

어오고 있는 한국문화와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 커

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민사회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 중 다행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난 8월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교 개설에 대한 신입

생들의 폭발적인 시기와 비슷하게 UI에는 한국어와 한

국문화를 알리는 또 하나의 모임이 탄생하였다. 한국어

학과 개설시 와 못지 않은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한국어 동아리가 탄생하였다. 

동아리 회원 모집하는 날

   인문대학 강당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수백명의 학생들로 

붐볐다. UI 한국어 동아리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

생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정확히 290명의 학생들이 동아리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중 256명이 한국인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다.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어 동아리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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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래 전 부터 한국어 동아리에 관심이 많이 있었

어요. 작년 여름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지요. 한국 외대

에서 한국사회와 한국어를 처음에 배웠어요. 그 이후로 

한국을 많이 아주 좋아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

에서 살고 싶을 거 같은데요… 아마” 위익(국제관계학

과 4학년 재학).

 “저는 국제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특별한 

것이 꼭 있다고 생각 해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아 사람의 삶에서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언어는 문화의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언

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양국의 문자가 서로 다

르니까 더욱 재미 있게 생각되요.” 루시

“저한테 중요한 사람은 한국 사람 이에요. 그런데 지금

까지 그 사람이랑 항상 인도네시아어로 대화 할 수 밖

에 없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한국에 가고 싶

고 그 사람한테 한국말로 “사랑해요”라고 하고 싶어

요.” 라니 라스따띠(일본 학과. 3학년)

“저는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공부 해요. 한국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

고 한국 문화도 좋아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마음

에 들어요. 요즘은 한국어 공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아는 한국 사람을 사랑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

혼 하고 싶고 한국에서 일하고 살고 싶어요.” 실피 (한

국어 학과 1학년)

   위의 인터뷰는 인도네시아 말이 아닌 한국말로 진행

됐다. 인터뷰를 위해 모여든 학생들 중 이미 한국어를 할 

줄 하는 학생은 꽤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

는 한국학생 들을 놀라게 할 만 했다.

   한국어 동아리 결성을 위해 많은 발 품과 시간을 아끼

지 않았던 동아리 초대 회장인 한성태씨는 처음 동아리 

회원모집 공고문이 나갈 때 인문대학생회장은 회비가 

너무 싸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 들 거라는 말은 사실 믿

지 않았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 더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동아리에 대한 인니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다

음과 같이 보고 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에 서서

히 일고 있는 한류가 한국어 동아리에 대한 관심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어렵다는 한국어를 동

아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약간의 회원비만 내면 배울 수

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젊은 사람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UI 인문대학에서 매주 

토요일 외국어 특별 과정으로 영어, 한국어, 일본어등을 

개설해 놓고 있지만 한국어 과정이 매주 약 2 시간 학기 

당 90만 루삐아를 받고 있는 걸로 볼 때 비록 동아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매

U I  한국어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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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으로 보여졌나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현재도 계속 증

가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한국어란 무엇인가?

   몇 년 전 다니엘 네틀 의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이라

는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언어에 관한 문제를 

생태 문제와 결부시켜서 제시하고 다루는 방식을 취해 

언어가 우리 자신의 일부로서 어떻게 자라왔고,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또 어떤 가치

를 지니고 있는지를, 그리고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소중한 만큼 언어들의 다양성 역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생태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언어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한국어의 미래를 같이 고민

하는 계기를 제시한다는 점을 이 책의 가치로 말하고 싶

다. 저자는 인도네시아 오지를 방문하고 이제 겨우 10명 

남짓만이 남아있는 한 종족을 만났다. 그 오지의 각각의 

종족은 사용하는 언어가 각기 다르며 그에 따른 문화의 

형태도 달리하고 있다. 그 종족이 사라진다면 그 종족이 

사용하는 말, 문화, 사고 형태 등등도 모두 사라지게 된

다. 오지 체험 어느날 저자는 한 종족에 오직 한명만이 

남아 있는 사람을 만난다. 결론은 이렇다 ‘한국의 문화, 

사회, 역사, 그리고 사랑하는 한국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선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한국어 동아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어 동아리의 주된 활동은 회원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강좌이다. 인니거주 한국인 대

학생 및 BIPA(UI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인

도네시아어 프로그램) 학생들이 매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교사를 위한 보수는 없다.

   지난해 동아리 개설 후 매주 월요일, 수요일 3개 반을 

운영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기본

으로 해서 직접 작성한 교재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 2주일에 한번씩은 한국영화나 영상자료를 보고 궁금

한 점이나 영화를 보고 느낀점들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두 달에 한번씩은 한국어 시험을 통해 회

원들의 실력을 체크하고 있다.

   한국어 동아리는 1년에 한번 회원들을 모집하고 매 학

기마다 운영비 목적으로 3만 루삐아의 회비를 받는다. 

소정의 액수이긴 하지만 회비납부를 의무로 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들이 책임감과 소속의식을 갖게 하고자 함

이고 동아리 운영의 주요 활동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

재 복사비등을 책정되었다.

   한국어 교사는 매년 1월, 8월에 BIPA 정규과정이 시

작 될 때 새로 UI BIPA 과정에 들어오시는 한국인이나 

이미 BIPA 과정 중에 있는 한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가

르치며 동시에 인도네시아어를 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

람들로 구성된다.

   올 2월 초부터 한국인 대학생들이 주축으로 11명 이

상과 110명의 우이 대학생들이 2007 학기에 수업과 동

아리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다.

喜怒哀樂 단상

“좋은 경험이 더 많아서 힘들었다고 말하기는 쑥스럽

습니다.”

   한국어 동아리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 교사의 말이

다. 모든 단체는 그 나름의 희로애락을 지니고 있지만 동

아리를 방문한 날 이 동아리에서 만큼은 즐거움을 빼고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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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UI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공식 동아리를 만들다 보

니 대학 관계자나 동아리 설립자나 설립 절차를 모르기

는 마찬가지였다. 

   몇 날 며칠을 물어 물어 인문대학교를 몇 번씩이나 빙

빙 돈 기억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수업을 할 강의

실을 빌리기 위해 관계 담당자를 일주일 내내 만나 동

아리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남

는다고 한다.

   또한 회원가입을 위해 256명의 학생들을 단 열명의 한

국 학생들이 인터뷰 하던 기억.

인사 했던 일.

   동아리운영을 위해 교민사회의 관심과 재정적 후원이 

절실해 한인회에서 발간된 2006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있던 약 천 개의 기업에 후원을 바란다는 이메일을 밤새

도록 보냈던 기억.

   그리고 어느날 문득 윤봉환 씨로부터 후원계좌로 입

금된 2백만 루삐아. 너무 기뻐 여기 저기 수소문해 윤봉

환 씨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지면을 

빌어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교민사회의 관심과 재정적인 후원이 절실히 필요

 “한국어 동아리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UI에 오랫동

안 자리 매김을 하기위해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회원들

의 몫이 가장 크지만 그에 못 지 않게, 다양한 교재나 영

상자료, 상시적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알리고 공부

하는 모임을 갖고 책이나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동아

리실을 학교 주위에 만드는 게 가장 절실합니다. 그리고 

동아리방은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러 오는 한국인들에

게도 자그마한 쉼터와 소중한 정보가 오갈 수 있는 장소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고민영 현 동아리 회장

은 말한다.“

   고민영 회장은 또한 “필요 없는 책이나 영상물 혹은 

더 이상 입지 않는 한복 등등이 회원들에게는 좋은 교재

가 될 수 있으니 저희 동아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어 동아리는 동아리방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학생 신분인 그들에게 동아리

방 운영상의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한국어 동아리는 교민사회

의 자그마한 관심과 정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연락처:

회장 고민영: 0813-8575-7561

감사 한성태: 0815-1448-1448

   목이 너무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인터뷰를 

마치고 탈락자와 합격자를 구별하기 위해 4시간동안 신

청서와 평가점수를 맞추었던 날.

   걱정 반 우려 반으로 들어간 첫 수업시간에 보았던 인

니 대학생들의 의욕에 찬 눈빛과 수업 진행 중에 인니어

를 잘못 말해 웃음바다가 되었던 일.

   윷놀이 방법을 가르치고 난 후 반 대항으로 복도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윷 던질 때마다 선 밖으로 나가서 1시

간동안 윷놀이가 안 끝나 당황했던 일.

   대 강의실을 빌려 한국 놀이들을 가르치고 회원들이 

모두 모여 조촐하지만 11월이 생일인 회원들을 위해 단

체 생일 잔치를 벌였던 일.

   동아리복을 같이 만들어 입고 학교나 길거리에서 동

료 회원들을 지나칠 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U I  한국어 동아리



46  한인뉴스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 이야기 3

  최근 우리나라의 20-30대 사망자들의 사망요인 중 가

장 큰 원인은 자살과 교통사고라고 한다. 자살하는 사람

들의 자살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빈

곤, 사업 실패, 실연의 아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입시

의 실패, 병마 등등.... 그런데 사람이 인생의 이 모진 환

란을 대처하는 방식은 극과 극인 경우가 있다. 어떤 사

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원

인  중 한 가지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남보기에  자살하고도 남을 만큼 최악의 상황

임에도  자살은 커녕 남들은 추종할 수 없는 최고의 자

리에 올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많은 역경속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를 수행하여  사후에도 전 

세계사람들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자신을 침몰하려고 다가오는 온갖 인생의 폭풍을 거

슬러 올라 정상에 우뚝 섰던 인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그 끝

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는 이때 과연 링컨이 정치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

일까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맨  먼저 그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

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자. 링컨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

는 어떨까? 

링컨의 세계적인 명성 
링컨 기념관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상징이며 백악관

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웅장하고 화려하며 엄숙하

기까지 한 링컨 기념관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명의 관광

객들이 찾아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 아니 

세계 역사속에 우뚝 서 있는 인물인 링컨의 생전의 모습

을 보며 그의 고귀한 꿈과 이상을 기린다. 전시관안에는 

링컨의 일생에 대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서점에는 

링컨에 관한 수천 종류의 책이 구비되여 있다.

링컨 기념관은 링컨이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얼만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얼만큼 그를 존

경하며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

는 건물이다.

 얼마전 국내 정치학자 204명과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대통령학’(박

영사)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1백점 만점으로 해서 5개

항목(위기관리능력, 업적, 자질, 인사, 성격)으로 분석 종

합한 결과 1위 박정희(71.9), 2위 이승만(67.5), 3위 전두

환(63.6), 4위 노태우(48.1) 5위 장면(46.5), 6위 최규하

(44.7), 7위 김영삼(38.9)으로 나타났는데 박정희, 이승만, 

   오뚜기 대통령

  링컨

작가 손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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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대통령 링컨

전두환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은 모두 F학점을 받았다. 

위의 집계성적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진실로 존경받

는 대통령을 갖지 못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국의 라이딩스-매기버 대통령 여

론조사팀이 미국과 캐나다 등의 미국사 전공 교수와 정치 

전문가 등 719명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미국 역대 대통령

을 연구 분석한 책 (Rating the Presidents) ‘위대한 대

통령, 끔찍한 대통령’(한언 출판사)에는 초대 대통령 워

싱턴부터 42대 클린턴 대통령까지 41명의 대통령을 5가지

항목 즉 지도력,  업적과 위기관리능력, 정치력, 성격 및 

도덕성으로 나누어 평가 순위를 매겼다.

 각 항목별 순위와 종합 순위를 매긴 

결과 최고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종

합 1위의 영광은 링컨이 차지했다. 

링컨은 업적 및 위기관리 능력과 성

격 및 도덕성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

도력과 정치력에서 2위 인사관리에

서 3위를 차지해 종합성적에서 최고

의 점수를 얻어 ‘진실로 위대한 대

통령, 반드시 있어야 할 대통령’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1979년에는 미국에

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적이 있는데 1위는 예수님, 2위는 링컨이 차지

했다. 링컨의 인기가 예수님 다음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

가 얼만큼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 2001년에 미국 C-SPAN 

TV방송에서 대통령에 관한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 58명

을 동원하여 1년간 6개항목(대중 설득력, 경제관리, 도덕

적 권위, 대의회관계, 비젼, 평등 정의 추구)으로 분류하

고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

송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었다. 물론 링컨

은 그곳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베스트 5에 선정된 

대통령을 보면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워싱턴, 시어도

어 루즈벨트, 트루먼 순이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링컨

이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듯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성공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인

생의 고난은 다른 어떤 이에게 비교가 안될만큼 고되고 

험난했음을 볼 수 있다. 

링컨의 가난
  링컨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이를데없는 가정에서 태어

났다.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새기도 하고 겨

울철에 한파가 몰아치면 추위로 방안까지 꽁꽁 얼어 붙

기도 하는 통나무집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아버지와 인자하고 신

앙심 깊은 어머니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누나 사라가 있어서 어린 링컨은 그나마 행복했다.

  링컨은 어린나이부터 농사에  바쁜 부모님을 도와 장

작패는 일, 밭을 일구는 일, 우유를 짜고 

가축을 돌보는 일 등 고된 일들을 해야

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

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만한 조건은 한가

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

난과 휼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어머니 낸시는 하루종일 농사일

과 허드렛일로 바쁜 생활의 연속이였지

만 아들 링컨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

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특히 역경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소

유한 신앙의 인물들을 닮기 원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또  교육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그녀는 어려운 생활과 먼거리에 떨어진 학

교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상황이였지! 만  

남편을 설득해서 먼 지역의 학교라도 다니게 했다. 그러

나  그것도 링컨이 10살 되던해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

상을 떠나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9개월간이였다.

실패와 불행속에서도
  어릴적에는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과 설움이 많았던 링

컨은 성장하여 사회에 발을 딛고도  ‘실패와 불행’이라

는 글자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 다녔다. 물론 대부분의 사

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란을 당하지만 링컨은 그 

중에서도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운 고배를 너무 많이 마신 

인물이다.  특히 그는 크고 작은 작은 선거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으며 사업에도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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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여 빚을 갚는데만도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거기에다  그는 생전에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처절한 아픔을 몇 차례나 겪어야 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살에는 누이 사라마져 세상을 떠났

다. 또한 27살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앤 메이가 갑작

스럽게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42살과 53살에는 각

각 둘째 아들 에드워! 드(5살), 셋째 아들 윌리엄(12살)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인생에서 부모보다 먼저 이 세

상을 하직하는 자식을 보는 것만큼 가혹한 고통이 있을

까! 링컨은 이 뼈아픈 고통을 2번이나 겪어야 했다. 

  이렇게 보면  링컨의 인생은 정치가로서

도 사업가로서

도 부모로

서도 마

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링컨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에서건 

사업에서건 실패할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실패라는 장애

물을 디딤돌로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래서 마치 오뚝이처럼 넘어질때마다 잽싸게 털고 일어났

고 자신의 넘어진 자리를 돌아보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

하며 다시 도전했다.

  링컨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 공부도 못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결코 부모를 탓하

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비록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한 직업인  구두 수선공이였지만 그는 아버지를 휼

륭한 솜씨를 가진 ‘구두 예술가’라고 자랑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큰 일을 한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

라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도  더할 수 없이 충실

하고 자상했던 한 남자였다. 대통령 재임시에도 오직 사

랑하는 아내인 메리토도 한 여자만을 사랑하며 그  흔한 

스캔들 한번 없었으며 아들에게는 친절하기 그지 없는 아

버지로 살았다. 더 나아가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백인들에

게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던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결심하

여 400만명의 흑인 노예를 백인 주인들의 족쇄에서 벗어

나 진정한 ! 愍인으로 마음껏 세상을 활보할 수 있도

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까지도 무수한 난

관을 넘어야했다. 주 의원  4선 의원과 연방  하

원의원을 거쳐 중앙 무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

한 후에도  상원의원과 부통령에 도전해서는 

번번히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할때마다 ‘아직 더 멀리 더 많은 사람

들의 인정이 필요하구나’하며 겸손히 자신

의 부족함을 돌아보았다. 이런 겸손과 인내

의 정신으로  많은 불행속에서도  승리하는 

순간을 바라보며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달렸기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러면 링컨으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고 일어

서 용기를 잃지 않고 달리게 했던  그 저력

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책벌레 링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 또는 책벌레

로 불렸다. 학교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

던 그는 모든 공부를 독학으로 해결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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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식으로 받은 학교공부는 고작 9개월, 능숙하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그에게는 역부족이였다. 그렇다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였다. 그는 낮에

는 일하고 밤에는 책과 씨름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두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명언을 떠

올리며 부지런히 독서에 전념했다. 일하면서도 손에서 책

을 놓지 않은 그의 독서 습관은 지적성장을 가능하게 했

고 결국 그를 창조적인 리더가 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17살에 ‘절역’이라는 수필을 써서 오하

이오주 신문에 발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측량사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할 때 법률서적에 흥

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때 마침 친구인 변호사 존 스튜어

트가 링컨이 법률서적으로 재미있게 읽는 것을 보고는 법

률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이

것이 계기가 되어 링컨은 열심히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

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독서 덕분에 변호사들 가운데서

도 상식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

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결

코  책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음식

이 필요하듯 내면이 성장을 위해 책읽기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성공자의 대부분은 독서광이였음을 우리

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직과 성실 
  링컨만큼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사람도 드물다. 링컨의 

직업은 농부, 뱃사공, 막노동꾼, 점원, 민병대장, 우체부

(우체국장), 측량사, 변호사, 주의원, 하원의원, 대통령 등 

무려 열한 종류나 되는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그가 변

호사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섬기는데 많은 도

움을 주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떤 일을 하든 정

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링컨이 일리노이 주 뉴살렘에서 잡화상 점원으로 일할

때는 저울의 눈금하나 동전  한닢도 속임이 없는 철저한 

정직으로 손님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었고 이 정직성은 

우체국에서 집배원과 우체국장일을 할때도 마찬가지여서  

공금사용에 빈틈이 없음을 누구나 믿었다. 이 정직성은 

그의 변호사시절에도 변함이 없었다.  26살에 일리노이 

주 의회의원으로 출마할때도 2백달러의 선거자금 중 75센

트를 제외한 나머지 돈 199달러 25센트를 명세서와 함께 

당본부로 돌려 보냈는데 이 ‘75센트 명세서’(75센트도 

선거운동을 하는 나이드신 분에게 음료수를 사주는데 썼

을뿐이다)는 그를 정직한 청백리 정치인의 대명사로 만들

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큰 지지와 존경을 얻게 했다. 

거짓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진실은 결국  통한

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여 주었다. 링컨은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변호사로 신용을 얻었으며 그의 

! 정직과 성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연방 법원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다.

또 다른 정신적 지주 
  링컨과 오랜 친분을 나누었던 뉴욕 트리뷴 지의 기자 

노아 브록은 1865년 월간지 하퍼 7월호에 링컨에 대한 기

사를 다음과 같이 실었다.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때 그는 견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할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

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

다”        

  링컨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

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었다, 어떤 실패와 좌

절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

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강한 믿음이 그가 오뚜기 신앙을 소유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였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

든 대통령’(전광 저)이라는 책에는 이런 신실한 신앙인

으로서의 링컨의 모습이 낱낱이 나와 있는데 나라에 중

요한 일이 있을때마다 또 전쟁중에도 그가 매일 빼놓지 

않았던 일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

는 기도생활이였음을 볼 수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

라를 올바로 통치하기 위한 원리를 모두 성경속에서 찾

아 실천했으며 사람을 관리하고 인간관계의 매듭을 푸! 

실마리도  늘 성경속에서 해답을 찾아 적용했다. 성경은 

그의 가정생활과 정치생활을 비롯한  전 삶의 모토가 되

오뚜기 대통령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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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다.

링컨의 인생명언
  링컨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가 들려 주는 명언에 귀를 기울여 보자.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2.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한권 선물하는 사

람이다.

3.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

이 없다.

4. 거짓이 잠간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5.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

6. 타인의 나쁜 점을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의 좋은 점

을 말하라 그리하면 자신도 남도 이롭게 되리라.

7.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인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불행과 행복의 

두갈래 길이 항상 놓여 있다. 우리는 매일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8. 휼륭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언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일들은 크

게 양보하라

9. 나는 어려울때마다 무릎굻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

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10.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

을  져야 한다. 

  링컨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은 삶

의 일률적인 규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생활하면서 어떤 상

황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잃

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삶에 대한 링컨의 긍정적이고 소

망적인 태도는 그를 어떤 상황가운데에서도 인내하게 했

고 그 인내는 모든 불행과 실패의 그림자를 걷어 젖히고 

승리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는 

이런 자신의 규칙을  변함없이 지켜 나갔다. 그 변함없는 

모습은 그로 하여금 대통령으로서도, 자연인으로서도 존

경받을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갔던 것이다.

우리의 삶은 기쁨의 순간이 있는가하면  그 기쁨의 베일

뒤에는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의 강물들이 쉼없이 흐른다. 

그리고 삶에서 다가오는 이 고통을 맞대면해야 하는 것

은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각자의 몫이다.  온갖 폭풍과 

고통의 강물에 휩쓸려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놓친채 그 

속에 침몰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의 험한 강물을 

역류하여 거슬러 올라가 당당히 성공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것도 오롯이 각자의 몫인 것이다.  그 선택의 순간

에 섰을 때 우리가 오뚜기 대통령인 링컨의 삶을 떠올린

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해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

다. 그는 삶 전체로 선택의 중요성을 입증해 보인 인물

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링컨의 오뚜기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단순명쾌한 인생의 진리를 현대인들은 잊고 살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전광 지음)

링컨의 생애와 신앙(G, frederick owen 지음. 박

현덕 옮김)

                  

독자의소리를듣습니다.
이메일:alexxba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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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백일장 - 중등 산문부 장원

	 		흔하고	영원한	추억
         8학년 2반 24번 박지애

   중학교 2학년, 15살, 10대, 사춘기, 고민과 갈등... 내 또래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사춘기를 지나왔을 것이

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사춘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한다. 다른 

사람에겐 이해되지 않는, 쓸모없는 생각을 가슴에 품으며 상처받고 아파해 하는 시기... 물론 나도 이 사춘기를 

겪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춘기가 지나가 버려 지금의 나를 가꾸어 냈다. 그 짧지도, 길지도 않은 사춘기 속

에서 나는 수많은 방황을 했다. 사랑, 우정, 성적, 미래, 가족 그리고 죽음. 그 중에서도 내 또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했을 ‘죽음’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내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준 큰 계기이기도 했다.

   부모님간의 갈등이 심하셨을 무렵, 내 성적이 무려 10점씩이나 떨어졌을 무렵, 친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무렵, 난 거의 매일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많았다. 자살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편안히, 아무 생각 없이 쉬고만 싶었다. 다른 사람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철

없는 생각을 하고 시도도 했었다.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던, 14살이 되던 2005년, 1월의 어느 날, 우리 부모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에 대

해 말씀하셨다. 죄송한 마음에 동생처럼 부모님 앞에서 울진 않았다. 다음 날, 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다시 사

이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의 죽음이란 답을 얻었다. 내가 죽으면 죄책감 때문이라도 계

속 함께 사시겠지? 하는 마음에 커터 칼을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의 난 아마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뿔

뿔이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다. 마치 끔찍한 악몽에서 깨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의 뒤

척임처럼... 그 때, 칼을 들긴 했지만 난 내 손목을 긋지 못했다. 막상 죽으려니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냥 그렇

게 칼을 손에 쥔 채로 잠든 동생 옆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우는 동안 나는 어른이 되었고, 성숙해지고, 마

음의 평안을 얻었다! .

   칼을 손에 쥐고 손목에 대려는 순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모습은 내가 일상 속에서 겪는 평범하고 흔한 추

억의 모습뿐이었다. 학교에서, 집에서, 집 밖에서 평범하게 보내는 일상이 그 순간엔 너무나도 그리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기도 했다. 친구들과 매점에서 라면을 먹을 때, 아침에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웃으며 내게 말을 걸어줄 때, 살면서 느끼지는 못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 너무 흔하

고 평범해서 느끼지 못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그리워지는 순간...

   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추억은?” 하고 묻는 질문에 사업이 성공해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부잣집 아들

과 결혼 했을 때 등 물질적으로 증거가 남는,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추억이 질문의 답인 줄로 여겨왔었다. 하지

만 그 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추억이란 꼭 멋있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평범

하고 흔한 추억이라도 죽음 앞에선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그리운,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걸......

   지금의 난, 행복하다. 그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화목해진 가정 속에, 너무나도 좋

은 친구들과 조금씩 오르고 있는 성적 덕에 난 지금 더없이 행복하고 즐겁다. 별로 웃기지 않는 이야기에 깔깔

거리며 웃을 정도로 웃음이 많아졌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행복한 생활 속에서 난 가끔 생각

한다. 그 때... 내가 흘린 눈물과 아픔, 그리고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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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時效)란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

면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시켜 물권 등의 권리를 취

득시키거나 채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권리를 취득시키는 시효를 취득시

효라고 하며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시효는 인도네시아 민법전 제4권에 규정이 되여 

있으며 시효 총칙는 제1장에, 취득시효는 제2장에, 소

멸시효는 제3장에, 시효 예방은 제4장에, 시효 유예는 

제5장에서 다루고 있다. 취득시효는 외국인에게는 별

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내국인에 관련된 사항이 대

부분이며 동포들의 일상생활과 진출기업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효는 소멸시효이다.

1. 취득시효   
인도네시아 민법은 동산을 선의로 20년 간 점유하면 

해당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며 부동산

을 선의로 30년간 점유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

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점유이냐 악

의의 점유이냐 하는 문제는 최초 점유 시 점유 의사와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땅 주인이 도

시에 살고 있는 낙도의 버려진 밭에 섬 주민이 씨를 뿌

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나 이를 금하는 사람이 없

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이 땅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면 민법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섬 주민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

다. 국유지를 30년 간 점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도에 땅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섬 주민에

게 자기 땅에서 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사짓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했거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관공서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서 퇴거를 명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민법은 실

질적으로 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점유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는바 민법에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점유를 직

접 점유 및 간접 점유라는 명시가 없으나 사회통념 상 

직접 점유에 대하여서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본다. 

아울러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민법은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고 두 시효제도 중에 하나만을 인

정한다. 만약에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취득시효와 소

멸시효를 동시에 인정하면 소멸시효 요건에 비추어 소

멸되지도 않은 권리를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자가 취

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반대의 경우가 발

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소멸시효
2.1.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어진 권

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에서 발

생하는 권리는 일정한 기간 권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효
(Daluwarsa)

글 :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SM & PARTNERS)



시효(Daluwarsa)

한인뉴스  53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소유권은 오래 동안 방치하

더라 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법의 소멸

시효의 대상은 채권을 의미한다. 

2.2. 소멸시효 규정의 성격

인도네시아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채

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에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소

멸시효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더 길게 잡는다는 약정은 

법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

간을 더 짧게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2.3.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

주어진 권리를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

어진 권리를 소멸시키는 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많다. 

주어진 권리를 오래 동안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법으

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 법질서가 추구하는 법

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오래 동안 이행하지 않

은 권리는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견, 당사자가 미결제

의 채권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법률관계를 복잡하

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결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거래의 신속한 결제가 소멸제도의 목

적이라는 의견, 채무자가 채무 상환 증거를 잘 못 보

존하여 이미 이행한 채무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받아

야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하여 채권 보존 기간의 제한

이 소멸제도의 목적이라는 의견, 주어진 권리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채권법은 채무이행을 

법리로 하며 소멸시효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법리로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

으나 둘 다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규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법이 채무 이행의 해태를 조장하는 것

은 아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며 채권자는 받

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상황에 따

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2.4.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산한

다.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

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

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 보유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거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인 이

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2.5.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및 소멸시효 기간

2.5.1. 소유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없다.

2.5.2.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채권이란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채권은 유형무형 물건의 인

도이던 써비스의 제공이던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 현

행법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가장 긴 채권은 30년이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상이하다.

2.5.2.1. 기간 1개월 미만의 학생, 피교육자의 수업료에 

대한 교사의 채권, 지급기간 매 3개월 미만의 근로자

의 임금 채권, 숙박업자의 숙박료 채권, 음식업자의 음

식값등의 채권 및 매 3개월 혹은 그 미만의 기간에 지

불해야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해

당 권리 발생일로부터 1(일)년이다. 민법에 극장, 골프

장, 나이트클럽, 당구장, PC방 등 오락장의 채권에 대

하여 규정이 없으나 급부의 성질이 단기간의 만족을 

주며 그 결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그 소

멸시효 기간을 민법 제1968조에 준하여 1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5.2.2. 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의 치료, 왕진, 조제 

혹은 근로에 관한 채권, 집달리의 채권, 학교 교사의 

급여등 채권, 학원 강사의 급여등 채권, 기숙사가 있

는 학교 혹은 학원의 기숙사비 및 식대등 채권, 상술한 

“2.5.1.1.”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

멸시효 기간은 해당 권리 발생일로부터 2(이)년이다.

2.5.2.3. 변호사의 수임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재판 

시에는 수임한 사건의 판결일로부터 2(이)년, 사건을 

합의로 처리시에는 합의일로부터 2년, 변호사에게 준 

사건 처리 위임장을 취소한 날로부터 2(이)년이며, 사

건이 판결이 나지 않거나 합의가 도지 않거나  혹은 위

임장 취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십)년

이다. 공증인의 공증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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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작성일로부터 2(이)년이다.

2.5.2.4. 목공, 석공 등 기능공의 보수 및 사용한 자재

대에 대한 채권과 물건을 공급한 가게의 물건값에 대

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오)년이며 이자 채권에 대

한 소멸시효 기간도 5(오)년이다.      

2.5.3. 가족법상의 청구권

가족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녀를 오래 돌보지 않았

다고 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 소멸되지 않는

다. 그러나 부부 간에 이혼 시 재산권 청구 혹은 상속 

문제 등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5.4.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지적 재산권별로 입법이 되어 있으며 각

각의 지적재산권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

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 상표는 10년, 의장은 10년,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 기간과 작가 사후 50년 간, 전

자 설계도면은 10년, 식물특허는 계절 식물은 20년, 년

간 식물은 25년이다.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적재

산권이 있고 연장이 불가한 지적재산권이 있다. 엄밀

한 의미에서 소멸시효와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다

른 개념이지만 시효가 있다는 권리 면에서는 유사성

이 있다.

            

2.5.5. 공법상의 권리

국세법상의 국가의 세금 부과권 및 징수권에도 소멸시

효 기간이 적용이 되며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하는 세금 및 공과금에의 부과권 및 징수권

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2.6.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 혹은 의무자가 일정한 행

위를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그 행위

를 하는 순간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시효의 중단이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운 시효기간

이 기산된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 준 경우의 채

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게 돈을 빌려주고 30년 동안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 요

구를 하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면 채권은 효력을 상실

하게 되며 법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일로

부터 20년이 지난 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최고

를 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최고한 날로부터 다시 30년

간이 기산되어 전기간으로 보면 돈을 빌려준 날로부

터 50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된다. 채권자는 채무자

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정기적으로 채

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여 채권이 시

효가 지나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소멸시효를 중

단시키는 사유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및 , 가처분이 

있다. 청구 방법은 재판외 청구와 재판상 청구가 있

다. 재판외 청구란 채권자에게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

해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흔히 말하는 최고를 뜻한

다. 최고의 주체는 채권자 혹은 다른 권리의 보유자이

며 최고의 대상은 채무자이다. 최고를 하면 최고가 채

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

라서 최고장을 채무자가 수령했다는 수령확인서를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7.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

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였다가 그 사정이 없어지

면 다시 진행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

며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에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설정되

는 경우까지 정지되며 부부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

지 않는다.        



미운 사람을 진실로 용서하는 법

용서하지 말고 버리세요,
하나가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

도 용서가 되지 않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

람이 있나요?

용서를 주제로 한 책이 잘 팔립니다. 용서할 사람이 많아서

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까요. 

살다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원

망이 쌓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가슴 속에 품고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피할래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족일 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평생 괴로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믿었던 이가 나를 속였

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거

나, 이혼을 당했다거나…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

어납니다.    

기억이 만들어낸 마음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와 원망인 것 같습니다. 삭히기 잘 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화병이 많은 이유는 이 마음의 불덩어리를 

가슴속에 방치해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기억을 떨쳐내야 치유가 될 것 같은데,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게 문제이지요. 

세월이 흐르면 약이 되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까 싶지만, 

마음속의 기억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용서’를 권유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

고 용서하면 편안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어

도 용서가 안 되거나 아예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

입니다.

용서를 하면 마음의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것이 모든 사람, 모든 상황마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예전에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방주

사가 되어 또 다른 이도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

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에 무슨 문제가 있

는 것은 아닌지요?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과 관용을 베풀어 용서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한 명은 주고 한 명은 받지요. 더 이상 원

망을 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일도 인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

다.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또 그 피해로 인해 마음의 상

처를 입은 사람도 저마다 그런 조건이 초래된 이유와 과정

이 있게 마련이지요. 

용서보다 더 완전한 마음의 치유가 있습니다. 바로 버리고 

닦아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용서

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상처 입은 경험을 포함하

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억들을 모두 떠올려 버리

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상대에 대한 기억도 포함되지요. 

버리고 버리다보면 알게 됩니다. 용서할 사람도 용서받을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

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버려야 할 허상의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을 버리라고 알려주기 위해 상대가 역할을 했을 뿐

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돌멩이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다 스승이지요.  

상대가 내게 죽을죄를 지었다 한들, 내 그릇이 하늘만큼 

아주 커져 있다면 난 자유인입니다. 원망스럽고 미운 이

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용서하지 말고, 상대도 나도 완전

히 버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 참된 사랑을 하

게 됩니다.

자카르타 마음수련원 
021-725-6888 www.maum.org    

독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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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얼마나 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
   기업 경영자들은 사원들이 항상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

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때로는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서, 때로는 나무라거

나 쥐어짜기도 하고, 때로는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일 잘 하는 직원을 더욱 우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직원들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

고 그런 고민을 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고안

하려고 애쓰고 있을까? 유한킴벌리의 문국현

사장의 다음 말은 새겨 들을 만하다. 

“직원들의 손(Hand)을 움직였을 때에는 잠재능력의 20~30%를 

끌어낼 수 있을 뿐이지만 머리(Head)를 움직이는 지식노동자로 양

성하면 4~50%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고, 마음(Heart)까

지 움직인다면 잠재능력의 120%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

의 능력은 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도, 그리고 가슴에도 있

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직원들이 마음을 일에 몰입하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통해

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

으로는 손만이라도 실수 없이 움직여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도 어떤 

경영자들은 만족할 것이다. 많은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기업 현실은 현

지인 직원들이 그들의 ‘마음’을 일에 몰입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들이 ‘머리’를 쓰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정해진 작업방식대로 일 

해 주기만을 더 바라는 기업이 많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배

경이 낮은 인건비의 이점을 취하기 위한 점이 크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 성격의 작업이 많은 업종에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이해는 할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직원들의 잠재

능력을 더 많이 끌어내면 낼수록 

더 높은 생산성

을 실현할 수 있다

는 것은 믿는다. 현실적으로 생산 작업

장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해

결하고 더 나은 생산성을 실현하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

고 성장을 추구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몰입을 활용할 수 있

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즉, ‘손과 발’만 움직여서 

주어진 과업만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으로 몰입하

고 ‘머리’로 생각하여 잠재된 문제를 발견해 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산 시스템은 

사람과 설비가 결합된 것이고 그 시스템에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낸다. 설비가 아무리 우수해도 사람이 그것을 

잘 다룰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기 힘들 뿐만 아

니라, 그 설비는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도 없다. 외국의 어느 큰 제지회사의 한 관

리자는 생산활동에서의 사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점

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사람이 물건을 만든다.” 

   생산활동의 성과는 바로 우리 직원들의 능력(지식)과 열

정 등 두 가지의 함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원들의 잠재력,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

글: 윤장원 경영컨설턴트

기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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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어떻게 몰입하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실력 있는 사원도 일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성공하는 기업에는 사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

는 데에도 중점을 두지만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열정을 가지게 하고 일에 몰입하도록 다양한 실천적인 

방법과 제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조직

행동이론이 개발되었고 그것이 주로 선진국의 현장을 관찰하여 성

립되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인도네시아의 조직 속에서도 이 이론은 

성립한다는 전제를 두고자 한다. XY 이론을 개발한 맥거리거는 그

의 저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에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 활용하려고 하는 반면 조직을 이끄는 많

은 사람들은 인간의 관리에 관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통찰보

다는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인양 한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사람

을 관리하는 리더들은 부하들의 욕구와 동기부여에 관해서 자신의 

경험도 참고하되 이론가들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돈’이라는 유인책을 쓰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이

루어주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악속을 하고 그렇게 하

는 것이다. 허즈버그의 발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의 요소가 부

족할 때에는 자신의 직업에 불만하다가, 그 요소가 충족되면 자

신의 직업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직업

에서 만족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지게 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

이다. 먼저 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동기유발요인”이라 하

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 일의 성취, 승진의 기회 등을 꼽았

다. 이들 요소는 만족되지 않는다 해도 불만의 요소가 되지는 않

고 단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반면 급여나 

복리후생 또는 물리적인 근무환경 등은 “위생요인”이라고 해서 

이 요소들이 불충분할 때에는 불만의 요소가 되지만 충족이 되

고 난 후에도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단지 불만이 없어지

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금전적 보상은 이 이론에 따르면 “위생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불만이 되지만 많

이 받는다고 해서 열정을 일으키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직원들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일 잘하는 사원들의 사기를 꺾을 우

려마저 있는 것이다. 

   의미 없는 돈을 쓰는 대신 “동기유발요인”의 발견과 조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편이 적은 돈으로 직원들의 고마움을 얻는 방법

이 될 것이다. 일상 경영활동에서 경영진과 직원들을 대립의 관계

가 아닌 협조와 이해의 관계임을 이해시키고 인간의 자생적 성취

동기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생산적인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우리는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전제에서 경영활동을 하

는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설비와 마찬가지로 아끼고 

보살펴야 할 자산이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영자는 아직도 직원들

을 단순히 비용을 발생시키는 존재로 인식하고 무의식 중에 그들

과의 신뢰와 협조를 저해하는 대결적 관점과 그런 언어를 쓰기도 

한다. 직원들의 자발적 성취동기나 능력을 저해하거나 노와 사의 

갈등적 관계를 당연시하는 관점은 이미 1세기가 지난 20세기 초

의 테일러식 관점이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일본에서 그의 경영철학으로 일본기업의 성공을 이끈 에드워

드 데밍(W, Edward Deming)은 인간의 ‘자생적 동기유발’을 철

저히 신봉했는데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잘못된 경영정책이 

종종 근로자들의 성취동기 상실의 주요인이다. 경영정책은 근로자

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대신 때때로 근로

자들이 업무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

들의 동기유발에 필요한 자부심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능

력을 벗어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그들을 비난한다.” 그의 철학

과 가르침은 일본의 경영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서 

그의 이름을 딴 질경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14가지 포인트로 요약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력의 중요성을 특

히 강조한 부분은 우리의 직원관리방법을 돌아보게 만든다.

 현대적인 교육방법을 제도화하라.

 현대적인 감독방법을 제도화하라. 임금근로자들의 자부심

을 손상시키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라.

 두려움을 제거하라. 근로자들이 질문하는 것과 문제를 보

고하는 것, 그리고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

지 않도록 만들어라.

 근로자들에 대한 수량적 할당을 제거하라.

 할당제에 따르는 감독의 존재, 고장난 기계의 보고에 대

한 무반응 등 임금근로자들의 활동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

거하라.

 진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도화하라. 근로자들은 지속적

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경영이란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가

는 과정이다. 그들의 잠재력을 보다 잘 활용한 경영자는 그 기업

을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직원들은 일에서 책임감과 부담

감을 느낄 때보다는 보람과 재미를 느낄 때 더 몰입을 할 수 있

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몰입하는 직원을 더 많이 만

들 때 가능해진다.

직원들의 잠재력,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



세금의 납부 및 보고
세금은 그 종류에 따라 납부일과 보고일이 각각 

다릅니다. 

1. PPh 21 는 매월 10일까지 납부, 20일까지 보고 하

여야 합니다.

2. PPh 22-Import 는 Langsung bayar bersama 

bea masuk 이며, 매월 14일까지 보고합니다.

3. PPh 23& 26은 매월 10일까지 납부, 20일까지 보

고 해야 합니다.

4. PPh 25 는 매월 15일까지 납부, 20일까지 보

고 해야 합니다

5. PPN Import 는 Langsung bayar bersama bea 

masuk 이며, 매월 20일까지 보고 합니다.

6. PPN 은 매월 15일까지 납부, 20일까지 보고 

합니다.

KUP (Ketentuan Umum & Tata Cara Perpajakan/

General Rules And Procedures Of Taxation) 는 지

연납부 및 지연보고에 대해 Sanki Administrasi 

(Administrative Fine)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는 1)Denda (Penalty) 와 2)Bunga (Interest) 가 

있습니다. Denda 는 지연 보고 에 대해서, Bunga 

는 지연납부 에 대해서 각각 부과 됩니다. 공휴일

이 보고 및 납부 만기일이 될시, 보고의 경우는 

공휴일 이전까지 보고가 되야 하지만, 납부의 경

우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Ph 25 는 상기에서와 같이 납부 만기일이 

15일 인데, 15일이 공휴일 일 경우 자동으로 납부 

만기일은 16일이 되나, 보고의 경우는 20일이 공휴일이면 보고 만기일은 하

루가 앞당겨진 19일이 된다는 점에 유의 해야 겠습니다. 보고시에 사용되는 

서류양식은 SPT (Surat Pemberitahuan) 입니다. SPT 는 Masa (월간보고) 

와 Tahunan (연간보고) 가 있으며, 보고 지연시에는 Denda 가 Masa에 대해

서는 50,000 루피아, Tahunan 에 대해서는 100,000 가 각각 부과 됩니다. 납

부가 늦어진 경우는 지연이자 월 2% 가 부과 됩니다. 그러면 예재를 통해

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제) PT, X menyampaikan SPT Masa PPh 25 sebagai berikut:

No
Masa
(2003)

Jumlah
Seharusnya

Pembayaran 
Realisasi

Tanggal
Bayar

Tanggal
Lapor

1 Jan 10 jt 10 jt 16/02`03 15/02`03

2 Feb 10 jt 7 jt 19/03`03 19/03`03

3 Mar 10 jt - - 21/04`03

4 Apr 10 jt 8 jt 15/05`03 20/05`03

Kalau  STP PPh 25 terbit tanggal 6/Jun`03

Berapa pokok pajak & sanksi administrasi yang tercantum di STP?

해석) PT X 는 월간 법인 소득세를 하기와 같이 보고 및 납부 하였습니다.

만일 2003 년 6월 6일 법인 소득세에 대해, 체납 세금 납부 청구서가 발행 되었다면 그 금

액은 얼마가 청구 될까요?

상기의 설명에서 보셨듯이 PPh 25 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납부, 매월 20일

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SPT Tahunan 의 경우는 다음해 3월 25일까지 납

부, 30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어기게 되면 Sanki Adm 로써 

Denda 와 Bunga 가 각각 지연보고와 지연 납부에 대해서 부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상기의 예제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글: 박규영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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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n : Pokok Pajak  : 10,000,000

 PPh dibayar  : 10,000,000

 PPh kurang bayar :         0

 Sanksi Adm

   a) Denda   :     50,000

   b) Bunga : 2 % x 10 jt x 1 bulan = 200,000

 #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 250,000

2) Feb : Pokok Pajak   : 10,000,000

 PPh dibayar  :  7,000,000

 PPh kurang bayar :  3,000,000

 Sanksi Adm

   a) Denda    :         0

   b) Bunga : 2%x 7jt x 1 bulan = 140,000

                   2% x 3 jt x 3 bln=180,000(16/3-06/6)

 #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 3,320,000

3) Mar : Pokok Pajak : 10,000,000

 PPh dibayar  :         0

 PPh kurang bayar : 10,000,000

 Sanksi Adm

   a) Denda   :    50,000

   b) Bunga : 2% x 10 jt x 2 bulan = 400,000

 #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 10,450,000

4) Apr : Pokok Pajak : 10,000,000

 PPh dibayar :  8,000,000

 PPh kurang bayar :  2,000,000

 Sanksi Adm

   a) Denda  : 0

   b) Bunga : 2% x 10 jt x 1 bulan = 40,000

 #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 2,040,000

Jumlah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 

 250,000 + 3,320,000 + 10,450,000 + 2,040,000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유의사항
Sanksi Adm 중의 Bunga 는 Max 24 bulan 입

니다. 즉, 30개월이 지연납부 되었다 하더라도 

Maximum 24 개월치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

기의 SPT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납부기한과 보

고 기한을 자주 어기게 되면 상기의 예제와 같

이 Sanksi 가 붙게 되는 뿐 아니라, 요주의 대상

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 SPT Masa  납

부 (Setor) 시 사용되는 양식 (Formulir/Form)  

은 SSP(Surat setor pajak) 이며, PPN 은 SPT 

Tahun 이 없는 것 아시죠? PPN 은 SPT Masa 밖

에 없으며 (즉 부가가치세는 년간 보고가 없습

니다) 보고 양식은 14장이 1 세트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STP 는 Surat Tagihan Pajak 의 약자이

며, SKP 는 Surat Ketetapan Pajak 의 약자로써 

세무조사 후 KPP (Kantor Pelayaran Pajak) 에

서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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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고서

  문명 이전에 인간은 동굴에서 살았다. 주거를 위한 

천연 동굴이었고, 인간이었지만 인간이 아니었을 적

의 일이다. 그때 인간과 자연은 하나였고 인간은 자연

의 일부였으며 동굴 또한 자연의 일부로 인간에게 추

위와 맹수들을 피하는 안전가옥 역할을 했다. 

  동굴이 인간에게 비극적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한 

것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 인공적으로 동굴을 만들면

서부터였다. 카타콤베(지하 동굴 묘지-그리스도교 박

해시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림)가 그러했고 이제부터 이

야기하려는 지하굴들 또한 그러한 아픔의 범주를 벗

어나지 못한다.    

  자연이 들려주는 경이로운 이야기

와 인간을 가장 겸허하게 만드는 자

연을 느끼며 Taman Hutan Raya (TA-

HURA) IR. H. Djuanda Dago Pakar  산

림 공원 북쪽에 있는 Maribaya 폭포

에서 남쪽에 있는 Pakar 언덕 정상

으로 6Km 남짓 한 시간 정도 걸으

면, 역사의 아픔이 고통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Gua 

Belanda, Gua Jepang 을 만나게 된다. 이 지역은 반둥 

시내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다. 

이 부근에 무기 만드는 전문가들이 많이 살았고 그들

이 이곳에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문

가라는 뜻의 Pakar라고 부른다. 

  1941년 초 세계 2차대전이 한창일 무렵, 이 지역에 

라디오 수신국을 세우게 되었다. 라디오 수신국이 이 

곳에 있는 Malabar 산에 세워졌던 이유는 상공이 탁 

트여 있어서 전파 수신에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인이 만든 굴 - Gua Belanda
Gua Belanda는 1918년 네덜란드가 인니 사람들을 강

제 동원해 만든 것으로, 이 돌산을 어떤 폭파공법도 

사용하지 않고 채굴도구를 이용해 사람이 일일이 수

작업으로 파서 만든 것으로, Gua Jepang도 이와 동일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Gua Belanda는 Bengkok 수력발

전을 위한 물길로 쓰였는데, 동굴 2m 바닥 아래에 물

길이 존재한다. 물길로서의 수명을 다하게 되자,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라디오 전송국의 기능으로 사용하

였고, 요새(방공호) 등으로도 쓰였다. Gua Belanda의 

내부는 감옥, 대피소, 무기 저장

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물건을 

실어 나르던 레일의 흔적도 발견

할 수 있다. 출입구는 하나이나 

동굴 안은 모두 15개의 갈래로 정

교하게 나뉘어져 있고, 가장 중심

이 되는 길은 144m, 폭 1.5m, 높

이 3m이다. 총 면적은 0.06ha. 

역사의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녹아 있는

Gua Belanda, Gua Jepang

글:사공경 / JIKS 사회과 교사



용되었다.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 여러 개로 구분되

어 있지는 않다. 또한 출입구는 세 개이며 나뭇가지

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고, 큰 길 여러 개

가 존재한다. 

  이 동굴들은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초

식 동물의 가슴에 뚫린 맹수들의 가해의 흔적 같았다. 

초식공룡처럼 온순하기 만한 인도네시아를 360년 동

안 지배했던 네덜란드와 그 바턴을 이어받아 3년 동안 

다시 지배했던 일본. 그들은 나름의 필요에 따라 굴

을 만들었다. 물론 피지배자였던 인도네시아 인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말이다. 그 동굴들을 걸으며 어둡

고 아픈 역사의 시간을 새삼 느꼈다.

Jl. Ir. Soekarno Hatta No.709, Km11 (022-7805739)

132회 한인회 문화탐방 

일시: 3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오후 4시

장소: 도자기 센터 Tanah Baru

 연극 영화을 통해 인니 독립 전쟁에 참가한

  예술가 허영의 묘소 외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사공경 0816-190-9976

        e-mail: sagong@hotmail.com

인니문화탐방

독립 후에는 인니정부가 군수품 창고(화약고)로 사용

했는데, 이곳에 비행기를 가져와서 부품을 조립하기

도 하였다. 현재는 전기로 조명을 설비해 안전하게 들

어갈 수 있으나 희미한 손전등으로만 굴속으로 들어

가게 한다. 아마 그 당시의 암울했던 상황을 느끼게 

하기 위해 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으로만 굴속으로 들

어가게 하는 것 같다. 가이드 안내를 받았으나 깜깜

한 동굴을 더듬더듬 걷는 중간 중간에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일본 식민 시절엔 반둥을 지키던 마

지막 요새로 사용했다. Gua Jepang과는 다르게, Gua 

Belanda는 많은 보수작업을 거쳐서 굴 벽이며 바닥이 

맨들맨들한 편이다. 

일본인들이 만든 굴 - Gua Jepang
  Gua Jepang은 반둥의 주요도시를 일본인 안전 요

새로 점령하였을 동안에 지어졌다고 한다. 손전등으

로 비추는 곳만 보이고 동굴 안에 나 있는 길은 수

작업으로 만든 것 치고는 다듬어져 있는 편이나, Gua 

Belanda 보다는 표면이 거칠고 우둘투둘하다. 옆쪽으

로 수로도 나 있고 전기를 끌어 쓴 흔적이 보인다. 또 

중간 중간에 파려 하다가 채 완성하지 못한 굴도 있고 

어깨 높이 위에 비상구로 조그맣게 뚫어 놓은 통로도 

볼 수 있다. 이 비상구는 창문 역할도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가 철수한 후에 들어온 일본군들은 Gua 

Jepang을 완성할 때까지는 네덜란드 군이 만든 Gua 

Belanda에서 숙식을 했다. 이 동굴 역시 요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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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rta, Mosaik Kebudayaan
자카르타, 모자이크의 문화라 부른다

Letaknya di pinggir pantai Laut Jawa, Jakarta merupakan kota 

metropolis yang sibuk dan terus berkembang dengan populasi se-

banyak kurang lebih 12 juta jiwa. Sebagai ibu kota negara, daya 

tarik Jakarta terletak pada perpaduan antara hal-hal modern dan 

tradisional serta pertemuan antara berbagai pengaruh etnis yang 

sangat beragam.

자와 해협의 최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자카르타는 메트로폴리탄 도시

로서 계속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자카르타내의 인구수 만도 무

려 천 2백 만명에 달할 정도로의 인도네시아내의 중심 수도로서, 현대 문

화와 전통 문화의 융합이 함께 공존하여 현존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 많은 종족들이 이 도시에서 함께 어우러져 생활해 오고 있다.

Pemandangan Sekitar Kota
자카르타 도시 풍경

Saat ini Jakarta menawarkan berbagai jenis daya tarik, mulai 

dari museum, pasar seni barang antik, pusat perbelanjaan dan 

tempat penginapan kelas dunia hingga aneka pilihan makanan 

dan kegiatan budaya.

Monumen paling terkenal di Jakarta adalah Monas atau Monumen 

Nasional. Puncak bangunan setinggi 137 meter ini berbentuk api 

dan dihiasi sepuhan emas seberat 35 kilogram. Dari puncak mon-

umen ini pengunjung dapat menikmati panorama kota Jakarta.

Untuk melihat sekelumit sejarah Indonesia, pengunjung dapat 

mengunjungi Museum Nasional yang memamerkan koleksi leng-

kap artefak sejarah, pra-sejarah, arkeologis dan entografis serta 

benda-benda peninggalan yang menggambarkan keragaman ke-

lompok etnis yang hidup di Indonesia.

Di Museum Maritim yang terletak di kawasan Pelabuhan Sunda 

Kelapa terdapat menara syahbandar tua yang merupakan saksi 

tradisi kelautan bangsa 

Indonesia. Di sini di-

pamerkan bermacam 

jenis kapal laut dari 

berbagai pelosok nus-

antara.

Bangunan yang kini 

menjadi Museum Se-

jarah Jakarta dahulu merupakan Gedung Pertemuan VOC yang 

digunakan pada abad ke-17 dan 18. Museum ini memamerkan 

peta-peta tua dan benda-benda antik yang digunakan oleh kaum 

kolonial Belanda pada abad ke-18.

Museum Wayang, berisi koleksi wayang dari berbagai belahan 

Indonesia dan kawasan Asia Tenggara, Setiap Minggu pagi dia-

dakan pertunjukan singkat wayang kulit.

Koleksi lebih dari 327 jenis tekstil dari segenap penjuru negeri ; 

katun hasil rajutan tangan, kain sutera dan batik, baik kuno mau-

pun kontemporer, dipamerkan di Museum Tekstil. Di sini terdapat 

ruang kerja yang memperlihatkan proses pembuatan Batik .

Mengunjungi daerah Kota dan Pecinan di wilayah Jakarta Utara 

serasa kembali ke zaman kolonial Belanda yang telah silam. 

Gudang dan gedung-gedung tua VOC kini telah berubah fungsi 

menjadi museum.

Sejak berabad-abad yang lalu pelabuhan Sunda Kelapa meru-

pakan tempat bersandar perahu Phinisi Bugis bertiang tinggi dan 

kini masih tetap digunakan sebagai dermaga dan pelabuhan an-

tar pulau yang berlayar mengangkut barang dagangan mereka.    

현재 자카르타는 많은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박물관에서 부터 전통예

술 작품 및 골동품, 쇼핑센타,특급 호텔,각종 음식 그리고 살아 있는 문화 

활동의 공간의 도시 이기도 하다.

자카르타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독립 기념탑 이다. 최고 높이 137M로서,모

형은 횟불 모양으로 되어 있고 횟불 모양의 주변은 모두 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금의 무게 만도 약 35Kg이 사용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독

립 기념탑 정상에는 자카르타의 아름다운 풍경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 장소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역사를 자세히 살펴 보자면, 외국인 방문객들은 대부분 국립

박물관을 방문하여 이곳에 비취 되어 있는 각종 장식품, 역사 유물, 인류

의 변천사 및 다양한 종족의 문화 유산 등 그들이 직접 만들고 쓰고 사용

해 오던 도구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그들의 생활 삶을 이곳 박물

관을 통하여 모두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내의 해양 박물관은 순다끌라파 항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일 

이번호에는 33개 지방도시의 소개 중의 두번째

로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도시(IBU KOTA)”라고 불리우는 자

카르타 스케치를 통해 문화정보를 익히고, 현

지인과의 대화시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안선근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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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오래된 박물관으로서 인도네시아내의 해양에 대한 전통 역사를 말

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내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해

양 선박과 전국 각 지역내의 해양 발전에 대한 역사를 직접 보고 읽으므

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카르타내의 박물관은 전에는 고대 17~18세기 경에 동인도 회사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박물관 내에는 오래된 지도와 18세기 화란 식민지

화의 유물 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자 인형극 박물관 내에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내의 인형극의 특색과 

동남아시아 지역내의 그림자 인형극 등이 주로 장식되어 있으며, 매주 일

요일 아침에는 그림자 인형극에 대한 짧은 공연도 직접 상영하는 볼거리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내의 약 327 종류의 섬유 제품 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으며, 

손으로 직접 베틀을 이용하여 짠 실에서 일반 천 그리고 실크제품에 이르

기까지 천의 전반적인 것 모든 역사가 진열되어 있는 가?하면 오랜 전통

의 섬유문화에서 현대 산업의 섬유산업에 이르기 까지 각종 변화 과정과 

경이 등 섬유 장식품과 바틱을 만드는 전 공정의 과정에 이르기 까지 전

반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방문객들이 북부 자카르타를 방문할 경우 마치 지난 날의 화란이 인도네

시아 식민지의 옛 시절을 기억 나게 할 정도로의 아주 인상 깊은 장소라

고 보면 더욱 깊이 감명한다. 동인도 무역사무소(VOC)시절하의 오랜 건물

과 창고 들이 그 건축 양식의 자태를 자아내면서 변화하여 지금에 와서는 

단지 박물관 용도로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순다끌라파 항구는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요새의 항구로서 이용되어 왔으며,오늘날에도 아직 까지 주요 항구 도시로

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인도네시아 전역 섬과 섬을 연결하는 주요 무

역과 물동량을 운반하는 항구 도시로서의 역활도 충분히 해오고 있다.

Kampung Betawi
자카르타 전통 마을, 전통 종족 브따위 마을

Sebagai kota kosmopolitan, penduduk asli Jakarta, yaitu masyara-

kat Betawi, mempertahankan budaya dan tradisi mereka. Di se-

jumlah kawasan lindung budaya Betawi, seperti Situ Babakan dan 

Condet di Jakarta Selatan, masyarakat Betawi tinggal di rumah-

rumah tradisional, berbicara dalam logat Betawi yang khas serta 

terus berupaya untuk menghidupkan kesenian dan budaya tradis-

ional Betawi. Pertunjukan Orkes Tanjidor, Tarian Topeng Blantek 

dan wayang Betawi merupakan pertunjukan budaya tradisional 

yang digelar dalam upacara dan acara penting.

코스모폴리딴 도시내에는 자카르타 본토의 토종 원주민들을 다른 말로는 

브따위 종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직도 이들은 자신의 문화.전통을 존

중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카르타내의 일부 지역은 브따위 문화로 

쌓여 있다. 예를 들어 남부 자카르타의 Situ Babakan / Condet 등이 바로 

그 곳이다. 브따위 종족은 아직 이들의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다.아직도 

이들의 브따위 투의 언어 구사와 이들 전통 문화를 영구히 지켜오고 있

으며, 브따위 종족들은 아직도 이들 전통 행사에서 Orkes Tanjidor, Tarian 

Topeng Blantek 브따위 그림자 인형극 등을 브따위 종족의 주요 전통 행사

와 더불어 베따이 내의 큰 행사 일에 주로 그와같은 공연을 하고 있다.

Beranekaragam Cita Rasa
다양한 맛보기 체험 현장을 가다

Jakarta menyajikan cita rasa hidangan khas kota cosmopolitan. 

Anda dapat memanjakan selera makan Anda dengan mengun-

jungi berbagai tempat makan yang tersebar di seluruh penjuru 

ibu kota. Hidangan Perancis dengan cita rasa tinggi, hidangan 

Asia yang eksotis, makanan cepat saji (fast food) ala Amerika di 

kafe-kafe yang menawan, restoran dan warung-warung kaki lima 

semuanya berlomba untuk memuaskan selera makan Anda. 

Masakan dari berbagai budaya Indonesia dapat di jumpai hampir 

diseluruh pelosok kota. Hidangan dari daerah Sumatera Barat 

yang terkenal pedas dan kaya bumbu, dari daerah Jawa Ten-

gah yang manis dan harum atau aneka hidangan ikan yang 

bumbunya menggugah selera dari Sulawesi Utara disajikan ala 

prasmanan (nasi yang disajikan dengan daging, ikan dengan 

makanan pendamping).

Minuman manis dan hidangan pencuci mulut dan sangat ban-

yak ragam dan rupanya disajikan dengan es yang diserut atau 

utuh sebagai penyejuk ditengah udara Jakarta yang panas dan 

lembab, walaupun ada juga yang disajikan hangat.  

자카르타는 아주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코스모폴리딴 도

시 라고 할 수 있다.자카르타 도시에는 전 세계내의 유명 음식을 쉽게 접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평이다.프랑스의 유명 요리,아

세안 지역내의 독특한 유명 음식,미국 내의 유명 음식 패스트 풋,까페,식

당,와롱 그리고 거리 내의 줄이은 상가 로칼 음식 등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음식 들이 서로 맛의 정결함과 독특한 음식 맛을 통하여 과당 경쟁

하면서,이들 특유의 맛을 찾는 미식가,맛,거리 고객 들에 대한 만족감을 

한껏 자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내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음식들을 자카르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나 볼 수 있다.서부 수마트라 음식의 경우는 아주 맵고,반면 중부

자와 음식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아주 달고 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북부 

술라웨씨의 경우는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밥,육류와 생선 

그리고 몇몇 생선 종류을 소재로 하는 seafood등의 음식 종류 등을 선 보

이는 것이 특징이다.그리고 음료수에는 식,전후 간식 음료용으로 비교적 

단 것을 소재로 하여 주로 마시고 있으며,주요 음료 원 재료에는 음료(시

럽)또는 자카르타내의 공기가 덥고 습기가 많은 단점 때문에 주로 얼음 

등을 함께 사용하여 차가운 음료 대신으로 즐겨 마시고 때로는 건강상 더

운 음료를 마실 때도 있다.

자카르타 - 상편



Berbelanja Sepuas-puasnya
만족할 만한 쇼핑 문화란?

Pusat-pusat perbelanjaan di Jakarta menyediakan begitu banyak 

macam barang yang sesuai dengan selera atau kemampuan 

uang Anda. Dari barang kerajinan lokal hingga merek-merek 

kelas dunia.

Supermarket atau Hypermarket modern, pusat perbelanjaan 

multi-level, took eceran maupun khusus, menjual barang dagan-

gannya dengan harga bersaing.

Menelusuri kota modern surga belanja seperti Plaza Indonesia, 

Plaza Senayan, Pondok Indah Mall, Pasar Raya, dan Mall Taman 

Angrek yang konon merupakan mall terbesar di Asia Tenggara.

가정 용품, 의류, 사무용품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 한다.

Di pedagang kaki lima barang-barang sepeti karangan bunga 

dengan aneka ragam warna dan aroma hingga buah-buahan 

musiman dapat dibeli dengan harga lebih murah. Di sekitar 

daerah Barito terdapat kios-kios yang menjual hewan-hewan pi-

araan, burung parkit, kakatua, dan bahkan ikan air tawar maupun 

laut yang berwarna-warni cerah. Di Pasar Burung Pramuka para 

pengunjung disambut oleh riuhnya kicauan aneka burung yang 

bernyanyi, berbicara, dan berbulu cantik.   

길거리 내에서는 거리 상인들로 부터 꽃 화환,아로마 향,온갖 열대 과일 

등을 값 싸게 쉽게 구입할 수 있다.헤로 바리또 슈퍼 주변으로는 각 상가 

마다 애완용 동물,구관조,앵무새 그리고 각종 형형 색색의 민물, 바다 열

대어 등을 구입할 수도 있다. 프라무까내의 새 시장에는 온갖 종류의 조

류들이 소리와 음률에 맞추어 노래 그리고 아름다운 깃털을 저마다 뽐내

고 볼 거리를 자아내고 있다.

Ikan dan berbagai hasil tangkapan laut segar lainnya mulai dile-

lang sejak dinihari di pasar ikan Muara Angke. Di sore hari, udara 

dipenuhi dengan aroma sedap aneka tangkapan laut yang dibakar 

di kios-kios yang selalu penuh sesak oleh para pengunjung yang 

akan menikmati hidangan disana. 

무아라 앙께 어시장 내에서는 아침부터 온갖 생선, 수산물 어 시장이 열

리고 있다. 황혼이 짙어가는 오후 늦을 무렵에는 생선 등을 이용하여 각

종 생선구이 Seefood등의 차림표를 통하여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선별 판매하는 식당가들이 있으며, 이 식당가 들은 항상 초 만원

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Untuk Tubuh, Jiwa dan Raga
신체, 마음도 수련

Ditengah kesibukan kota Jakarta terdapat sejumlah tempat yang 

menawarkan ketenangan dan relaksasi serta keselarasan antara 

jiwa dan raga. Jakarta memiliki sejumlah spa yang menawarkan 

jasa profesional lengkap dengan mandi bunga, budy scrub, min-

yak aromatik, pijat dan meditasi untuk meningkatkan kebugaran 

jasmani dan kesehatan mental.

Kabar gembira untuk pencinta golf! Suasana tropis dan green 

yang menantang di padang-padang golf di Jakarta menambah 

keasyikan olahraga ini. Banyak terdapat klub-klub luar biasa di 

sekitar kota. 

복잡한 자카르타 도심의 중심지에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심신 수련할 

수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피부 미용 장소들이 많이 있다.자카르타내에는 

프로페셔날화의 전문성을 띤 꽃 목욕탕,BODY SCRUB,아로마 향 목욕,맛

싸지,요가 등을 통한 정신 수련을 통하여 마음과 심신 수련을 하는 스파

(SPA)장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수 많은 골프장이 있으며,골프를 사랑하

는 사람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자연을 벗 삼아 푸른 그린에서 골프를 하

는 재미야 말로 그 무엇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통쾌하고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자카르타내의 주요 백화점 내에는 일반 고객들이 원하고자 하는 모든 물

건 들이 다 진열되어 있다고 보면된다.여러분들의 경제 사정(주머니 사

정)에 따라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선택에 따라서 쇼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인도네시아 전통 제품에서 부터 전 세계내의 유명제품에 이르기 까

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최신형 하이퍼마켓, 백화점 그리고 다단계 판매(ML)프

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일반 소형 유통업에서 특별 분야의 유통업에 이르

기까지 각 유통업체 내에서 아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주로 전

시하며 저마다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쇼핑의 천국이

라 할 수 있는 플라자 소고 인도네시아, 플라자 스나얀, 폰독인다 몰, 파

싸라야, 몰 따만 앙그렉 등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제일 큰 유통 장

소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Pasar-pasar tradisional umumnya menjual aneka rupa barang 

dagangan dan harganya dapat ditawar. Kesibukan pasar tradis-

ional dimulai sejak jam dua dini hari, saat para penjual mulai 

menyiapkan sayuran segar, buah-buahan tropis yang mengun-

dang selera, seperti daging, ikan, dan bahkan peralatan rumah 

tangga, baju dan alat tulis kantor untuk dijual.

전통 재래식 시장내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 들을 각 고객의 구미에 맞추어 

흥정하며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장은 아침 새벽 2시부

터 분주하기 시작하여 아주 신선하고 생생한 채소, 열대 과일, 육류, 생선,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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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뉴스

2030년 인도네시아 섬 2000개 물에 

잠길수도…기후변화 경고  

  기후변화로 203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 

섬 2000개와 피지,바하마 등 도서 국가

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도네시아 

환경당국이 경고했다.

  라치마트 위토엘라 인도네시아 환경장

관은 29일 “2030년까지 해수면이 89cm 

상승하면 대부분 무인도인 2000여개의 

작은 섬들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유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인트 루시아,피지,바하마 등 송

두리째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대신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이같은 시나리오를 피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라치마트 장관은 “바이오 

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에 좋을 뿐 아니

라 변덕스러운 유가를 감안한다면 경제

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라치마트 장관이 언급한 보고서 초안

은 다음달 2일 파리에서 발간되며 온실

가스와 연관된 이번 세기의 대규모 온

도 상승과 열파,홍수,가뭄,해수면 상승

을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관한 대규모 유엔 국제회의

가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계

획이다.

  세계 정상들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하고 “인간에 의한 기후 체

계의 위험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온

실가스 배출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

선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위험한” 

수준을 정의하지 않은데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제적 방법을 둘러싸고 첨예

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맞서기 위한 유엔의 계

획인 교토 의정서 체제 하에서 공업국 

35개국은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수준의 5%를 감축한다는

데 합의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으

며 초기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을 제외시

킨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교토 의정서

에서 탈퇴했다.

印尼, 해외채권 발행에 적극적 행

보-WSJ  

  인도네시아가 해외 채권 시장에 적극

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WSJ은 시장 관계자들을 인용, 인도

네시아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0억

~20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설 것

이라면서 미 채권 수익률 커브가 평평

한 가운데 장기 채권 발행이 유리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 미국계 은행의 신디케이션 뱅커는 

“10년 이상이 바람직할 것이며, 기간은 

길수록 좋다”면서 “커브가 평평하고 

스프레드가 놀랄만큼 좁아져 시장은 장

기 채권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인도네시아가 이를 위해 내주 

싱가포르, 홍콩, 런던, 미국 등에서 채권 

발행 로드쇼를 열 예정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2월 첫 주 로드쇼 개최를 계획하고 있

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인도네시아 장기 외화표시 채권 발행에 

대한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채권 

발행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조

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치가 전일 인도네시아에 부여하고 

있는 등급전망 `안정적(stable)`을 인도

네시아 경제 안전성과 회계 기준 등을 

근거로 `긍정적(positive)`로 상향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BB-`로 한 단계 

높였고, 지난해 9월엔 인도네시아의 등

급 궤도가 채무 감축으로 인해 분명하

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

난 해 7월 국제통화기금(IMF)에 80억달

러에 이르는 미결제 채무 절반을 상환

했었다. 

  피치는 전일 등급전망을 올리면서 인

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38%까지 떨어지면서 

199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

상했다. 이 비율은 같이 BB 등급이 부

여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비율 41%보

다 우수한 것.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는 2월 로

드쇼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만 발행될 해외 채권의 수익률은 경

제 성장을 반영,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

준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신문

은 전했다.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는 10억달러 규

모의 2017년 만기 채권(수익률 7%)을 

발행했고, 역시 10억달러 규모의 2035년 

만기 채권을 수익률 7.365%에 발행했

다. 싱가포르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이들 

채권의 전일 수익률은 각각 6.2%, 6.7% 

수준이었다. 

  인도네시아 채권은 최근 해외 투자자

들이 이머징 마켓 하이일드 채권에 몰리

면서 랠리를 나타냈다. 

  WSJ은 인도네시아가 시장의 예상대로 

채권을 발행한다면, 매수자에 대해선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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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印尼 조류 인플루엔자-뎅기열 기승 

  인도네시아에서 올 들어 조류 인플루

엔자(AI)와 함께 뎅기열이 기승을 부리

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25일 올 들어 뎅

기열로 인해 최소 51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감염된 상태라며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뎅기열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

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

년 뎅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에르나 트레스나닝시 보건부 전염병

통제국장은 “전국적으로 뎅기열로 3천 

명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병상이 모자랄 정도”라며 

“사망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티 파딜라 수파리 보건부 장관은 

수도인 자카르타에서만 1천 명의 뎅기

열 환자가 발생했다며 “이건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며 우기가 다가옴에 따

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

다”고 말했다. 

  동남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뎅기열은 

모기에 의해 전염되며 관절통, 고열, 구

토,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심할 경우 

내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뎅기열과 함께 AI도 기승을 부리면서 

올 들어 AI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부는 지난 16일 족자카르타의 한 

병원에서 숨진 6세 여아가 실험실 실

험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AI 바

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고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2월 이후 인도네시아

에서 모두 81명이 AI에 감염돼 이중 63명

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AI로 45명이 숨졌으며 올 들어서

도 이미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닭 살처분 작업 본격 돌입 

  인도네시아 정부가 H5N1형 조류인

플루엔자(AI)가 확산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껴 지금까지 보여왔던 소극적인 자세

와 달리 본격적으로 가정 내 닭 살처

분 작업에 돌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AI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63명으로, 이는 전 세계 AI 사

망자 가운데 최대다. 

  올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AI 사망자

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AI 발생에 대

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집에

서 죽은 닭과의 접촉으로 6명이 사망하

기도 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

통령은 지난 26일 각 지자체에 보상금을 

나눠줘 감염 지역의 닭 살처분을 철저히 

하고 군에 작업 지원 출동을 요청하라는 

등의 7가지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가정 내 닭 사육이 전면 금

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이 

각기 달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

직 의문이다.

印尼 “해외 차관은 `이제 그만`”  

“올해는 CGI 연례회의 불필요”  

  `해외 차관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에 가장 많은 차관을 

공여해 주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참석하는 연례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

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5년간 IMF 관계자

와 일본, 미국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

된 자문그룹(CGI) 주최 포럼을 십분 활

용해 왔었다. CGI를 통해 차관공여 지원

을 받아 왔던 만큼 인도네시아가 이 포

럼이 불필요하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공

들여 온 차관 줄이기 노력과 향후 의지

를 천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

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올해는 CGI 포럼의 필요성

이 없어졌다”며 “이 모임에서 인도네

시아 경제가 국내 자본에 의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고 

말했다. 

  지난 32년간의 ̀수하르토 독재 정권` 하

에서 해외 차관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인도네시아사가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

하기 시작한 것은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

트리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02년. 이

후 줄곧 공공부채 줄이기에 총력을 기

울여 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해 10월 

IMF에 일정보다 앞서 차관을 상환하기

도 했다. IMF는 지난 1997년부터 2003년

까지 인도네시아에 250억달러의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열차 탈선…250여 명 사상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의 푸로케르

토 지방에서 열차가 탈선하면서 다리 아

래로 추락해 적어도 5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중부 자바의 솔

인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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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에서 수도 자카르타로 가던 열

차 한량이 탈선하면서 물이 없는 강바

닥으로 추락해 3살 난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

혔습니다.

  경찰은 선로가 낡아 탈선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

고 있습니다.

말래카 해협 경제협력 열기 `후끈’ 

  국제적 요충지대인 말래카 해협을 끼

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의 경제협력 열기가 뜨겁다.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 자유화가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다.

도 설치된다. 싱가포르의 공공교통기관

은 조호르와 싱가포르 북부를 잇는 모노

레일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술이 뛰어난 싱가포르와 제

조업이 강한 말레이시아는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발전을 꾀하고 있다. ‘핵심

부품은 싱가포르, 주변기기는 말레이시

아’라는 지역분업을 통해 제품 경쟁

력을 높이려는 기업들도 적잖이 눈에 

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국경

지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바탐·빈

탄섬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 6월 경제특구 추진을 위

해 맺은 협정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것

이다. 두 나라는 자동차업체 등 기업들

의 진출 촉진을 위해 투자와 출입국, 세

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 

나라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예정보다 

5년 이른 2015년까지 추진될 아세안경

제공동체 등 지역경제 통합구상의 주도

권을 쥐는 동시에, 중국·인도 등 급성

장하는 아시아 대국들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다. 중국·인도에 못

지 않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외자를 유치

하고, 중국·인도 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거점으로 자리잡겠다는 구상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물 공급이

나 영공 통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몇

십년 동안 마찰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

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쪽에서 대립을 중

단하고 서로 협력하자며 싱가포르에 손

을 내밀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로선 야심

차게 진행 중인 ‘남부 조호르 경제구

(SJER) 계획’의 성공을 위해 싱가포르

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하다.

  싱가포르와 맞닿은 이 경제구의 규모

는 싱가포르 전체 면적의 3배 가량 된다. 

하이테크 공업단지와 물류·교육·의

료·관광 분야의 국제적 거점들이 들

어설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에 대해 투자 인가의 간소화는 물론, 세

금 우대도 제공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로

부터 입국 심사나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왕래할 수 있는 지구

세노파티의 귀혼 

  20일 인도네시아 해군이 수라바야 해

역에서 발견한 침몰 여객선 희생자들의 

시체를 들어 옮기고 있다. 지난달 29일 

침몰한 인도네시아 세노파티에 타고 있

던 승객 9명의 시체가 이날 추가로 발

견됐다.

인니 실종 여객기 블랙박스 회수 ‘막막’

새해 첫 날 실종된 인도네시아 애덤 항

공사 소속 KI-574기 블랙박스 회수작업

이 비용과 기술 부족으로 늦어지면서 

자칫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입

니다.

미 해군 메리 시어즈호는 지난 25일 마

카사르 해협에서 블랙박스 신호음을 포

착하고 주변에 비행기 동체로 추정되

는 잔해가 흩어져 있는 것도 감지했습

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신호음 발신 배터리 수

명이 30일 밖에 남지 않아 더 지체하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호빗족의 두개골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1만

8000여년 전 인도네시아 섬 일대에 퍼

져 살았던 소인족 호빗의 유골로 확인

됐다. 과학자들은 29일(현지시간) 호빗

족이 진화가 덜 된 인류가 아니라 새로

운 인종이라고 규명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11월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전시됐던 호빗족의 두개골.

인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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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한국무역진흥공사   574 1522
한국국제 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 1 8 , 1 1 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둥 한인회       022 200 657/582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수라바야 한인회   031 732 7280/81
스마랑 한인회      024 831 9664
메단 한인회      061 821 1588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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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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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Standard Charterd Bank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삼붕야와        867 255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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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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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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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726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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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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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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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   
산타코리아        722 9921
수라청         527 8721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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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153 TOUR        5720 153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345 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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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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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ZIMMOAH             4786 6502

 컴퓨터, IT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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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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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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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항공        570 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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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어 특강BOOKS

오늘의 세계적 가치
 - 세계의 지식인 16인과 하버드생의 대화   

  저자 브라이언 파머 | 역자 신기섭 | 출판사 문예출판사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식인 16인의 자기성찰! 
   책으로 묶어낸 하버드대학의 인기 강좌.『오늘의 세계적 가치』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솔직한 자기성찰이자 해법

서이다. 하버드대학 종교학과의 인기 강좌 중 하나인 ‘개인의 선택과 전 

지구적 변화’라는 강의 내용을 선택해 지적 욕구에 목말라있는 전 세계

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었다. 

   윤리적·정치적 토론에서 문학의 가치와 역할을 무엇인지, 여성들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힘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야 하는지, 여성들은 불평등이 확대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야 하는지, 민주주의는 테러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이라크 전

쟁과 북한의 핵무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등. 

   저자는 ‘개인의 선택과 전지구적 변화’를 주제로 역사가에서 언론인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16인의 세계적 지식인들이 거침없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

는 인터뷰 형식을 통해 대학강의의 묘미를 한껏 살렸다. 또한 대화 형식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주제

지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세계의 중심에 있는 지식인들이 전 세계적인 가치들에 대해 진솔하고 날카롭게 펼치는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 - 따뜻한 변화 에너지   
      저자 박태현 | 출판사 웅진윙스  

   가족과 같은 신뢰관계를 갈망하는 당나귀 퍼니, 인정과 사랑을 에너지 원천으로 삼는 개 로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수탉 보이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양이가 되고 싶은 익스퍼.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브레멘으로 가는 여행길에 나서는데…이들은 왜 브레멘으

로 가는 것이며,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통: 따뜻한 변화 에너지』는 진정한 ‘소통’의 길을 찾아 떠난 4마리 동물의 이야기를 재

미있게 그리고 있다. 조직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각각의 동물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소통

의 시작을 브레멘으로 표현하며, 짧지만 의미 있는 여행길을 통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의 해법을 들려준다. 

   저자는 너무나도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조직과 개인이 하나의 호흡으로 맞춰

나가는 길은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뿐이며, 세상의 다양한 욕구가 ‘소통’을 이룰 때야말로 모두

가 행복한 조직이 탄생한다고 조언한다. 그 동안 남들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너무 무심했던 

당신이라면 이 책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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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코끼리
저자 스에요시 아키코 | 역자 양경미, 이화순 | 출판사 이가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 씁쓸해진 그날은 내 열한 번째 생일날이었다! 

   싱글맘 가족의 애환과 일상을 아이의 눈을 통해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 어른들 시각에서 다루었던 이

혼 문제를 아이의 눈을 통해 펼쳐 보임으로써 지금껏 다루었던 결손가정 문제를 색다르게 풀어낸 것이 특

징이다. ‘노마 문예상’ 수상작이자 ‘일본 도서관 협회 선정도서’로 선정되었다. 

   언제나 덜렁대기 일쑤고 실수투성이인 엄마는 어느 날 소형 중고 자동차 ‘노란 코끼리’를 데려온다. 

우여곡절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엄마는 운전에서도 실수 연발이다. 초등학교 5학년인 ‘나’는 이런 엄

마가 부끄러운 한편 노란 코끼리가 무사히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한다. 열한 번째 맞이하는 나의 생일날, 아

빠는 생일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온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이로 인해 나는 더 이

상 아버지를 볼 수 없으리란 예감을 받게 되는데…. 

   작은 에피소드 위주의 사건들이 엮어가는 이 책은 싱글맘 가족의 애환이 무겁지 않고 경쾌하게 그려지고 

있다. 어른스러움과 동시에 억지를 부리고, 자기의 욕심이 우선인 지극히 아이다운 행동과 생각이 함께 담

겨 있으며, 이러한 사춘기 아이의 시각이 잘 살아난 독특한 문체와 에피소드들이 유쾌하게 엮어져 있다.

900일간의 폭풍 | 사랑   

저자 송웅달 | 출판사 김영사  

 
세계적인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심층연구로 탄생한 사랑에 관한 놀라운 감성과학보고서! 

   과학의 눈을 통해 본 사랑의 진실을 담은『900일간의 폭풍 사랑』. 이 책은 2005년 3월 100회 기념으로 

방송된 ‘감성과학 다큐멘터리 <사랑>3부작’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900일간의 폭풍 사랑》에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며 인류역사를 이끄는 본질인 사랑은 무엇

인지, 열정과 사랑, 연애와 우정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스킨십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내용을 9개월에 걸친 과학적인 접근으로 풀어냈다. 

   또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사랑의 신비로움을 알고 더 많이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다. 

달력 속 살아있는 세계사 1   
  
저자 예영 | 그림 VOOZ | 감수 송경숙 | 출판사 부즈펌  

   귀여운 캐릭터 ‘뿌까’와 함께 배우는 세계사!  내가 태어난 날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을까? 

달력으로 보는 재미난 세계사 

  『달력 속 살아있는 세계사』시리즈 제1권. 본 시리즈는 세계의 주요 역사를 쏙쏙 뽑아, 2권의 책에 나

누어 담았습니다. 읽는 독자는 1년 365일 각 날짜별로 정리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재미나

게 배울 수 있습니다. 

   1권은 세계사 중 1월부터 6월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사 속의 중대한 사건들

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대한 ‘날짜 검색 인덱

스’를 추가했습니다. 각 장마다 다양한 시각 자료와 재미난 만화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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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

허브 herb 
  

 인생은 장난꾸러기

스무살 상은이에게 일곱 살의 마음을 주셨다! 

스무살 차상은. 이쁘고, 착하고, 종이접기의 비상한 

재주도 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있

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으니...바로 영원

히 일곱 살의 지능이라는 것. ‘정신지체 3급‘이라

는 ’지각생‘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상은이. 주민등

록증을 발급받고 즐거워하지만 아직 그녀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사랑은 심술꾸러기

왕자님을 만난 순간, 엄마의 눈이 슬퍼졌다... 

동화 속 공주 매니아인 상은은 왕자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 어느날 거대한 머리의 포돌이 인형 옷 속

에서 찬란한 미소와 함께 등장한 교통의경 종범을 본 

후, 그가 ‘야수’에서 마법이 풀린 왕자님이라고 확

신하는데... 종범도 그녀가 싫지 않은 눈치다. 처음 느

끼는 두근거림에 잠도 안 오고 행복해하는 상은이. 그

런데 병원에 다녀오신 엄마는 왜 울고 계신거지?

최강로맨스
 

처음 만난 날부터 기도했습니다…다시 만나는 일 없길! 

준수한 외모, 출중한 사격실력, 최고의 무술실력까지 갖춘 정의감 투철

한 형사, 강재혁.그리고 운동권(?) 출신으로 PEN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

는 열혈 기자정신을 지닌, 최수진. 생면부지의 두 사람은 범인을 쫓던 재

혁이 길거리에서 오뎅을 먹고 있던 수진과 부딪히면서 첫만남과 동시에 

원수가 된다.

이들의 첫만남이 꼬여버린 이유는 바로, 수진이 먹던 오뎅꼬치가 재혁의 

옆구리에 박혀 버린 것! 이 사고가 기사화 되면서 생애 최대 망신을 당한 

재혁은 수진을 지명수배하겠다며 화를 낸다. 하지만 재혁과의 충돌로 차량 

견인에 코피까지 흘렸던 수진은 충돌의 책임은 재혁에게 있다며 맞서고, 

두 사람은 첫만남부터 서로가 전생의 원수지간 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재혁과 수진의 악연은 끊임없는 사건사고 속에 끈질기게 이어지고, 급기

야 두 사람은 상부의 지시로 강력반 기획취재기사 ‘최(수진)강(재혁)보

고서’를 맡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재혁과 수진은 더욱 팽팽하게 대

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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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내 아들을 앗아간 유괴범의 44일간의 피말리는 

협박전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흉흉한 강력범

죄가 끊이지 않던 1990년대. 방송국 뉴스앵커 한

경배(설경구)의 9살 아들 상우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지고, 1억 원을 요구하는 유괴범(강동

원)의 피말리는 협박전화가 시작된다. 아내 오

지선(김남주)의 신고로 부부에겐 전담형사(김영

철)가 붙고, 비밀수사본부가 차려져 과학수사까

지 동원되지만, 지능적인 범인은 조롱하듯 수사

망을 빠져나가며 집요한 협박전화로 한경배 부

부에게 새로운 접선방법을 지시한다. 치밀한 수

법으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유괴범의 유일한 

단서는 협박전화 목소리. 교양 있는 말투, 그러

나 감정이라곤 없는 듯 소름끼치게 냉정한 그놈 목소리뿐이다. 사건발생 40여 일이 지나

도록 상우의 생사조차 모른 채 협박전화에만 매달려 일희일비하는 부모들. 절박한 심정은 

점차 분노로 바뀌고, 마침내 한경배는 스스로 그놈에게 접선방법을 지시하며 아들을 되찾

기 위한 정면대결을 선언하는데… 

아포칼립토  Apocalypto 

 

가혹한 운명에 맞선 최후의 전사, 외로운 전쟁을 시작하다. 

마야문명이 번창하던 시절, 평화로운 부족 마을의 젊은 전사 ‘표범 발’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인한 전사로 구성된 침략자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부족민을 학살하고 젊은 남녀를 그들의 왕국

으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한다. ‘표범 발’은 이 혼란 속에 그

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깊숙한 우물에 숨긴 채 자신은 인질로 끌

려가게 된다.

계속되는 처철한 혈투, 이젠 그가 점점 변해 간다! 

죽음과 마주친 위기 상황에서 겨우 탈출한 ‘표범 발’은 우물 

속에 숨겨둔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적들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된

다. 맹수의 습격과 늪지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가득한 숲 

속…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최강의 전사로 구성된 추격

대다.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손길이 조금씩 다가오는 가운데, 

‘표범 발’은 도리어 적들을 향해 기상천외한 공격을 하기 시

작하는데… 

한인뉴스  73



74  한인뉴스

2월 행사 및 공지 사항

사담 후세인 사형 집행 관련 신변안전 유의 당부
12.30 오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집

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위 및 테러발생 가능성이 우려되

고 있는 바, 교민여러분들은 신변안전에 각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이용 안내 
1.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객을 비롯한 

단기 체류자, 영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누

구라도 콜센터에 연결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

아에서는 0018-0182 ＋ 0 을 누르면 교환원을 통해 콜센터 직

원과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ㅇ 영사콜센터는 2005.4 서울에 개소, 전문상담원에 의한 24시

간 상담서비스 제공

2. 긴급한 민원 또는 문의가 있으신 동포들께서는 영사콜센터

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 숙소선정시 주의요망 
최근 신혼부부가 발리에서 신혼여행 중 머물던 빌라 리조트에

서 현지인 강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빌라리조트 시설은 가족단위 숙소로 선호되지만 보안요

원이 배치되거나 경찰의 순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강도 등 

범죄로부터 피해 발생시 대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관광지 여행시 치안이 양호한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비상연락처

    ㅇ 대표 전화 : 520-1915

    ㅇ 당직 전화 : 0811-582-446  

    ㅇ 경찰 영사 : 0815-1347-122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우편교부(국내) 실시 
1. 외교통상부는 2006.11.20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우체

국을 이용하여 손쉽게 교부 받을수 있는 우편교부제도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2. 우편교부 이용방법

가. 우체국 방문 

ㅇ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민원우편-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신청

-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에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

ㅇ 원하는 주소에서 수령

나. 인터넷 우체국 이용

ㅇ 인터넷우체국() 회원 가입

ㅇ 컴퓨터에서 인터넷우체국을 열고 “우편서비

   스- 부가우편 서비스-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

   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청 

ㅇ 원하는 주소에서 수령

3. 처리기한

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 재외공관에 등록한 경우 

    우편배달시간을 제외하고 즉시

나.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공관에 등록한 

    경우 우편배달 시간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

  2006. 11. 20   

        외 교 통 상 부

병역법 개정에 따른 여권발급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 개정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현재 17세(1989년생) 이하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 가능

     (예 : 89∼93년생, 5년)

나.  2006.12.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 체류중인 18∼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 

     (국외 체류중인 자에 한함)

대사관 공지사항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3: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8:3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

객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항공사 운항스케줄 안내

대한항공

금번 동계 KE628편 자카르타 출발시간은 인천공항 도

착시 동절기로 인한 기후상태 및 육상 교통편 운행시

간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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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627    인천  자카르타   17:15 / 22:20     매일

  *) 다음날

기간: 2006년 10월 29일 ~ 200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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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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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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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및 여행 주의 

내용

1.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자카르타 시를 포

함한 여러 지방에서 가금류의 사육을 전면금지하는 등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니 동포 여러분께서도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경각심

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초부터 뎅기열이 급속히 확산되어 서부자바주에서만 금년들어 

85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23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모기가 많은 호수나 웅덩이, 수풀이나 초목 지역을 회피하는 예방

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북부 술라웨시주 뽀소 지역에서 기독교세력과 무슬림세력간의 

반목으로 비롯된 지역주민과 경찰의 대치와 긴장국면이 지속되

고 있으므로 가급적 이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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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안내문

미주 출/도착 일반석 수하물 규정 변경 안내

  대한항공은 2006년 10월 1일 (항공권 발권일 기준)부

터 기존 미주 출/도착 일반석(이코노미클래스)에 적용

되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32킬로그램인 수하

물 2개’에서 ‘개당 23킬로그램인 수하물 2개’로 변

경한다

단, 대한항공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비지니스석(프레스

티지클래스)수하물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안전 관련 각국 정

부의 규제가 확대되고, 수하물 취급 근로자의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농법 입안 등에 따라 개별 수하물의 무

게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03년부터 가입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미주 출/도착 여정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를 추진 중이며, 해당국 정부 규제 등을 감안, 미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23킬

로그램 2개’로 이미 변경 시행 중이다.

  이처럼 각국 정부 규제와 승객 위탁 수하물 무게 감소 

현상 등을 고려해 현재 스카이팀 항공사인 컨티넨탈항공

(CO), 노스웨스트항공(NW), 델타항공(DL) 등을 포함한 

다른 미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이미 축소 시행하고 있어, 해당 항공사 포함 연계 수송시 

대한항공 규정과 달라 혼란이 생기는 등 문제도 빈번히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대한항공도 기준을 동

일하게 변경하게 됐다.

  현재 아메리칸 항공(AA), 에어 캐나다(AC), 에어 프랑스

(AF), 알리탈리아(AZ), 컨틴넨탈항공(CO), 델타항공(DL), 

에미리트항공(EK), 이베리아항공(IB), KLM(KL), 루프트한

자(LH), 노스웨스트(NW), 에어 뉴질랜드(NZ), 체코항공

(OK), 유타이티드 항공(UA), 스칸드나비아 항공(SK), 포

르투갈항공(TP), 버진 아틀랜틱항공(VS) 등의 항공사들이 

동일 또는 유사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영국 발 미국행 여객기 공중 폭파 테러음모 적발에 

따른 미주 출/도착 항공편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로 인해 

액체 및 젤류(음료, 샴푸, 선탠로션, 크림, 치약, 헤어젤 등 

유사품)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

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다. 탑승수속 후 면세구역에서 구입

한 음료수 및 주류도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