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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에서 시트, 기내 편의시설까지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향해

대한항공의 더 큰 고객사랑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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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사진 촬영 : 전’s Photo Studio

감사 메달 수상자: 좌측 두 번째 부터, 김문환, 김용, 사공경, 이상기, 이승민, 이호완, 장윤수, 석웅치 대리참석자, 천성호 대리참석자

승은호 한인뉴스 발행인과 조규철 편집인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김문환씨

100여 귀빈들이 참석하여 한인뉴스의 발전에 많은 격려를 보냈다
기념식장의 흥을 돋구어 준 
고관복씨(섹소폰)와 김동환씨(첼로) 사회를 보고 있는

박만규 한인뉴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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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지난 7월 7일 재인니한인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교민사

회에 무료로 배포되는 교민 소식지

인 ‘한인뉴스’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한인뉴스의 발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

청하여 ‘한인뉴스 창간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자카르타 물

리아 호텔에서 있은 이날 기념식

에는 한인회 승은호 회장 겸 한인

뉴스 발행인, 이선진 주인니한국

대사를 비롯 한인뉴스의 재정 후

원자, 기고자, 각 업종별 협의회장, 

전.현 편집위원등 100여명이 참석

하여 10년의 세월을 지켜온 한인

뉴스를 축하하고 또한 앞날을 축복

해 주었다.

 승은호 발행인은“한인뉴스가 

10년을 한호의 결 호 없이 발행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성숙한 

인니한인사회가 있었기 때문이

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니한인사회의 소식들을 기록으

로 남겨 한인사회의 역사를 남겨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뜻 

깊고 중요한 일을 모든 교민들과 

함께하고 그 성과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선진 대사는 “타국의 재외공관

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봤지만 한

인뉴스만큼 알차게 발행되는 소식

지는 드물다”면서 앞으로 20년, 

30년 계속해서 인니한인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식지로 발전해 가

길 바랬다.

 조규철 한인뉴스 편집인은 조촐한 

초대에 응해주신 참석자 분들께 감

사의 마음을 표하며 “한인뉴스는 

인니 한인소식지로서 역할 뿐만 아

니라 타국의 교민 사회와도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좋은 정보들을 공유

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소식지로

서 거듭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히

며 재정후원자와 기고자 분들께서 

한인뉴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랬다.

 한인뉴스는 장기 기고자 7인(김문

환, 김용, 사공경, 이상기, 이승민, 

이호완, 장윤수), 특별 후원자(석

웅치, 박재환), 초대 편집인(천성

호) 총 열 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

사드리며 감사 메달과 감사패를 전

달하고 앞으로도 한인뉴스를 통해 

한인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를 부탁했다. 감사 메달을 수상한 

김문환씨(현재 ‘한인사회의 뿌리

를 찾아서’를 연재 중)는 수하르

토 인니 전 대통령에 관한 해박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

하여 인니 현대사를 조명해 볼 예

정이라고 밝히며 메달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이날 식순에 의거 1부 행사를 

끝낸 후 자리한 참석자들은 고관복

씨의 색소폰 연주와 김동환씨의 첼

로연주의 향연을 음미하며 연회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회를 

즐기며 기념식장에 준비되어 있는 

창간호부터 최근 발행된 한인뉴스

를 열람하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한인뉴스 창간 10주년 기념 특집호(통권 121호) 한인뉴스 창간 10주년 기념 케익 cutting (좌로부터,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 
이선진 대사, 승은호 한인회장 겸 한인뉴스 발행인, 조규철 한인뉴스 편집인)

한인뉴스 창간 10주년 기념 행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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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인니 방문, 간담회 가져

한인회 소식

 지난 7월 15일 재인니한인회 회장

단(회장 승은호)과 업종별 협의회

장단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오신 이

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창우 

㈜마루한 회장, 정진철 LA회장 겸 

제 5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의 귀

한 손님을 맞이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서 개최된 동남아 한

상대회(7월 12일~15일)에 참가한 

귀빈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특별

한 애정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

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

에 재외동포를 위한 재단으로서 세

계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 등을 개

최하는 등 재외동포사회를 대변하

고 있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일본, 미국 등은 한인회 뿐만 아

니라 상공인 총연합회 등의 조직들

이 잘 되어있어서 경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받지만 그 외 지역인 

동남아, 남미 등지는 아직 상공인 

연합조직이 없어 지역별 한상대회

를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미 세 차례나 개최된 동남

아 한상대회는 타 지역 한상대회의 

뛰어난 모범이 되고 있다며 꾸준히 

계속되어나가기를 바랬다. 

 이광규 이사장은 전직 인류학 교수

답게 지석묘와 세골장등의 여러 문

화 역사적인 유물을 분석해 볼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문화인류학

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여러 아이템

등을 공유하고 있고 이것이 한-인

니간의 상호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

겠냐며 학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한

편, 이광규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앉은 열  좌측부터,

정진철 LA한인회장 겸 제 5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창우 

(주)마루한 회장, 승은호 재

인니 한인회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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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은 ‘한인회’, ‘한상대회’, ‘한

글학교’를 3대 역점사업으로 두

고 있는데 JIKS(자카르타 한국국

제학교)를 방문한 후 현재 재외동

포의 가장 큰 바램 중의 하나가 바

로 한글학교인데 JIKS는 동남아시

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국국제학

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극

찬했다. 이에 한인회가 훌륭한 리더

십을 발휘하여 한인사회를 잘 이끌

어가고 또한 한글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랬다.

 한창우 ㈜마루한 회장은 동남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

히 단결해 일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적이라고 말했다. 또한‘JIKS(자

카르타 한국국제학교)’와 인니 대

장, 승은호 회장 같은 재외동포 성

공모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승은호 재인니한인회장은 참석해 

주신 세 귀빈들의 소개를 하면서 인

니 한인사회는 어느 타 재외동포사

회보다도 더 단합이 잘 되고 애국심

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인니한인사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

을 해주기를 바랬다. 또한 동포재단

은 동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지만 최소한 정부에 

건의 하고 보고할 권한은 있기 때문

에 교민사회에서 재외동포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한편, 조규철 재인니한인회 부회장

은 또한 한인뉴스의 편집인으로서 

1996년 이후 한호의 결 호도 없이 

인니 교민사회의 소식을 전하는 대

표적인 매체라고 한인뉴스를 말하

며 한인뉴스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

해 재외 동포 사회와의 인터넷 네트

워크를 구성해서 소식을 공유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매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한

창우 회장은 한인뉴스의 발전을 위

해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

표적인 한인기업인 코린도기업의 

세계 일류기업 성장가능성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한

창우 회장 자신도 일본의 한국국제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며 한 기업

의 회장이지만 큰 용기를 얻고 가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창우 회장

은 16세에 도일 하여 이미 60년을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번도 한

국인임을 잊지 않았다는 한창우 회

장은 외국인 사업가로서 많은 어려

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철학인  ‘노

력’, ‘신용’, ‘봉사’ 가 성공

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고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

은 바로 예술이어야 한다”며 사업

가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자

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 많

은 박수를 받았다.

 정진철 미국 로열 아이맥스 회장

은 올해 10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

는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으로서 

인니한인기업인들도 한상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한상대

회를 통해 700만 해외동포들이 해

외에서 우뚝설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한창우 회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정진철 미
국 로열 아이맥스 회장이 재인니 한인회
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교민 소식지인 
한인뉴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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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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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다.

 한편, 이광규 이사장은 “아직은 

몇몇 파행적인 한인회때문에 재외 

공관을 통해 한인회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각 한인회와 

재외동포재단이 100% 서로 믿고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각

도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이에 승은호 회장은 “인도

네시아 한인회 만큼은 100% 신뢰

와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전하

며 인니 한인사회에 많은 지원을 부

탁했다.

 이날 JI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

교) 김정일 교장은 국가경쟁력 강

화를 위한 경제 못지 않은 교육의 

중요서을 말하며 특히 모국어의 소

중함을 역설하였다.  김정일 교장은 

최소 초등, 중학과정 정도 까지는 

모국어를 배워야만 한국인으로서

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영어 등 현

재 국제에서 요구하는 언어를 습득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재외동포재

단에서는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려주기를 건의했다.

 밤이 늦은 시간까지 화기애해한 이

야기 꽃을 피운 이 간담회는 한창우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

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외동포사회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정부의 세계화 추

진 시책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국가발

전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되었다.

 1996년 5월 3일 “제 1차 재외동포정책 위원회”에서 재외동포재

단 설립이 합의 되었으며,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되고 이 해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이 발족되어 공식업무를 시

작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함께 누리는 고향집으로서 현

재 재외동포재단이 펼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은 재외동포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한민족 공동체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일이기에 재

외동포재단의 모든 역량을 모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지원, 사이버 한민족 공동

체인 한민족네트워크(Korean.net) 확충,  상공인, 무역인, IT인, 과학

기술자단체 등의 통합네트워크인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3대 중점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동포 상호간에 시장과 상품, 정보 교류의 활성

화와 재외동포들의 모국내 전용공간인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이란

회장의 건배의 변 처럼 자리를 함께

한 모든이의 가슴속엔 조국과 세계

를 향한 열정이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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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제

3회 동남아한상대회가 말레이시

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14개국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

로 개최되었다.

 금년도 제3회 동남아한상대회

는 하루 앞서 열린 제9차 한상 리

딩CEO 포럼에 참석한 한상 리딩 

CEO들이 함께하여 동남아한상 전

체회의,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투

자설명회, 말레이시아 신 행정도시 

PUTRA JAYA의 수상실 방문 및 

경제개발청 방문시의 브리핑, 손상

하 말레이시아 대사관저에서의 만

찬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강행

군의 대회였다. 

  한상 리딩 CEO이며 동남아한상

연합회장인 승은호 회장은, 개회

사에서 고난과 역경속에 우리 동

포 경제인들이 동남아에서 이룬 경

제적 터전을 유지 발전시키위해서

는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공유가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 과

제로 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만남과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행사기간 동안, 이광규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은 짧은 동남아 진출 

역사속에 동남아 경제인들이 이룬 

성공을 치하하고, 동남아 및 전세

계 한상네트웍 구성에 재외동포재

단의 지원과 노력을 다짐하였으며, 

한상 리딩 CEO이며 일본 마루한社 

회장인 한창우 회장은 성공사례 발

표에서 신용, 노력, 봉사를 기업발

전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내년도 제4회 대회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제3회 동남아 한상대회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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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니한인회,이재민 구호성금 족자한인회에 전달

 지난 7월 9일 재인니한인회(회

장 승은호)는 회장실에서는, 재인

니한인회가 동포안내문을 통해 족

자-중부자바주의 강진피해의 참

상을 알리고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인니한인 기업들과 단체, 개

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

금된 구호성금을 족자한인회(회장 

조현보)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

한 금액은 총 미화 77,070달러, 루

피아화 367,839,700루피아이다. 

전달식에는 승은호 한인회장을 비

롯 김재유 수석부회장, 양청길 부

회장, 김재민 사무국장, 조현보 족

자한인회장, 박광호 족자한인회 총

무가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족자한인회

가 족자주정부 산하 교육부와 협의

하여 이번 강진으로 파괴된 초등학

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쓰기로 

합의 했다.

조현보 족자한인회장은 “족자강

진 발생 이후 여러 기관 및 NGO단

체들과 공동으로 복구활동을 지원

했지만 생필품이나 현금과 같은 단

순한 일회성 지원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파괴된 초등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 도움을 

주면서도 한인사회의 위상을 드높

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쓰임

은 없다고 생각한다”말했다. 또한 

정성스럽게 모인 성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

이기 위해 한인뉴스를 통해 공사

의 진척상황을 한인사회에 알리기

로 했다.

 승은호 회장은 “한국인이 만들면 

어떠한 강진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

튼한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현지

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스

럽겠지만 초등학교를 멋지게 짓는

데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족자한

인회에 당부했다.

 박광호 사무국장은 “공사비용은 

담장공사를 포함하여 약 12억 루

피아로 예상된다”면서 수라바야, 

반둥, 발리 한인회에서 전달받은 

구호성금을 포함하여 학교 건축 공

사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계 및 업자선정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공립 초등학교의 

기본 학생수는 각 학년당 44명이 

배정되어 6개 학년 총 264명 이다. 

또한 기본 시설로서는 교실 6실, 교

무실 1실, 화장실 남녀 각 1동 등

으로 총 건물 면적이 약 600m2이

다. 족자 한인회는 이와 같은 국.공

립학교 기본 학교시설에 맞춰 공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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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 한국경우회(회장 구

홍일)는 지난 족자-중부자바주 강

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니경우회 가

족들을 위해 모은 구호성금 5000달

러를 인니경우회(회장 Roesman-

hadi)에게 대사관 박화진 영사를 통

해 전달했다.

 인니경우회 가족중 이번 강진으로 

총 3명인 사망하고 485명이 부상당

했다. 구홍일 회장은 인니 경우회장

김성복(한국인니 문화경제재단 총무), 누르딘

(인니경우회 사무총장), 박화진(대사관 경찰영

사), 루스만하디(인니경우회 회장), 자야 아뜨

마자(예비역 경찰 준장), 끄뜻 하따(예비역 경

찰 준장)

에게 서신을 통해 한국 120만 경우

회원들은 같은 경찰의 가족들이 피

해를 입은데 대해 위로의 말과 앞으

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양국 경우회간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전직 인니경

찰 고위간부들과 현직 경찰청 관계

자들이 참석하여 훈훈한 정담을 나

누기도 하였다.

한국경우회, 훈훈한 인니경우회 사랑
강진피해 경우회가족위한 구호성금 전달

 쓰나미에 이어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니 족

자카르타 지역에서 CJ가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다.

 CJ는 20만달러(2억원) 상당의 약품과 구호물

자를 우선 지원한 데 이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5명을 현지에 파견해 구호활동을 벌였다.

 CJ에서 파견한 국내 의료진 4명과 자원봉사자

들은 CJ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의료고문 및 자

원봉사자 20여 명과 합류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CJ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CJ 본사는 의약품과 

생수, 식품류 등 구호품을 피해지역인 족자카르

타 지역에 직접 배송했다.

 CJ가 지원한 식품류는 1만2000개의 햇반과 즉

석 미역국 등 740박스 분량으로 햇반은 400명이 

열흘 간 먹을 수 있는 분량. 의약품은 항생제와 진

통제 위주로 구성됐으며 4000명이 일주일간 사

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CJ는 지난 2004년 말 쓰나미 피해 때도 구호품

과 지원금,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이재민 돕기 CJ봉사단
족자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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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 -  중부자바주 지진 참사 이재민 돕기 구호성금 기탁자
(7월 2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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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1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자카르타 GKBI빌딩에 

지사를 개설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김송웅) 자카르타 지사(지

사장 김은성)의 개소식이 있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993년 자카

르타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1998년 

IMF위기로 폐쇄된 후 이번에 다시 

개소가 되어 한-인니 경제 교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은성 자카르타 지사장은 경과보

고에서 “자카르타 지사는 인니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

아 지역을 총괄 담당하게 되며 한

국수출기업의 원활한 무역거래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수입국가

의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보험

사고조사 및 미수채권회수 대행 등

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대금결재상

의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면서 한국기업들의 동남

아 국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한

국과 수입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웅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수출보험공사는 지

난해 한국 총 수출의 약 20%에 달

하는 상품수출지원과 환변동보험

지원 등을 포함해 총 73조원을 지

원하는 사상최대의 성과를 거뒀고 

1992년 설립이래 현재 세계 5대 

수출보험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공사를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에

는 전년대비 36.7% 증가한 6.7억

불의 대 인니 수출보험 지원실적을 

올렸다”며 수출보험지원을 통해 

경제협력파트너로서 한-인니 우

호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동남아 무역경제에 이바지 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송웅 한국수출

보험공사 사장, 이선진 주인니대사

관 대사, 조규철, 임철진, 조종수 한

인회 부회장, 나도성 사업자원부 

국장, Mr. Ansari 인니무역부 차

관, Mr. Iskandar 인니국회부의장, 

Mr. Assad 국정원 차장 및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발을 내딛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

의 개소를 축하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

도는 한국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

이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이를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지급함으

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 개소식

김은성 한국수출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장이 개소 타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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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8일 저녁 7시, 479 주년 

자카르타시 정도를 기념하는 행사

의 일환인 카 퍼레이드 행사가 있

었다. 이 날 행사에는 자카르타시장 

(Bp. Sutiyoso)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도네시아 저명 인사들과 주 인니 

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행사 자

리를 빛내주었다.

 식전 행사로 인도네시아 Java 섬의 

전통 민속 춤과 음악으로 행사 분위

기를 고조시켰고, 자카르타 문화 부 

국장 Ibu Aurora의 인사말에 이어 

자카르타 시장 축사 이후 행사 시작

을 알리는 싸이렌과 함께 터진 불꽃 

놀이를 시작으로 본 행사의 막이 올

랐다.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50여대 가

량의 오토바이가 퍼레이드의 첫 행

렬을 시작으로 Drum Band, 기마 경

찰대의 행렬, 자카르타를 상징하는 

Ondel-Ondel 행렬,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Automotive 박물관에 진열

되어 있던 연대별 자전거를 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몰고 나왔으며, 이제

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자카르타 시

민들 기억에만 남아있는 시민의 발

였던 미니 버스와 자동차 역사 책에

서 봤음직한 차들이 타임머신을 타

고 온 듯 고풍스러움을 뽐내며 멋진 

행렬을 이어갔다. 

 이후 행사에 하일라이트인 자카르

타 시 축제를 축하하는 자카르타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장식한 29 대의 

차량 행렬이 어어졌다.

 Balai Kota를 시작으로 Jl. Mere-

deka Sel. - Thamrin을 거쳐 돌아

오는 약 5km 구간의 이 날 카 퍼레

이드 행사는 올해 두번째로 밤에 행

사가 펼쳐져 작년 보다 더욱 화려하

게 꾸민 차량으로 연두에 이를 구경 

나온 수천 명 자카르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카 퍼레이드 행사 차량 중 단연 돋

보인 행사 차량은 17번째 순서로 

참가하여 한국의 문화와 ‘다이나

믹 코리아’를 홍보한 PT. Ko-

rea World Center Indonesia의 < 

Korea Town >차량이었다. Ko-

rea Town을 조성 중인 PT. Korea 

World Center Indonesia는 2003년

부터 참가해온 경험을 살려 이 행

사를 주최하고,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가 협찬, 양

국 화합을 의미하는 한-인니 국기

를 걸고, 한국의 전통을 형상화한 청

사초롱을 단 일주문과 한국의 첨단 

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레이저 쇼와 

62인치 TV를 두 대를 설치하고, 정

면에 프로젝트로 주인니한국대사관

에서 협조한 한국 문화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IT 강국인 한국의 이미지

를 부각 시켰다.

 또한 이 차량 위에는 한복과 자카

르타 전통 복장을 입은 남녀 한 쌍

이 자카르타 상징인 Ondel-Ondel 

한 쌍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자카

르타 시민들은 “Korea”를 외치며 

크게 환영해주었다. 현 자카르타 시

장 Bp. Sutiyoso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 한국이 행사에 참

여해 주어 카니발 행사가 더욱 성공

적이였다”고 밝혀 이번 행사를 통

해 자카르타 시민에게 한국의 친근

한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써 민간 차

원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였다.

전통.첨단 한국 카퍼레이드에 ‘코리아’ 열광

자카르타 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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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식

 한국이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보접근센터가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문을 열었다.

 2006년 7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

타 우정국에서 인니정통부의 소피안 

자릴(Sdfyan Djalil)장관과 인도네

시아 우정국(POS INDONESIA)의 

하나 수리아나(Hana Suryana)사장 

그리고 한국정보통신부의 노영규 정

보통신협력본부장,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의 손영기원장, 한국대사관 정

용칠 공사를 비롯한 많은 인사가 참

석하여 정보접근센터 개관식을 축하

했다.

 이날 문을 연 인도네시아 정보접

근센터(Information Access Cen-

ter)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부가 정보

화 후진국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정보문

화진흥원(KADO)과 인도네시아 정

보통신부가 협약에 따라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것이다.

 인터넷라운지,정보화교육장, 세미

나실 등으로 구성된 정보접근센터

는 국제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자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2002년 부터 캄보디아, 루마니아, 

베트남, 이집트, 핀리핀, 불가리아, 

라오스, 튀니지등 8개국에 설립되었

으며 인도네시아에 아홉번째로 설립

되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은 정

보접근센터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사

회 전반에 정보화를 확산시켜 나가

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나아

가 최고수준의 광대역 정보통신 인

프라를 구축한 한국의 경험이 전수

될 수 있도록 두 나라간 정보통신 인

력 및 기술교류를 확대 의사도 밝혔

다. 

 인도네시아 정보접근센터는  Jl. 

Gedung Kesenian No. 2 Jakar-

ta10710 Gedung Pos Ibukota (자

카르타 중앙우체국건물) 1층 로비

‘IT 코리아’가  한-인니 정보격차 해소한다 
한-인니 정보접근센터 개소

에 약 400m2 규모로 컴퓨터 55대와 

약 25명 수용의 교육장과 약 50명 

수용의 세미나실이 준비되어 일반인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되

어 있다.

 물론 한국교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체나 단체에서 종업

원 교육이나 세미나등의 행사에 활

용할 수 있다. 황환규 재인니 IT 협

회 회장은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

나 단체 혹은 기업은  IT협회(021-

525-3187, 0811-956-277)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이용할 수 있

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IT시장은 

양·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

을 이루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정보통

신 인프라인 정보접근센터 구축으로 

정보격차해소는 물론 인니 한인사회

의 위상도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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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1946년 해공 신익회, 백범 김구 

등의 애국지사들이 설립하고 올해

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

대학교. 글로벌이라는 시대의 요구

에 ‘세계로 눈을 돌리자’라는 모

토로 교수님 한분을 포함 진취적이

고 사명감으로 가득한 총 8명의 해

외개척단 - 국민대학교 글로벌 엠

버서더중의 한팀인 ‘Student As-

sociation 팀’ 이 인니에 첫발을 내

딛고 지난 7월 20일 재인니한인회를 

방문했다.

 Student Association은 인도네시아

에서 한류홍보 마케팅, 사회봉사활

동, 한국어 특강 개최, 현지학생과의 

교류등을 통해 국민대학교를 세계의 

대학으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

고 더 나아가 한국의 청년이 이국땅

에서 한국을 알리는 좀 더 넓은 의미

로서의 홍보의 포부를 가지고 열흘

간 이곳에서 머물면서 아름다운 도

전을 하게된다.

 Student Association 팀을 이끌고 

있는 김승렬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방

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대학

교를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홍

보하여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해 

고급인재로 키우기 위

함이지만 이미 인도네

시아의 현지화에 성공

한 여러기업들을 방문, 밴치마케팅

함으로써 현지화 전략을 구체적으

로 연구해 보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 

가자마다 대학등 현지의 명문대학들

을 방문하여 유대감을 쌓고 향후 국

민대학교와의 교류에 관한 내용들

을 논의해 보기 위함입니다”고 밝

혔다.

 김재민 한인회 사무국장은 현지 한

인사회와 인도네시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열흘간의 Stu-

dent Association 팀의 여행이 성공

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Student Association 팀은 국민대

학교 홍보와 더불어, 팀원 전체가 태

권도 유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태권도 시범, 대장금 방영이후로 폭

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한국요리 

강좌, 독도가 분명한 한국의 땅임을 

밝히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외교정책

을 제대로 알리는 독도사진전 등 한

류와 한국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저

이라고 밝혔다.

 SGA는 열흘간의 홍보일정을 소화

하고 본국으로 복귀한후 인터넷 블

로그와 홈페이지 구성, 인니문화 소

개와 홍보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사진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도

네시아를 알리고 향후 국민대의 글

로벌 의식을 선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외국학생 유치를 통해 세계로 향하

는 국민대의 이미지를 정립하려는 

포부로 가득차 있었다.

 한편, Student Association 팀은 지

난 5월 족자-중부자바주에서 발생

한 강진의 여파로 시름하고 있을 이

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정성어린 

구호성금을 한인회에 전달했다.

세계로 눈을 돌리자
국민대학교 해외개척단 인니방문, 홍보활동 전개

Student Association 팀 

대표로 김승렬 교수가 

한인회에 족자구호성금

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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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18일(화요일)  오전 

무궁화 본점 뒷편에 있는 주택단

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48가

구(53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을 

한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8채의 집은 형태도 없이 불에 타 

없어졌다. 피해가 큰 이유는 빈민

무궁화 유통 김우재 회장과 

이재민들

가 밀집 지역으로 길이 좁아 소방

차가 진입할 수 없어 더욱 많은 피

해가  있었다. 무궁화 유통 김우재 

회장과 임직원은 바로 회의를 소집

하여  그 다음날 약 Rp30,000,000   

상당의 물품 (의류,수건,이불,세면

도구 라면 등) 을 바로  이재민들에

게 전달하였다.

무궁화 유통은 현재 무궁화 장학 재

단 , 무궁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재

단 등 이곳 무궁화에서 발생하는 이

익금을 일부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

적으로 운영하여 이곳 현지인들에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9000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판

로 개척을 위해 “세계일류 경북상품 ! 세계를 

누빈다 !”는 슬로건 아래 해외수출 유망지역에 

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는 지역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현지시장에 판로가 

있는 기업들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수

출보험료(500만원 한도)를 지원 수출장애요인 

해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인터넷 

경상북도 포항시 시장개척단 인니시장개척 활동

무궁화 유통,
화재 피해 입은 이웃들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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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는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인 역사도시, 

교육도시 등의 상호 유사성을 갖고 있

어  2005. 2. 25. 경상북도지사가 족자

카르타주를 방문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자매결연 체결 후 경상북도지

사는 현지교포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족자카르타주 가자마다 대

학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특강을 하는 

등 활발한 지방외교를 추진해왔다. 또

한 2006년 4월부터는 족자카르타주 공

무원들을 초청 6개월 동안 대구대학에

연수시키면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족자

카르타주의 지진 피해시 경상북도지사

의 위로 전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족자카

르타주 지진발생시 보다 실질적인 도움

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카르타 경상

북도 주재관으로 하여금 족자카르타주 

재난복구 총괄국장인 수다요모와 연락

하여 현지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파악하

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의약품인 항

생제, 해열제, 붕대 등 1억 루피아 상당

을 준비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

관에 파견된 경상북도 주재관(행정5급 

조성희)과 족자카르타주의 장근원 경

상북도명예자문관(Happy land medical 

center병원 원장)이 함께 족자카르트주

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다.

2006. 6. 22(목) 족자카르타주를 방문

한 경상북도 주재관은 빠꾸 알람(Paku 

Alam)부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경

상북도가 보내온 의약품 전달과 함께 

300만 경상북도민의 위로와 더불어 조

속한 복구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 등 양국 지방정부 상호간에 진실

한 동반자로서 대외협력 관계를 구축

하였다.

해외 마케팅과 사이버 무역 거래를 위한 “경북 인터넷 

무역센터”운영 등의 사업과 더불어 일본 동경, 중국 북

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 국가 도시에 경상북도통

상투자주재관을 파견하여 생동감 넘치는 수출촉진 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에 이어 경상북도(포항시)는 동남아 시장개척단

을 모집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시장개척활동을 한 후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7.12일 부터 7.14일까지 물리야 

호텔에서 one and one 바이어 상담과 더불어 개별공장을 

방문하는 등 역동적인 시장개척활동을 하였다.

이번에 참가한 업체들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

들로 적외선 방사 온도계, 중고 덤프터럭, 용접기 

및 부품, 건축자재, 환경설비, 파이프 등으로 이들 

업체와 인도네시아 바이어 45명이 단체 상담을 하

고 이들 업체 중 한동 산업개발 등은 현지공장을 직

접 방문하였다.

이러한 상담결과가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자카르

타무역관에 주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주재관(행정 

5급 조성희)은 자카르타 무역관과 협조 수입유망

기업과 재 접촉하는 등의 지속적인 follow-up활

동으로 지역기업들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자매결연 족자카르타주와 활발한 지방외교 추진

- 인니 공무원 초청연수 및 지진 피해 의약품 전달 등 -

좌로 부터, 장근원 경북명예자문관, 

조성희 경상북도 주재관, 빠꾸알람 

족자주 부지사, 수다요모 족자주 대

외협력 국장



한인뉴스 8월호

22

한인회 소식

지난 7월 9일 자카르타 끄망의 

News Club 카페. 이른 아침부터 장

동건 팬클럽과 홈페이지 공식오픈

을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정오가 

되면서 하나 둘 씩 모여들기 시작한 

카페에는 어느새 100여명이 훨씬 

넘는 팬들로 북적였다. 장동건 프로

필을 카페에 설치된 스크린에 상영

하면서 팬클럽 회장인 Crown의 장

동건 인도네시아 팬클럽 오픈 공식

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많은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

비한 장동건, 이정재 주연의 영화 

‘태풍’이 상영되었다. 인니에서

는 공식적인 첫 시사회가 되는 ‘태

풍’은 참석한 모든 팬들이 한 장

면, 한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

지하게 관람할 만큼 많은 호응을 얻

었다. ‘태풍’ 상영에 이어 ‘태

풍’의 making film을 상영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국어

에 능통한 팬클럽 회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정보

를 수집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장동

건과 한국사랑에 대한 팬클럽회원

들의 열정은 상당했다.

시사회가 끝난 후 장동건 팬클럽 인

도네시아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하

고 자리한 많은 팬들과 함께 큰 박

수로 자축했다. 행사의 끝자락엔 장

동건 관련 잡지와 VCD등 팬클럽회

원들이 손수 마련한 선물들을 나누

어주면서 만연 웃음꽃을 피웠고 못

내 헤어짐을 아쉬어 하는 모습이었

다. 

Crown 팬클럽회장은 “2003년

에 인니에서 방송된 드라마 ‘이브

의 모든 것’과 그 이후 ‘친구’, 

‘태극기’등의 영화를 통해 장동

건과 한국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

게 되었다” 고 말하며 마음을 같이

한 친구들과 장동건과 관련된 이야

기와 활동에 관한 기사, 사진, 음악 

등을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정식적

인 팬클럽 결성을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4월 말 장동건이 인도네

시아를 공식 방문하게 된 이후 많은 

장동건 팬들의 팬클럽 공식오픈 제

의가 증가했고 결국 오늘 팬클럽이 

공식적으로 결성되게 되었다. “앞

으로 저희는 장동건의 활동을 지원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에 불고 있는 한류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라며 이날의 소감

을 전하며 특히 후원을 해주신 EXR 

Indonesia(대표 김원관)을 비롯 무

궁화 유통(대표 김우재)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준 한인뉴스와  KTV등

에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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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랑

 에쌜팀은 연세대학교 치대 교수 (백형선 단

장, 최성호, 김성노)들과 개업의(임문우, 이

근형, 조기수, 우상엽, 최재평), 수련의(이윤

성, 김지희), 치과대 학생10명, 이화여자 대

학교 간호대 학생 3명과 개업의사 자녀 4명

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된 치과의료 선교 봉

사팀이다.  

 에쎌 치과의료 선교 봉사팀의 연혁은 12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 및 서양의

술과 교육을 위해 한국 땅에 교육기관을 설

립하였고 여기서 받은 혜택을 빚진 자의 마

음으로 그 은혜갚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

을 전하기 위해 1993년 필리핀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번째 해외 미개발 국

가에서 의료봉사를 하여 오고 있다. 

 치과의료 선교 봉사팀은 학생으로부터 교수

에 이르기까지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하여 모

든 비용을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약품 

및 의료기구 등은 동아리 선배들과 연세의료

원, 사랑의 교회, 이대 다락방 전도협회 등에

서 후원을 받고 있다.  주 진료 내용은 잇몸

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이 주이며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수

준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올 여름 휴가기간에는 스마랑시 인근 웅아

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누산따라 학교(양춘

석 선교사)에서 2006년 7월 10일부터 14일

까지 4일간 인근주민 900여명에 달하는 환

자들에게 치과 의료봉사를 하였다.

연세대학교 치대 에쎌팀,

인도네시아 치과의료 봉사

가나안 누산따라 학교에 도착하여 기념사진 한장 찰칵

가나안 누산따라 학교 내에서 무료 진료 봉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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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바 운영위원회 개최
동부자바 한인회(회장 김수용)는 6월6일 화요일 오

후 6시30분부터 SEA MASTER 식당에서 운영위원

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4월부터 5월달까지 업무 보고를 

운영위원들께 보고했다. 이중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상

남도 김태호 도지사 수라바야 방문 관련에 운영위원

들의 협조사항과 족자 지진 피해 성금 모금 운동에 동

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자리가 됐다.

경남 도지사 동부자바 방문
동부자바 주와 경상남도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자

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고 우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수라바야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한 12명은 6월12일 

10시30분부터 동부자바 주지사 공관에서 동부자바 주 

이맘 우또모 주지사 인사말을 통해 우호 교류 협력 합

의서 서명이 있었다. 

또한 5월27일 족자 강진 피해에 애도를 표하고 구호금

을 동부자바 주지사께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미원 공장을 시찰하고 이동준 공장장

이 공장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오후7시부터 시마스터 레스토랑에서 경상남도지

사, 한인회장을 포함한 45명이 만찬을 가졌다.

김수용 한인회장의 따뜻한 환영사를 통해 선물 교환 

및 현부미 교감선생님께 책 전달식(한글학교에 기 

우송됨)이 있었다.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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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바 월드컵 토고 응원
동부자바 한인회는 6월13일 오후8시부터 토고전 응

원을 위해 그라하 패밀리 클럽하우스에서 교민 200여

명이 모여 응원을 했다. 한민회에서는 응원과 함께 첫

골 선점 선수를 퀴즈를 내 당첨자에게 발리 여행권을 

주었다.

한편 이날 족자 재난 성금으로 학생들의 성원으로 

883,000루피아를 모금했다. 모금한 금액은 모두 족

자 한인회와 동부자바 주 정부를 통해 성금을 전달하

게 된다.

코라바야 골프대회 개최
코라바야(회장 이봉운)는 6월25일 오후12시부터 부

킷 다르모 골프장에서 제188회 코라바야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결혼을 조건으로 
마물들과 
하룻밤 새 천개의 탑을 
쌓던 남자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결혼할 수 
없었던 여자 

여자의 농간으로 
아침에 완성된 건 
한 개가 모자란 
아흔 아홉 개 탑 

어제의  
사랑했던 여인을 
천 번째의 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람들은  
남자의  분노라고 
하지만 

오늘도  
천개의 눈물 사이를 
구석구석 비집으며 
퍼지는 건 

자꾸만  
도망치려는 여자와 
탑으로라도 
곁에 두고 팠던 남자의 

아픈 
반쪽짜리 
사랑노래

아픈 사랑 노래 - 프람바난 사원 
JIKS 10학년 임혜인

수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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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이 되어 많은 것들이 달라졌

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으로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

게 되었다.

 처음에는 평화통일 이라는 말에 관

심도 없었고 잘 몰랐지만 어느새 나

도 통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6.25 전쟁 이후로 50년이 넘는 긴 

세월 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부모,형제가 서로 갈라져 만나고 싶

어도 만나지도 못한다고 하니 내 마

음이 슬퍼진다.

 같이 살던 할머니와 떨어져 인도네

시아 에서 살고 있지만 할머니가 보

고 싶어서 거의 매일마다 인터넷 전

화를 이용해 통화를 한다.

 할머니와 통화를 할 때면 마지막 인

사가 “할머니 내 꿈꿔’인데 그분

들은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지 모

르겠다.

 얼마 전 어린이날 행사로 퀴즈 대회

를 했는데 북한 친구들은 우리 돈 천

원으로 얼마 동안 먹고 살수 있을까 

라는 문제 가 있었다.

 생각보다 오래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일주일 정도 일거라고 생각했

었는데 한달 동안 먹고 살수 있다고 

한다.

 정말 놀랍고 슬펐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북한 친구들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한국에 있으면 어려운 일이라는데 

얼마 전에 북한 음식점에 가서 북한 

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예쁘고 피부 

뽀얗고 우리와 다른 점이 없었다.

 말씨도 조금 특이할 뿐이지 무슨 말

인지 다 알아 들을 수 있었다. 음식

재료 대부분이 북한 것 이여서 주문

을 많이 했는데 함흥 냉면은 한국에

서 먹던 게 내 입맛에 맞는 것 같고 

JIKS 8.15기념 통일 글짓기

최우수상

3학년 1반 김 주 현

고사리 나물이 맛 있었다.

 우리가 언니에게 궁금해 하듯이 언

니도 우리가 먹는 모습이 신기 하듯

이 바라보았다.

 언니에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 하냐고 질문 하였더니 당연히 통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 그

렇게 생각하냐 고 하였더니 약간 퉁

명스러운 말투로 그런 질문이 어디 

있냐며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인 우리

가 통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했다. 맞는 말 인 것 같은데 좀 어

려웠다.

 지금 북한에선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전쟁에 위험에서 벗어났으

면 좋겠다.

 인터넷에서 6.25 관련 사진을 보고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인가

를 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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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은 월드컵 경기로 들 썩 

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열

리는 날만 되면 거리, 집, 식당, 심

지어 찜질방에서 까지 응원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방방곳

곳 월드컵 의 열기가 뜨겁지만 한편 

내 마음에서는 지금이 6.25가 일어

났던 아픈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월드컵의 열기에 

휩쓸려, 그때의 고통스럽고 처절했

던 6월을 잊어 버리고 있지나 않은

지 걱정스럽다.

 하지만 나는 상상해 본다. 우리가 

통일을 하여 남북한 함께 월드컵 경

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언젠가 TV에

서 북한 아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통

일된 동작으로 멋진 율동과 노래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나 질

서 정연 하던지 놀라울 정도였다.

 아이들은 마치 요정들처럼 귀여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통일된 동작을 

보여 주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었다.

‘우리가 함께 월드컵 경기를 응원 

하다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멋진 응

원단이 만들어 질 거야’

 우리 남,북 통일 축구단이 월드컵

에 진출한다면 얼마나 신날까? 우리

는 평양으로 몰려가서 큰 광장에 모

여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칠것이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북한 의 

어린이 들이 월드컵 기념 율동을 펼

치고, 우리는 통일 축구단의 승리를 

기원하는 카드 섹션을 펼칠것이다.

 이번 해에 치른 월드컵중 토고전에

서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은 후반전에

서 멋진 역전승을 하였다.

 우리는 그 때 다 함께 또 한번 목

최우수상

5학년 4반 옥 지 민

JIKS 8.15기념 통일 글짓기

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

다. 그 힘찬 목소리 속에 북한 친구

들의 목소리도 합쳐 진다면 세계 어

느나라도  물리 칠 수 있는 힘이 생

기지 않을까?

 나는 월드컵이 축구경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우리 민족들을 한 마음 

으로 모아주는 멋진 축제이다. 월드

컵에서는 우리가 하나로 모은 마음

처럼, 통일을 향한 마음도 하나로 모

아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월드컵을 통일 월드

컵 으로  만들것이다.

 4년 후, 아니면 8년 후에는 아마 

나의 즐거운 상상이 현실로 이루

어지지 않을까? 그날을 생각 하면

서 오늘도 동생과 함께 “대~한민

국!”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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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사님은 대사관

의 최 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맡

고 있습니다. 하시는 영사님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해 주

십시오.

저는 법무부 파견 영사로서 인도네

시아인의 사증심사와 인도네시아 

이민국 접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임한 지 벌써 5개월이 되

었습니다.

사증심사의 주 목적은 부적격 인도

네시아인의 한국입국을 막는 것뿐

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입

국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시켜

줌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인니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도 인니 정부

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니 이민국과의 빈번한 접촉 업무

는 사증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한

국인의 인도네시아 출입을 원활하

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흡하

지만 영사과는 항상 친절하고 신

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증심사에 대해 언급 해 주셨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

면 합니다.

우선 사증이라는 것이 입국을 허

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보

다는 입국을 추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시 입국을 원하는 자의 

사증상의 체류자격과 입국목적이 

상이하거나 불법활동을 할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불법

체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입국자가 체류자격과 상

이한 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활동으

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파견 상담 등 상용활동 목적

의 사증을 소지하고 특정업체에서 

일을 한다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

했지만 입국 심사 시 취업 희망자

로 판명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영사는 사증심사 시 체류자

격과 예상체류활동이 동일한가 그

렇지 않은가를 심사하게 되며 만약 

상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인회와 대사관의 영사과는 코리아센터내의 같은 건물 

아래 위층을 사용하고 있는 가족과 같은 사이다. 한국에

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불

법체류자 단속 및 위장초청자 조사를 담당했다는 박상훈 

영사.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그와 반대로 외국인의 한

국체류를 위한 비자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한인뉴스는 

180도 바뀐 업무의 성격에 아이러니 하다고 미소를 짓는 

박상훈 영사를 만나 교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영

사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이 사람

박 상 훈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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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미리 방

지하기 위한 수준 까지 고려해 여

러가지 측면에서 사증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인들로부터 한국입국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렵고 만일 관광목

적일 시에는 잔고통장에 일정 금

액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한

다는 등의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사실과 무관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명시해 놓고 있습

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원칙이며 

실제로 사증심사 시는 상당히 융통

성 있게 영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2년 간 4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인니인에게는 무

비자 입국이 허용한 다거나.  한번

이라도 한국에 입국을 한적이 있는 

인니인이라면 초청장 또는 재직증

명서 하나면 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비자발급을 투명하게 처리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기준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화 해서 비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발

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신분

의 명확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특

히 관광비자 발급을 원하는 현지인

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재

직증명서, 재정증명서(잔고증명

서)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잔고의 액수와는 무관합니다. 잔고

의 금액이 적더라도 꾸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

자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해

외여행을 한다는 사람이 재정능력

이 현저히 낮을 경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또

한 접수 창구 직원들은 사증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원칙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입장에 따라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는 있겠지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

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민기업들 중 한국에 있는 

본사에 현지인 사원을 파견을 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생 사증 발급 인정서’ 신

청을 원하는데 몇 가지 제한조건

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공고를 통해 교민들에게 연

수생 활용제도 및 절차에 대해 안

내한바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

아 현지에 투자기업(제조업)을 운

영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 법무부에

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해외투자기업 연

수생 제도인데 이 경우 배정인원의 

조건이 있지만 최소 1년 이상 안정

적으로 연수를 시킬 수 있으며 체

류 연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기

간 동안 수시적으로 출입국도 가능

합니다.

다만 배정인원이 적고 절차가 복잡

하다는 이유로 3개월 유효한 상용

사증을 이용하여 본사에 연수를 보

내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

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어긋

나고 실제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위반으로 고용주 및 해당

연수생이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교민 

업체는 동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어 고맙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교

민 업체를 이용하여 단순인력을 보

내려는 현지인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인도네

시아인의 한국불법체류자가 증가

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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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한국 송

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금

년 6월 13일 고용허가제로 공식

적으로 인력 송출이 재개 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영사업무가 급증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늦

은 밤 시간까지 영사과의 불이 꺼

지지 않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

는 데 과거에 비해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셨지요?

2005년 6월 이후 좀더 신속하고 

나은 대민 서비스 일환으로 사증 

발급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함으

로써 업무의 양이 현저히 증가했고 

또한 올 6월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후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200~300여건의 

사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사과

는 단순 노동자들이 편법을 이용하

여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것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받으려는

자들을 사전에 적발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에는 6천 여명이 넘는 인니인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집계되고 있습니

다. 과거 연수생 송출이 각종 비리

로 중단 된 후 양국 정부의 노력으

로 정식 재개 되었지만 연수생을 

가장한 불법 입국희망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들은 주로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

되어 있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위.변조 여권 및 서류를 통해 사

증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발해 내

기 위해 매건 정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인니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인

터뷰를 통해 심사를 해야 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소요일

이 3일을 훨씬 넘기기도 합니다. 참

고로 2006년 상반기 동안 250여

건에 이르는 허위 서류 제출자 및 

위.변조 여권이 적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증 및 체류 허가 절

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외국인으로

서는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증제도의 변화조짐

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사증제도는 참으로 독

특합니다. 관광 목적을 제외한 대

부분의 사증은 입국 전 인도네시

아 이민국의 사전 허가(소위 케이

블)를 받아야 하며, 체류기간허가 

연장을 위해서는 한국이나 제 3국

으로 일시 출국해야 하는 등 불편

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한국 국민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우

리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를 요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니 정부가 최근 

체류관련 조항을 고쳐 시행할 것이

라는 보도가 있어 장기 체류를 하

시는 우리 교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이민국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

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자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

하든 원치 않든 불법행위로 오해

를 받을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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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인  터  뷰  이  사  람

인니 정부에서도 각 체류비

자에 대한 활동허가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놓지 않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도착비자

는 관광, 사회, 문화, 상용활

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

나 상용활동의 범주는 참으

로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따

라서 상용에 대해 각 개개인

이 확대해석을 해서 불이익

을 받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도

착비자는 친지나 친구를 방문하거

나 관광을 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만약 선의의 의도

였지만 관광 비자로 체류하는 한국

인이 잠시 아는 사람의 회사의 일

을 도울 경우 불법 위장 취업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시방

편으로 체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

면 적당히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참

으로 위험 합니다. 무엇 보다 더 법

령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

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곳 이민국 관련 법

령을 연구하고 교민들이 억울한 일

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당

국자들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착비자를 받고 공항에

서 입국카드를 작성할 때 숙소 주

소를 회사주소로 적어서 며칠 후 

이민국 직원에게 붙들려 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온 

한국인이 관광하면서 머무는 곳이 

회사라고 할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입국 관련 법령은 포

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되는 경

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을 위해 그

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민 스스로 비자의 체류목

적에 대해 숙지하셔서 선의의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바

로 연락을 주시면 대사관에서는 원

칙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인니 

이민국으로부터 부적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영사과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교민들은 어

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의 경우 인니인을 포함 외국인

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해도 본인

의 벌금 납부 능력이 없거나 자발

적인 출국을 원할 경우 출국을 시

킵니다. 하지만 인니 법은 한국의 

법에 비해 재량이 없는 것 같습니

다. 벌금 납부능력이 없어도 출국

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6개월 까지는 매일 20불씩 환산하

여 벌금이 청구되며 그 이후는 형

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에야 대사

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교민이 있

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사관에 문

의를 해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

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주셔

야 대사관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적

으로 입건, 이곳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노부모를 둔 교민들이 간

병인이나 가사도우미(식모)등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문의 

전화가 한인회로 많이 옵니다. 이

런 분들을 위해 사증을 받을 수 있

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

습니다. 금년 재개된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간병과 가사일을 돕기 위

박상훈 영사 업무실의 한 벽에 걸

려 있는 칠판에는 매일 빡빡한 인

터뷰 스케줄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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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네시아인의 입국을 개방하

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적으

로 금년 말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러시아 교포에 한해 개방이 될 예

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무부뿐

만 아니라 노동부, 그 외 다른 부

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의 외에 영사과의 도움

으로 한국을 다녀오게 됐다고 고

마움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영사과는 급박한 상황이나 인도주

의적인 차원에서 급하게 비자 발급

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최대한 도

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연휴 때 가족의 상을 당하

셔서 한국으로 급히 가야 되는 상

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사과에서

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신속한 협의

를 통해 입국을 시켜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20여명의 여행자

를 인솔하는 인니 투어가이드였는

데 여권 만료기간이 규정에 어긋나

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이때에도 투어가이드가 믿고 온 여

행객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배려 

차원에서 한국 법무부와 협의하여 

여권문제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물

론 이러한 도움이 교민들을 돕고 

국익차원의 고려도 있었지만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이러한 도움을 

줬을 때 인니 이민국에서도 한국인

에 대한 배려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인뉴스를 통해 인니 교민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저희 영사과는 최대한 친절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사과가 국익을 고려하고 부적격

한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이

지만 우선 우리 교민들의 인도네시

아 출입국 및 체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사명이라 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니인에 대한 사증발

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교민들의 출입국 및 체류 조

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

민 중 인니 국적을 취득

한 분들이 고국을 출입

국 할 경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

습니다. 특히 동포 출입

국 절차 개선 방안은 이

선진 대사께서 즉시 시행

토록 지시한 것으로 이미 

본국 법무부에 건의 되었

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

아 교민사회가 참으로 

유대관계가 긴밀하고 지

역별로 활성화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재해지역을 

돕는 한인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

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

로 각 지역의 한인회를 순회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교민

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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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그리고 그곳에서도 종업원이 주문을 받을 

때부터 정중히 무릎을 꿇고 앉아 주문한 메뉴를 손안의 미니 주문

기로 찍고는 주문이 끝나자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주문한 음식

을  갖고 와서도 몇 번인가를 절을 하면서 써비스를 하던 모습이 인

상 깊었었다. 

  딸아이는 이곳이 자기 입맞에 맞는 피자가 다른 곳보다 많아서 좋

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원래 피자를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이 아니다. 

다만 내가 그 피자집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이유는 종업원의 깍듯

한 인사성 때문이다. 만일 거스름돈을 적게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쉽게 화를 낼 수 없을만큼 깍듯한 매너를 몸에 배게 가르친  고용주

의 손님에 대한 써비스정신이  다른 곳보다 단연 돋보였고 종업원

을 그렇게 철저히 교육시켰다면 다른 면에서도 다른 업소보다 좀더 

뭔가 세심히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이 들

었던 것이다. 물론 요식업에서 중요한 것은 맛이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가

는 일들이 많다. 

 어떤 대기업에서 중요한 회사간부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친구가 

나란히 응모를 해서 다행히 둘다 합격을 했다. 그런데 남자대졸사원

에게 고작 시킨 일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였다. 

  한 친구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일할 의욕을 잃은채 다른 직장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매일 인상을 쓰고 엘리베이터에 억지로 서 

있었고 한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맡겨진 일이

니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매일 밝은 얼굴로 엘리베이터 안내를 

성실히 했다. 그런데 그렇게 딱 한달이 지나자 인상쓰고 불평을 하

던 친구는 해고가 되었고 웃는 낯으로 안내를 하던 친구는 아주 중

요한 요직에 배치되었다. 

회사의 사장은 한달간 그 두 친구의 성실성을 사소한 일을 맡겨 테

스트했던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많다. 그러나 큰일만을 중요하

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은 큰 일을 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나

머지 작은 일은 가볍게 무시하고 간과해버리는 일들이 있다. 그 사

소한 일이 때로는 크고 중요한 일을 얻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도 있음은 까맣게 잊은채 큰일이 자기에게 맡겨지기만을 기다리면

서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다가 정작 크고 중요한 일도 놓치고 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금의 남편과 연애시절, 그 당시 그저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내게 신뢰를 갖게 했던 사소한 경험 하나가 기억난다. 벌써 십여년

전의 일이다.  

 계절은 몇일전 내린 흰눈의 잔설이 길가에 히끗히끗 쌓여있던 한

겨울의 끝자락이였던 것 같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봄이 오기 전 

맹위를 떨치고 떠나려는 듯 기세가 등등하던 그날, 나는 남자친구와 

독자 기고

  방학중인 딸아이와 출출한 점심요기로 오랜

만에 피자를 시켜먹기로 하고 딸아이가 전화로 

주문을 했다. 

주문한지 20분쯤 지났을까?  온 집안을 뒤져

대며 잠시도 가만있질 않고 움직여대는 늦둥

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느라 딸아이가 피자를 시

킨 것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초인종이 울려 무

심히 현관문을 열어보니 한 인도네시아 남자

가 헝겊가방을 상을 받쳐들듯 들고 아주 정중

한 태도로 인사를 하는 거였다.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그 가방을 열며 주문한 피자가 왔다는 

것이다. 

  아까 주문시 얼마짜리 돈을 낼것인지까지 물

어서 거기에 맞게 거스름돈도  준비를 해서 건

네주고는 다시 빈가방을 앞으로 바쳐들고  공

손히 90도 각도로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한다. 하도 예의바른태도로 인사

를 하기에 나도 모르게 같이 맞절하듯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다. 

  딸아이와 피자를 먹으며 나는 이 피자집에 대

해서  딸아이에게 이것 저것 물었다. 그랬더니 

한달전쯤 가족이 모두 갔던 그 집이라고 이야

기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기억난다. 주일날 저

녁무렵 교회에서 오다가 피자가 먹고 싶다는 

딸아이를 따라 온통 빨간색으로 장식된 피자

손 은 희 작가

삶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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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정릉도서관을 갔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쉬는 시간

에는 데이트를 할 수 있어 자주 찾았던 것 같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정릉도서관 식당에서 까먹곤 했

는데 그날은 유독 쌀쌀한 날씨 때문에 내가 싸온 도시락 

밥이 완전히 식어 냉기가 느껴졌다. 남자친구는 도시락을 

안싸와 따끈한 국물이 있는 어떤 음식을 시킨것 같다. 유

독 추위를 타던 나는 이미 식어 냉기가 도는 찬 도시락 밥

을 입에 넣으려 숟가락으로 뜨고 있는데 그 순간 이를 지

켜보던 그는 내 도시락을 만져보고는 따끈한 김이 모락

모락 나는 자기 음식과 찬 내 도시락의 자리를 바꿔 놓으

며“찬 것은 내가 먹을께 따뜻한 것 먹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이 아니지만 난 그 순간, 이 남자라

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상대방은 무심히 한 행동이겠지만 만일 그가 그때 

유난히 추위를 타던 나는 오돌오돌 떨며 찬밥을 꾸역꾸

역 먹고 있을 때, 자기 혼자 따끈 따끈한 국물을 마시며 추

위를 녹이고 있었더라면 정말 결혼할 마음이 생겼을까 싶

다. 아마도 정말 그랬더라면 두 친구가 산길을 가다가 곰

을 만났을때 혼자 나무위로 올라가 피했던 이기적인 친구

를 조소하는 동화속 주인공처럼 나는 그 순간 남편에게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살다보면 사

소한 행동하나가 인생의 대사를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가난

해서 돈을 벌기위해 부잣집에 가정부

로 들어간  한 미혼의 여자가 있었다. 

그 주인집 아들은 의과 대학생이였는데 

이 가정부는 배운거라고는 초등학교 학

력이 전부인데다 인물도 그다지 빼어나지 

못했고 일자리도 귀해서 가정부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하루 하루 주인집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했다. 그 가정부로 인해 그 집안은 늘 반들거렸고 상냥하

게 순종하는 태도 또한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서 주인부부

는 집안일을 가정부를 믿고 무엇이든 맡겼다. 그렇게 성

실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산지 10여년... 혼

기가 꽉찬 나이가 되었을 때 주인집 아들은 성실하고 밝

게 일하는 이 가정부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청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가정부는 자신은 절

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며 차라리 가정부 

일을 그만 둠으로써 주인부부와 불편해질 관계를 피하려 

했다. 그렇게 작정하고 주인부부에게 말을 했는데 이 사

실을 주인 부부가 알고는 펄쩍 뛸줄 알았지만 결과는 예

상외였다. 워낙 이 가정부를 신뢰해온 터라 너무나 감사

하게도 주인부부는 학력차이는 너무 나지만 그 가정부의 

성실한 태도를 인정한 나머지 아들과의 결혼을 승낙했고 

결혼후에는 며느리도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 자신의 집안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자질

구레한 뒤치닥거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부의 일에 성

실한 결과 인생이 바뀌게 된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사업

상 작은 약속하나를 어기는 것 때문에 엄청난 물량의 주

문을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친

구간에 작은 부탁을 소홀히 한탓에 실망한 나머지 배신

감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우정의 금자탑을 일순간에 허물

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보면 하루 하루 주어지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집안일을 비롯하여 회사에서 맡겨지

는 허드레같은 일들, 전화나 이메일 한통, 한 장의 팩스교

환, 5분간의 짧은 회의나 만남, 짧은 인터뷰나 면접시간

에 당락을 결정짓는데 한몫하는 첫인상, 옷차림, 말투와 

자세같은 것들, 공동체에서 맡겨지는 평범한 일들이 얼마

나 중요한지 다시 눈을 뜨고 살피게 된다. 이런 것들이 때

로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살다보면 인생

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찰라에 결정되여 버릴 수도 있

는 것이다. 인생은 어차피 이런 토막시간의 연속이며 이

런 작은 일들의 릴레이경주같지 않은가! 결국 거대하

고 중요한 그 어떤 것도 최선을 다한 순간들의 종합

체인 것이다.   

 때때로 내가 중요성을 별로 두지 

않고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고 

뒷전에 두는 그런 일들이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

찌 작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

을 수 있으랴! 

  내게 주어지는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내

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작은 일은 결국 큰일이 되어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결국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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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과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화기애해한 이야기꽃

으로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7월 

9일 막 결성된 인도네시아 장동건 팬클럽의 회원들이 

그 주인공들. 주말이면 어김 없이 가까운 몰에서 모임

을 갖고 장동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지

난 15일 한인뉴스는 스망기몰의 한 스낵코너에서 장동

건에게 보낼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 잠깐

의 대화를 나눴다.

장동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2003년에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과 연달아 방송

된 드라마들과 영화 ‘친구’, ‘태극기’, ‘아나키스

트’, 그리고 최근 개봉한 ‘무극(The Promis)’ 통해 

알게 되었죠. 그 후 장동건과 그의 활동들을 더 잘 알고 

세계전역에 있는 장동건 팬클럽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

해 홍콩에 근거지를 둔 장동건 공식 팬클럽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팬클럽의 활동은?

주로 저희 맴버들은 카페등지에서 자주 모여 장동건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또한 장동건 홈페

이지에 자주 들러 의견을 나누고 최근 일어난 장동건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한류와 연계하여 활동을 합니

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드라마를 모아서 상영을 하거나 

한인사회에 있는 행사때 합류하여 조그만 도움을 주기

도 합니다. 지난 5월 9일 청주시립무용단의 <Elegance 

and Passion>의 자카르타 공연 때 도우미 역할을 했습

니다.

장동건을 만난적이 있나요?

올해 4월 29일에서 31일까지 장동건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행사 진행을 돕는 역할을 했었죠. 또한 장동건을 위해 뚬

우리모임을 소개합니다

장동건  팬클럽

한국과 인니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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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임을 소개합니다

뼁(Tumpeng)을 자르는 특별한 생일파티 이벤트도 치르

고 바띡과 아르주나 와양 같은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지

요. 발라이 사르비니에서 있었던 팬미팅은 정말 잊을 수

가 없습니다. 장동건이 귀국하는날은 공항까지 배웅을 

하고 인도네시아 방문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인도네시아

에서 다시 만날수 있기를 바랬죠.

장동건의 어떤면이 좋나요?

제 생각엔 장동건은 한국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해요. 연

기력이 뛰어나고 많은 상을 받았으며 스캔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콘트롤 하죠. 또한 매우 친

절하며 후배 배우들에게도 아주 귀감이 되는 모범을 보

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당연히 잘생기고 멋있기 

까지 하니 좋아할 수 밖에요.

한국에 가본적이 있나요?

몇몇은 갔다 온적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들도 많습

니다. 무척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죠. 2005년 

12월 한국에서 있은 영화 ‘태풍’의 개봉식장에 장동

건을 만나러 몇몇 팬클럽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죠. 올 

2월엔 장동건의 생일파티와 관광을 겸해서 한국을 방문

한 회원들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해 어느정도 알게 

된 후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그곳을 느끼고 싶어하는 친

구들이 많아요. 다녀온 친구들은 한국이 여행하고 지내

기에 상당히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공식적인 인도네시아 장동건 팬클럽이 오픈되기 전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2003년 초에 장동건의 팬이었던 저희는 장동건

과 관련된 이야기과 활동에 관한 기사와 사진 음악 등등

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 있는 장

동건 국제팬클럽의 하나의 맴버로써 등록을 했죠. 그곳

에서 다른 많은 팬들을 만났고 만날 기회를 갖자는 많은 

약속들이 오갔죠. 그러한 작은 만남들이 계속된 이후 올

해 장동건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된 계기 이후로 많

은 장동건 팬들이 공식적으로 팬클럽을 오픈하자고 제

의를 했고 결국 오늘 팬클럽이 공식적으로 결성되고 오

픈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장동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뿐만아니

라 인도네시아에 불고있는 한류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

하고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팬클럽 회원들의 직업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팬클럽회원이 되기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

다. 그중 하나가 18세 이상만이 회원이 될 자격이 주어

진다는 것이지요. 만약 18세 미만이면 부모님으로부터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팬클럽 회원들의 직업은 다양한데요 회사의 비서나 사

장, 컨설턴트, 교사, 회계사 그리고 주부들 등 다양합니

다.

그렇다면 나이제한 이외에도 팬클럽회원이 되기위한 조

건이 또 있나요? 그리고 회원가입 방법은?

네. 회원들이 지켜야하는 몇몇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

선 바른 행동을 해야 하며 팬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

동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팬클럽이 주최하는 

행사에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입

회원서와 더불어 매회 10만 루피아의 연회비를 내야 합

니다. 모든 회원들에겐 팬클럽 회원카드가 발부되고 장

동건과 관련한 많은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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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팬클럽

회원 가입을 원하신다면 인도네시아 장동건 공식홈페이

지(http://www.jangdonggun-id.com)에서 회원가입 폼

을 작성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팬클럽에 보

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으니 홈페이지에 한번 들러주세요.

팬클럽을 운영하는데 힘든점과 즐거운점은 무엇인가

요?

즐거운 점은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모일수있

다는 것이죠. 이에 더해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

서 좋아요. 그리고 힘든 점은 행사를 계획하고 치르는

게 힘들어요. 행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기 때

문에 개인적으로 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꺼내야 하거든

요. 하지만 이번 장동건 공식팬클럽 오픈식에 ‘EXR 

Indonesia’와 ‘무궁화유통’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

셔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 외 힘든점이라면 팬

클럽 운영과 이벤트를 계획했을 때 개인적으로 많은 시

간을 쪼개야 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저희 팬클럽회원들

은 비록 힘들어 하는 점도 있지만 팬클럽안에서 그보다 

더 즐거운 점들을 찾고있답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은데 실력을 좀 보고싶

어요… ^^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도지요. 저희 팬클럽 회원 모두 

한국말을 무척이나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혹 길을 

가다가 한국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국말로 대화를 해보

고 싶고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들을 때 그 뜻을 알고 싶

어서요…^^ 또한 한글로 쓰여진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도 읽고 싶어요.

따라서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실 한국분을 기다리

고 있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사이의 사회,문화,습관등에서 공통점

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또한 다른점이 있다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우리

는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첫째이구요, 웃어른에 대한 예

의를 갖추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전통, 말할때는 정

중하게 말하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요. 

5월 9일 청주시립무용단의 <Elegance and Passion> 
자카르타 공연 행사의 진행을 도왔다.

한국사람들은 일할 땐 의욕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열

심히 일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도네시아사람들이 배

워야 할 것 같아요. 이점이 다르다면 다른 점인 것 같

아요.

만약 한인회나 한인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경우 

참여하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한국인들에게 보여

줄수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만약 한인사회의 행사에 저희를 초청만 해준

다면 확실히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도와

드릴 수도 있구요. 이벤트? 아직은 없지만 특별한 이벤

트도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은말이 있다면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정말 많이 알고 친해지고 싶어

요. 많은 회원들이 한인들과 많은 교류를 갖고 싶어해요. 

그러한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하고요 한인사회내의 행

사가 있다면 자주 초청해 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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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인 치 혁

다도해를 여행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늘

빛을 담고 있는 잔잔한 수면 위를 가르

며 작은 물위에 떠 있는 작은 집채만한 

크기의 섬들 사이를 비집고 가고 있을 

땐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기보다 어느 

수상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 든다.

인치혁의 mixed media object  <섬>은 복

잡하고 고단한 삶의 피안으로서 먼 바다

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풍경화이다.

mixed media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는 

현대미술적 표현의 한 경향으로 전통

적 미술이 형태와 색을 표현의 수단으

로 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소리, 영상, 심

지어 냄새, 시간의 흐름 등 신체의 오감

을 통해 인식되는 모든 요소들을 혼합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조형적 감

동을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적극적

인 조형의 방법을 뜻하지만 유화나 수

채화처럼 한가지의 재료 이외에 종이나 

헝겊,기타 다른 여러가지의 재료를 동시

에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을 분류하는 명

칭이기도하다.

오브제.object는 평면(그림)에다 3차원

적인 물질을 갖다 붙인 형태의 미술품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작 방법에 의한 분류상 <섬

>은 헝겊과 실 등 주로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여 제작된 매우 회화적인 조각이

라 볼 수 있다.  아니면 조각적인 회화

이거나 . . . .

야트막하니 경사가 완만한 섬들이 갈색

의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멀리 가까이 

놓여 있는 바다를 연상케 하는 정경들은 

어느 특정한 바다가 아닌 우리들 누구에

게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을 마지막 피

난처로서의 바다를 보여준다.  

바다가 언제나 평온하지만은 않다. 때로

는 분노하고 솟구치며 그리운 이들을 수

평선너머로 데려가 버리고 마는 바다는 

야속하기까지 하다.

그 격랑의 자연현상에 대처하고 살아가

는 섬의 문화는 척박하기 그지없다.  필

자는 다도해 어느 섬의 주민으로부터 스

스로 ‘섬놈’이라고 자학하여 자신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뭍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인간의 진

정한 모습이라 생각한 그는 스스로의 처

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보고 싶었던 

것일까? 섬사람이라고 . . . . . .

“요기~ 마, 탁! 볼바 지기비끼다!” 번

역하자면 “요걸, 콱 밟아 죽여버릴까 

보다!” 그 섬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동

무들과 놀면서 내뱉은 한마디.  섬은 그 

언어마저도 척박하다.

하지만 그 척박함의 뒤 페이지에 왠지 

모를 인간다운 훈훈함이 배어있다.

인간이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은  생명이 

바다로부터 왔음에 연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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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를 여행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늘빛을 담고 있는 잔잔한 수면 위를 가르며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집채만한 크기의 섬들 사이를 비집고 가고 있을 땐 배를 타고 

여행 한다기보다 어느 수상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 든다.

인치혁의 mixed media object  <섬>은 복잡하고 고단한 삶의 

피안으로서 먼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풍경화이다.

섬 ,   mixed media    41×116cm    2003    작가소장

한편, <섬>은 천으로 산을 덮어버리고 

계곡을 막아버리며, 바다의 이쪽과 저쪽 

끝에서 물감을 풀어 붉고 노랗게 물들여

버리기에 대지의 작가라는 별명을 얻게 

된 크리스토를 생각나게도 한다.  그는 

섬 주위 바다를 수 백 미터 너비의 붉은 

합성수지로 둘러싸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거대한 연꽃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제작비는 정부가 보조했다.

인치혁의 <섬>에서 멀고 가까운 섬들의 

퍼스펙티브는 크고 작은 섬처럼 생긴 

헝겊으로 감싼 나무조각들이 색실로 묶

여지고 헝클어진 채 수평적 거리에 의

한 원근으로 물러나고 다가오기도 한다.  

또 배경에 전개되어 있는 정방형 구획들

은 지도상 위선과 경선처럼 필경 3차원

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섬들의 2차원적 

위치를 암시하면서 수평적 안정감을 형

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필자의 어린 시

절 동네 뒤 수정산에 올라 내려다보던 

부산항의 모습을 닮기도 했다.   거리상

으로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지만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신기

하게도 도심을 달리고 있을 자동차들의 

소음을 뛰어 넘어 점처럼 움직이는 작

은 통통배들의 모터 돌아가는 모기 날

개 짓 만 한 소리가 들리고는 하던 기

억이 난다.

작가는 그런 헝겊의 섬들을 서로 다른 

색실로 묶고 못을 쳐 걸치기도 하면서 

미니멀적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단순한 

표현이라 할 화폭 밖으로 이미 그가 이

야기하려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감동

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뿜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캔버스와 물감을 대신하여 

그가 섬유라는 표현수단을 선택한 것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미술학도로서는 드물게 신학을 새로 전

공하여 목사가 된 그는 한국에서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역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호 역시 한

때 탄광지역에서 전도자로 활동한 적

이 있다한다.

현재 그는 찌까랑에 거주하면서 지역선

교활동과 창작활동에 생활의 전부를 바

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의 선교적 사

명과 창작의 정념이 조화를 이루게 될 

지는 그가 풀어낼 삶의 실타래일 것이

다.  항상 새로운 표현의 방식을 추구

하며 자라나는 세대들과의 미술적 교감

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에서 

젊고 신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의욕

이 읽혀진다.

朴 興 植 . 화가(artphs@yahoo.co.kr)

인 치 혁
서울에서 태어남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한국미술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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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제 4부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張潤遠)과 그 후손들

 지난 3회 동안 기고한 글은 「韓人社會의 뿌리」를 내

리게 한 토양(土壤) 격인 당시의 시대상황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호부터는 그러한 토

양 위에 서서히 그 뿌리를 뻗어 내리기 시작하는 한민

족(韓民族) 선인(先人)들의 인물 탐구와 그들의 발자취를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연속성 있는 초기 <인도네시아 한

인사>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기록상으로 가장 오

랜 시점인 1920년 9월에 이미 바타비아(자카르타)에 정

착한 이래 1947년 11월 타계할 때 까지 27년 동안 줄곧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체류하며 한민족의 첫 뿌리를 내린 

인물로 평가되는 장윤원(張潤遠)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

은 전호(前號)에 여러 차례 인용하였던『赤道下の 朝鮮

人叛亂/內海愛子, 村井吉敬 共著』에서 아래와 같이 찾

아볼 수 있다. 

〔조선인 민회의 초대회장에는 동맹통신사(同盟通信

社)에 근무하고 있던 최호진(崔浩鎭)씨가 취임했다. 창립

간사에는 허 영(許 泳), 박승욱(朴勝彧), 송병기(宋炳驥), 

김규환(金奎煥), 김선기(金璇基) 등의 이름이 있었다. 허 

영 이외에 여기에 열거된 4명은 모두 고려독립청년당(高

麗獨立靑年黨)의 당원들이었다. 초대회장은 최호진이 아

니고 장윤원(張潤遠)이라는 인물이었다고 증언하는 사람

도 있다. 이 장윤원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에 남방에 망명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장윤원은 자카르타 

화교사회(華僑社會)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잡화상을 경영

하면서 폭넓은 신임을 얻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록상으로 자바 섬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인

으로 기록될 장윤원이라는 인물은 무슨 연유로 자카르

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의 행적은 무엇이었는지, 그

리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한인사회

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관해 그의 직계 후손의 증언서 

및 관련 기록, 보도기사에 근거하여 그 궁금증을 풀어 보

도록 한다.

 

‘仁同 張氏’ 장윤원(張潤遠)은 이조 말엽 중추원 의관

(中樞院 議官)을 지낸 충청남도 온양 출신인 장석찬(張錫

贊)의 외아들로 1883년 경성(京城)에서 출생하였다. 중추

원이라 함은 현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입법(立

法) 및 자문기관(諮問機關)으로 의장 및 좌, 우 부의장을 

의장단(議長團)으로 하여 50명의 의관(議官; 議員)과 2명

의 참서관(參書官), 4명의 주사(主事)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장단과 의관 50명 중 절반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를 

천거하면 황제(皇帝)가 임명하였고 나머지 반수는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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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예를 들어, 獨立協會)에서 27세 이상 정치, 법률, 학

식에 통달한 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임되었다. 중추원 의

관 장석찬의 독자(獨子) 장윤원은 동경제국대학(東京帝

國大學) 상과(商科)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은행 고위경영

자를 지내면서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자 사재

를 털어 망명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던 터였

다. 특히 1919년 3.1 만세 사건 당시엔 은행 돈을 빼돌려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발각되어 일본경찰의 

체포령이 떨어지자 부인 백(白)씨와 두 아들 윤(崙)과 현

(鉉)을 남겨둔 채 1919년 4월 단신 만주로 탈출한다. 3개

월 후 북경(北京)에 잠입하여 중국 귀족인 창컹콴(Chang 

Kung Koan)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장윤원이 동경

유학 시절 함께 수업을 받았던 한국인 여학생이 지금 그

의 부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경과 상해를 오가며 

망명생활을 하던 장윤원은 창컹콴의 소개로 당시 화란령 

동인도(인도네시아) 총독부의 고위관리인 안젤린(de Kat 

Angeline)을 소개 받는다. 일본경찰을 피해 망명생활을 

하는데 중국보다 화란령 동인도가 더 안전하지 않겠냐는 

안젤린의 권고로 1920년 9월 장윤원은 바타비아(자카르

타)에 첫발을 내디딘다. 장윤원은 동경제국대학을 나온 

실력을 바탕으로 화란총독부의 일본어 수석통역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이듬해 자카르타에서 화교계 여

인 황항아(黃姮娥; Oey Hanga)를 만나 재혼하여 남해(張

南海), 창포(張菖蒲). 방기(張芳技), 순일(張惇一), 평화(張

平和) 등 2남 3녀를 얻으며 1942년 일본군이 진주하기 전

에는 화란총독부 일본국(日本局) 일본어담당 수석고문관

(High Commissioner for the Japanese Language, Bureau 

of Japanese Affairs)의 직책으로 까지 승진한다. 이와 같

이 사회적 신분이 안정되자 장윤원은 이제 조국 독립운동

에 힘을 보탤 방안에 골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태평

양전쟁이 몰고 온 태풍은 장윤원과 그 가족 모두를 형극

(荊棘)의 길로 내몰고 만다.

 1942년 3월 일본군은 자바점령을 마치자마자 소위 ‘불

순분자’ 색출작업에 나서게 된다.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망명해 들어와 적대국(敵對國)인 화란총독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장윤원이야말로 그들의 체포대상 제 1순

위였던 것이다. 3월 말 일본 헌병대(憲兵隊; Kenpeitai) 요

원들이 장윤원의 자카르타 멘뗑(Menteng) 자택에 들이 

닥쳤다. 마침 장윤원은 반둥에 있는 근무처인 화란군 戰

爭省(KNIL War Department)에 나가있던 터라 장남인 남

해(南海)에게 부친으로 하여금 조속히 출두하라는 명령

을 내리고 돌아갔다. 일주일 후 귀가한 장윤원은 할 수 없

이 장남 남해와 함께 현 국방부 청사 자리(Jalan Medan 

Merdeka Barat No.13-14, Jakarta Pusat)에 위치한 제 

16군 사령부 헌병대에 출두한다. 쇠몽둥이로 매질을 당

하는 부친을 뜬 눈으로 볼 수 없어 남해가 이를 가로막

자 남해에게도 모진 구타를 가한 후에 수갑을 채워 버렸

다. 심한 고문을 당한 부친과 같이 헌병대 건너편에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3-4일 구금되었다가 인근에 있는 글로

독(Glodok) 형무소로 보내졌다. 일주일 가량 지나자 약 

50여명의 화란군, 경찰 및 정치정보국 출신 포로들과 같

이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스트루스윅 형무소(Struiswijk, 

現 Salemba 형무소)까지 약 20킬로미터의 대로(大路)를 

도보 행진토록 강요 당하였다. 이는 말레이에서 잡힌 영

국군 포로 1,000명을 일부러 조선으로 이송해 와 1942년 

8월 경성, 부산, 인천 시내를 돌며 모멸감을 주었듯이 백

인 포로들을 현지 주민들 앞에 끌어내어 학대함으로서 구

1942년 3월 일본군이 자바를 점령하자마자 장윤원이 

장남 남해(南海)와 같이 불려가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한 일본군 제16군 헌병대 본부 자리

(현 국방부 청사; Jalan Medan Merdeka Barat No. 

13-14, Jakarta Pu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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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불식시키고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의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45년 8월 종전(終戰)을 맞아 장윤원도 겨우 목숨을 부

지한 다른 연합군 포로들과 함께 스트루스윅(Struiswijk) 

형무소로부터 석방되어 해방된 조국을 향해 당장 달려가

고 싶었지만 심한 고문과 고난의 수형생활(受刑生活)로 

인해 무너진 건강상태가 이를 허락치 않았다. 장윤원은 

건강상 문제로 조국으로의 귀환을 미루고 우선 무너진 가

족 관계를 회복하는데 진력함과 동시에 한국출신 군속들

의 안전귀국에도 팔 걷고 나섰다. 장남 남해의 회상에 의

하면, 당시 부친은 동포출신 군속들이 전범색출 문제로 

귀국이 지연되자 전직 화란총독부 관리였던 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화란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인맥을 동원

하여 동포들이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었다. 부대를 이탈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군속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함은 물론 금전적인 편의도 제공하였다

고 기억한다. 1945년도 장윤원의 나이는 이미 62세로 당

시 징용되어 온 포로감시원들이나 동맹통신사 파견원들

의 나이가 20~30대였음을 감안한다면 장윤원이 이들과 

동격(同格)으로 교류하며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독립운동

의 선구자로서 또는 교민사회의 최연장자로서 동포들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칫 패

전 일본군이 겪어야 할 불이익을 우리 한국인 출신 군속

들도 여과 없이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상황에서 장윤

원은 이들을 추스르고 우리 한인들이 단결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리하여 민회를 창설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교민사회의 최

고참 원로로서 후선에서 그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다. 아직 연합군이 진주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현상유지

(Status Quo)’ 상태로 일본군정의 통제를 받을 때였으므

로 일본군의 피해자인 장윤원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상

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당시 일본군정 당국에 말발이 서는 허 영(許 泳)과 고

려독립청년당 간부들이 창립간사가 되어 1945년 9월 1일 

자로 자카르타에서 「재 자바 조선인 민회(在爪哇 朝鮮

위; 장윤원이 2년 6개월 동안 비참한 수감생활을 하였던 자카르타 

근교 스트루스윅(Struiswijk) 형무소 자리(현 Salemba 형무소; Jalan 

Percetakan Negara No.88, Jakarta Pusat). 종전이 되자 연합군 포로

들은 일제히 석방되었고 임무교대 하듯 꺼꾸로 일본인 전범들이 수

용되기 시작했다. 1947년 5월 솔로몬 제도 라바울(Rabaul) 호주 전

범재판소에서 10년 형을 선고 받은 초대 자바주둔군 사령관 이마

무라 히도시(今村 均) 대장은 화란 전범재판을 받기 위해 1948년 

5월 3일 자카르타로 이송되어 수용된 곳도 바로 이 스트루스윅

(Struiswijk) 형무소였다. 이마무라 사령관이 자바를 점령한 지 3주 

후에 장윤원은 그의 부하들(헌병)에게 잡혀가 모진 고문 끝에 3년 

반 동안의 수형생활을 한 후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석방되자 인과

응보(因果應報) 격으로 이번에는 가해자인 이마무라 장군이 그 형

무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아래; 자카르타 뽄독인다 지역 따나 꾸시르(Tanah Kusir) 공동묘지

에 잠들고 있는 장윤원의 묘소. 장윤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병사한 

지 1년 6개월 만인 1949년 5월 부친을 따라 먼저 떠난 차녀 방기

(芳技)와 1984년에 타계한 부인 황항아(黃姮娥; Oey Hanga) 가 함

께 합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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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民會)」를 정식 출범시키며 동맹통신사 소속 최호진

을 초대 회장으로 내세운다. 허 영은 와세다(早稻田) 대

학을 졸업하고 일본육군 선전부 소속으로 파견 나와 선

전영화를 감독하던 저명인사였으며 역시 반관반민(半官

半民) 회사인 동맹통신사 파견기자인 최호진(崔浩鎭), 고

려독립청년당원들인 박승욱(朴勝彧), 송병기(宋炳驥), 김

규환(金奎煥), 김선기(金璇基)등 11명이 창립 간사로 이름

을 올렸다. 실제 초대회장은 최호진이 아니고 장윤원(張

潤遠)이었다고 증언하는 당시 회원들이 있고 장남해(張南

海)의 자술서에도 부친이 민회를 조직하여 회장직을 잠시 

맡았다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장윤원이 허 영, 최호

진 등 창립간사들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임시로 

회장직을 잠시 맡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제 2대 민회 회

장에는 민간인(邦人) 출신 정건섭(鄭健燮)이라는 인물이 

선출되었으나 회원의 대다수가 포로감시원 출신의 군속

이었던 탓에 통솔이 어려워 연장자이며 니혼대학(日本大

學)을 나온 이기홍(李基弘)에게 제 3대 회장직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이기홍은 회원들을 통제한다며 엄한 규칙을 

만들어 군대식으로 내부통제를 하였으나 회원들의 불만

만 사게 된다. 1946년 4월부터 연합군은 전범들을 가려내

기 위해 한국인 출신 군속들을 포함하여 포로수용소 업무

에 간여한 적이 있는 일본군 전원을 일시에 억류하였다. 

포로학대 전력이 있는 일본군 개개인의 전면, 측면 사진

과 이름, 근무지를 명기한 벽보를 만들어 꼭 현상수배 하

듯 길거리 곳곳에 내붙이며 피해자들의 자진 신고를 받아 

‘대면조사(對面調査)’를 통해 혐의자를 가려내기 시작

하였다. 언제 불려나가 전범으로 전락할 지 모르는 조선

인 군속들은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에 쭈그리고 앉아 그야

말로 피 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게 된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 대기기간 중 연합군은 이들을 무위도식하도

록 그냥 내버려두지도 않았다. 이젠 꺼꾸로 일본군 포로

들이 연합군의 강제노동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한국인 군

속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수까미스낀(Sukamiskin) 수

용소 감시원 시절 연합군 포로들에게 인도적인 배려를 하

여「화란의 은인(和蘭의 恩人)」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

던 김만수(金萬壽)를 제 4대 회장에 내세워 연합군측의 

배려와 협조를 이끌어내 보려는 노력도 시도되었으나 한 

두 사람의 로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당시 김만수와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감시원들의 증언을 빌면, 김만수는 

감시원 시절 수감 중인 호주 정보국 출신의 여성 포로에

게 조력하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연합국 포로들에게 식

량을 은밀히 공급하여 수많은 포로들의 생명을 구하였는

바, 그의 은혜를 입어 생존한 사람 중의 한명인 화란인 칸

나벡(Kannabeg) 백작에 의해 그의 공적이 화란정부에 보

고되었다 한다. 이듬 해인 1946년 4월부터 한국인 포로

감시원들을 포함한 일본군들이 연합군에 의해 전원 억류

되자 김만수 회장을 마지막으로 <재 자바 조선인 민회

>는 약 7개월 동안의 활동을 중단하고 자동적으로 해산

될 수 밖에 없었다. 1944년 12월 29일 중부자바 수모워노

(Sumowono) 교육대에서 결성된 <고려독립청년당(高麗

獨立靑年黨)>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비밀결사 단체였던데 반해 이 <재 자바 조선인 민회>는 

회원들의 권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땅에서 결

성된 최초의 한인회(韓人會) 단체라 할 수 있겠다. 자카르

타에서 발족한 <재 자바 조선인 민회>와 거의 같은 시점

에 <재 서마랑 조선인 민회>도 결성되었다. 자카르타 꼬

따(Kota) 지역에 위치하였던 민회 건물 내에는 극장도 설

치되어 음악은 물론 한국무용과 연극까지 공연할 수 있었

다. 고려독립청년당가(高麗獨立靑年黨歌)를 작곡한 김현

1947년 11월 장윤원이 이곳에서 눈을 감았고 그 후

유족들이 1979년까지 거주하였던 자카르타 시내 자택 주소지

(Jalan Gondangdia Kecil No.12, Menteng). 

이 자리엔 현재 바삔도 은행 연금관리본부(Dana Pensiun 

Bapindo)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한인뉴스 8월호

44

특별 연재

재(金賢宰)가 작곡하고 한맹순(韓孟淳)이 작사한 회가(會

歌)도 만들어졌다. 

무궁화 피는 언덕 우리들이 자랐고 

사대강(압록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흐르는 곳 

우리들의 옛 고향…………

 귀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원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조국으로의 무사귀환을 갈망하는 심정을 이 노래에 담아 

목이 터져라고 불러대고 있었다. 주변의 인도네시아인들

은 이 요란하고 기이한 곳을 기웃거리며 구경하곤 했다. 

그들 가운데는 이곳이 일본군 부대인 줄로 알고 그들의 

독립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군들과 얼굴 모양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군인 

형이다 보니 일본인으로 보이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조

선인들은 애써 일본인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보았지만 알

아듣질 못했다. 

“카미 부깡 오랑 니뽕, 오랑 코리아(우리들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사람이다.)”

“코리아? 아빠 코리아? (한국? 한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이런 승강이는 비일비재하였고 나라를 찬탈 당한 설움

을 여기서도 경험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국은 

해방되었다.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국가의 소중함을 피

를 토해가며 체험하지 않았던가? 인도네시아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알리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1946년 4월 초, 연합군 당국으로부터 귀국을 준비하라

는 통지서를 접수한 민회 회원들은 모두 기뻐 날뛰며 노

심초사(勞心焦思)했던 수개월 동안의 대기생활을 청산하

고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항으로 달려나가 귀국선

에 올랐다. 그러나 부산 항으로 선수(船首)를 잡아야 할 

수송선 중 군속들만 별도로 태운 배는 엉뚱하게 가까운 

싱가폴 항에 기항하더니 연합군에 의해  모두 하선명령

을 받고 억류되게 된다. 이곳에서 일단 영국, 호주군에 의

해 전범자들이 색출되고 나머지 군속들은 화란군이 기다

리고 있는 자카르타 지역으로 다시 회송된다. 그간 최악

의 건강상태를 무릅쓰고 재정적인 희생까지 감수하며 동

포 군속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던 노력

의 보람도 없이 이들이 다시 자카르타로 압송되어 글로독

(Glodok) 형무소와 찌삐낭(Cipinang) 형무소에 분산 수용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장윤원은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

하게 된다. 일본 경찰의 체포령을 피해 조국을 떠나온 지 

좌; 장윤원의 장남 장남해(張南海)가 1945년 10월 1일자로 발급받은 <재 자바 조선인 민회> 회원증

우; 장윤원의 차남 장순일이 사재를 털어 12명의 카톨릭 청년지식인들과 함께 공동창립자가 된 아뜨마 자야 대학

(Universitas Atma Jaya) 캠퍼스 내 공과대학 건물에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Gedung Paul Cho(장순일관)>. 

그는 이 대학 공과대학을 스스로 창설하고 학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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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남녘 이국 땅에서 조국광복을 맞았지만 동포 

군속 다수가 전범으로 전락하여 처형되거나 또는 실형을 

선고 받는 비극을 목격하면서 1947년 11월 23일 장윤원

은 결국 오랜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역만리 자

카르타 자택에서 한 맺힌 생을 마감한다. 장윤원이 타계

하자 차녀 방기(芳技)마저 2년 후인 1949년 5월 병사(病

死)하여 가정의 우환은 꼬리를 문다. 가장(家長)을 잃어

버린 장윤원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장남 남해, 차남 순

일, 장녀 창포, 막내 평화는 각자의 생계를 위해 스스로 

뛰어야 했다. 특히 막내딸 평화(平和)는 부친이 스트루스

윅(Struiswijk) 형무소에 투옥된 지 6개월 째 되던 1942년 

10월에 출생하였다. 옥중에서 막내딸이 탄생하였다는 소

식을 들은 장윤원은 “내 평생 평화가 없었으니 내 딸은 

내가 못 누린 평화를 누려야 한다.”며 딸의 이름을 ’平

和’로 짓도록 주문하였다. 그리고는 평화가 한창 아빠를 

찾게 되는 불과 5세가 되던 해에 눈을 감고 말았다. 5남

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평생 모진 풍상을 겪었던 황항

아(黃姮娥) 부인은 막내딸 평화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1984년 5월 자카르타 자택에서 타계

하여 뽄독인다(Pondok Indah) 지역 따나 꾸시르(Tanah 

Kusir) 공동묘지에 먼저 떠난 남편 및 둘째 딸 방기와 함

께 합장되었다. 1927년 10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출생한 

차남 순일(惇一)은 형설지공(螢雪之功)의 노력 끝에 화란

으로 유학을 떠나 화란의 유수한 공과대학인 델프트 기

술대학(Technische Hogeschool, Delft) 토목과를 졸업한

다.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55년도에는 유학시절 만난 화

교계 연인(Kho Siok Pwan)과 텔프트(Delft)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 당시 틸부르그 카톨릭 경제대학(Katholieke 

Economische Hogeschool, Tilburg)에 재학 중이던 프란

스 세다(Franciscus Seda)와 의기투합하여「재 화란 카톨

릭 대학생 연합회(Ikatan Mahasiswa Katolik Indonesia)」

를 결성하여 장순일이 초대 회장을 맡게 된다. 동부 제

도 플로레스(Flores) 섬 마우메레(Maumere) 출신인 프란

스 세다는 1956년 귀국 후 수까르노 정권 말기 카톨릭당

(Partai Katolik) 당수와 농원부 장관(農園部 長官, Menteri 

Perkebunan)을 역임하고 수하르또 정권 초기에는 농업부 

장관(Menteri Pertanian)과 재무부 장관(Menteri Keuan-

gan)을 지낸다. 

위; 장평화(張平和)의 최초 한국방문 보도기사

1971년 9월16일 저녁 김포공항에 도착한 장평화를 취재한 한

국일보는 9월 17일자 사회면에《나는 한국인의 딸》이라는 

제호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아래;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의 막내 딸 장평화가 김좌겸

(金佐謙) 초대 대사 등 많은 교민들의 축복 속에 1974년 3월 

한국인 외교관과 결혼식을 올린 자카르타 시내「성 마리

아 대성당 전경(Katedral St. Maria, Jalan Katedral No.7 B, 

Jakarta Pu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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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전(全) 자바지역 카톨릭 주교회의(主敎會議)에

서 결정된 「카톨릭 고등교육기관 설립안」은 8년이 지

난 1960년에 이르러서야 그 결실을 보게 된다. 사업가

(Indonesian Service Company Ltd.)로 성공한 순일은 사

재(私財)를 털어 프란스 세다, 빵 라이 낌(Pang Lay Kim; 

CSIS 공동 창립자이며 現 무역성 장관 Mari Elka Pang-

estu의 부친)을 비롯한 자카르타 지역 카톨릭계 청년지식

인들과 「재 화란 카톨릭 대학생 연합회」출신들의 재정

적인 후원을 이끌어 내어 1960년 6월 1일자로 자카르타 

시내 반뗑(Lapangan Banteng)지역과 멘뗑(Menteng) 지

역에 임시건물을 임차하여 「아뜨마 자야 대학(Univer-

sitas Atma Jaya)」을 개교한다. 1967년도에 현재의 서망

기(Jalan Sudirman No.51, Semanggi, Jakarta Pusat) 캠

퍼스와 쁠루잇(Pluit)에 있는 대학부속병원을 건축할 당

시 공과대학장이던 장순일은 건축본부장을 맡아 학교발

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면 12명의 설립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첫 머리에 나오

는 ‘Ir.J.P.Cho’가 바로 장순일(Insinyur Junichi Paul 

Cho)의 일본식 발음의 약자이다. 이 대학 서망기 캠퍼스 

내 공과대학(Fakultas Teknik) 건물에는 공대 창설자인 장

순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Gedung Paul Cho(장순일 

관)」라는 표시판이 붙여져 있다. 출퇴근 시간에 무심코 

지나치는 이 캠퍼스 내에 「韓國人의 魂」이 뿌리깊게 심

어져 있다는 생각에 다다르면 가슴이 뭉클해져 다시 한

번 학교 쪽을 뒤돌아보게 된다. 1989년 10월 12일 교황 

바오르 2세가 이 학교를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인 1989년 

11월 23일 자로 당시 이 대학 재단 부 이사장이던 장순일

은 교황으로부터 기사 작위(‘Ksatrio Orde Santo Paus 

Silvester’)를 부여 받았으며 1990년 6월 1일 개교 30주

년에는 민간인 신분에게 주어지는 최상위급 훈장인 Sil-

ver Medal(‘Equitem Commendatorem Ordinis Sancti 

Silvestri Papae’)을 로마 교황으로부터 수여 받는 축복

을 얻게 된다. 슬하의 1남 3녀를 모두 박사, 석사로 교육

시키고 1995년 자카르타에서 타계한 장순일(張惇一) 이

야말로 ‘독립운동 망명객’으로서 못 다한 부친의 유지

(遺志)를 이국 땅에서 실천에 옮긴 효자였으며 자랑스런 

한민족의 후예인 것이다. 

 한편 부친과 같이 옥고(獄苦)를 치르며 부친 사후(死後) 

동생들 뒷바라지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장남 남해(張南

海)도 사업가로 활동하다 10여 년 전 자카르타에서 작고

하였다. 장녀(長女) 창포는 일본으로 출가하여 현재 요꼬

하마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느덧 성인으로 성장한 막내 평

화(平和)는 가정교사로 학업을 이어가며 명문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 영문과를 졸업하게 된다. 평

화가 모교 조교로 근무하던 196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영사관계(領事關係)가 수립되자 평화는 김 억(金 億) 

참사관 부인 등 한국 외교관 부인들에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며 인연을 맺는다.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었던 김 

억(金 億) 참사관의 부인은 평화가 틀림없는 한국인의 후

손이라는 확신을 갖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평화는 영사과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후 초대 이창희(李昌熙) 총영사의 

비서로 보직을 받는다. 수소문 끝에 부친이 한국에 남겨

1989년 11월 23일자로 로마 교황청이 장순일에게

수여하는 기사 작위(Ksatrio Ordo Santo Paus 

Silvester)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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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망명 길에 올랐던 한국 출생의 장남 윤(崙)의 아들 

준(埈)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소재를 확인하자 제 2대 공

관장으로 부임해온 김좌겸(金佐謙) 총영사의 특별 배려

로 平和는 1971년 9월 16일 김포공항 KAL기의 트랩을 

내리며 난생 처음으로 조국 땅을 밟아 본다. 당시 「경남

기업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장윤원의 장손(長孫)이며 

평화의 조카 장 준(張 埈)을 비롯한 친지들을 처음 상면한 

평화는 부친이 운명하기 직전에 손에 쥐어 주었던 낡은 

태극기를 꺼내 들며 “아버지께선 꿈에도 고국을 못 잊

어 하시다 떠나셨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평화는 이 날 

공항에 마중 나온 친지들을 한 사람씩 소개받고는 친지들

의 품에 안겨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늘 강조했듯이 나

는 한국인의 딸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먼저 할아

버지(張錫贊)의 묘소를 찾고 싶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이런 정겨운 모국과 친척을 가졌다는 감격에 말을 제대

로 못하겠다.”면서 “모국어를 빨리 배워 한국남자와 결

혼하고 싶다.”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平和는 한국 친지들 앞에서 피력한 소원대로 1974년 3월 

자카르타 시내 「성 마리아 대성당(Katedral St. Maria)」

에서 초대 김좌겸 대사를 비롯한 많은 교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산 출신의 한국인 외교관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

다. 주(駐)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장기 근무하던 외교관 남

편을 내조하는 사이 세월은 유수(流水)같이 흘러 어느덧 

60대 중반을 넘어가는 고개에까지 이르러 지금은 경기도 

분당지역에 거처를 잡고 한 맺힌 독립운동 망명객이었던 

父親의 魂을 달래며 그 스스로는 못다한 조국사랑을 계

속 이어가고 있다. 

다음 호부터는 영화감독 허 영(許 泳)에 관한 이야기를 

3회로 나눠,

<제 5부 연극영화 예술가 허 영의 생애와 친일행적>, 

<제 6부 인도네시아 연극영화 개척자 허 영>, 

<제 7부 허 영의 참회와 잃어버린 조국> 

순서로 이어갑니다.

주요 참조문헌

-赤道下の 朝鮮人 叛亂/內海愛子, 村井吉敬 共著, 1980년

-장윤원의 장남, 張南海의 自述書

-화란총독부「주민등록국(Burgerlijke Stand, Batavia)」에

서 발행한 장윤원의 「사망 확인서, 1947년 11월 28일자

-「아뜨마 자야 대학」 재단본부 소장 자료

1990년 6월 1일 아뜨마 자야 대학 개교 30주년을 맞아 교황 바오르 2세로 부터 

수여 받은 「Silver Medal」을 목에 걸고 있는 장순일의 모습. 그는 1960년 이 

대학을 공동 창립하였고 1961년에는 공과대학을 스스로 창설하여 1964-1968 

기간 동안 공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1989-1994년 기간에는 대학 상임위원장

(Ketua Badan Harian Atma Jaya) 겸 재단 부 이사장(Ketua I Yayasan Atma 

Jaya)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대학을 불과 30여 년 만에 ‘사학의 명문’으로 

발전시킨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바로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의 피를 

물려 받은 자랑스런 한민족의 후손이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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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기고

제 5 편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 진시황, 백기, 한비자

JIKS 교사 이상기

 복수는 분노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역설

적이게도 그 분노가 바로 세상의 지평을 조금씩 열어 

놓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지금 우

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

을 당했겠는가. 그리고 인간들은 지금까지 그 희생의 

대가로 조금씩 조금씩 자유와 권리의 영토를 넓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억압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

노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굴욕과 부조리와 부

정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단지 비겁한 일일 뿐만

이 아니라, 그 잘못된 상황을 연장하고 인정하며 결국 

인간성 자체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래서, 스스로 자신을 사악한 자들의 노예로 만들면서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자들은 분노해야 한다. 분노만이 세상을 바

꾸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는 충분히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진시황은 중국을, 당시로 보면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

한 인물이다. 그처럼 그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 그

러나 그가 천하를 통일한 것은 이 세상에 신이 없거나, 

신이 우리의 생각처럼 악을 징계할 의사나 능력이 전

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만큼 그

의 통일에는 수 많은 모략과 회유, 협박과 술수가 난

무하였다. 

 가까이서 진왕(秦王) 정(政)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도 

만약 진왕 정이 천하를 통일한다면 천하의 모든 백성

은 그의 노예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피해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려 

한 것이다. 연 나라 태자 단(丹)은 어렸을 때의 친구였

던 자신을 진왕 정이 홀대하자 분노와 모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일이 되고 말았다. 단의 부탁

을 받은 형가가 그를 죽이러 갔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형가는 난도질을 당하여 죽었다. 또, 형가의 친구인 고

점리가 형가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그도 역시 실

패하고 죽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과연 왜 진 왕 정

을 살리고 형가와 고점리를 죽게 하였을까? 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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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진시황이 와석종신할 수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신의 뜻이므로, 인간은 

알 수 없는, 신이 주관하는 일이므로.

 진왕 정은 거창한 통일 사업을 이룩했다. 이웃 나라

에 뛰어난 신하가 있으면 그를 재물로 회유하거나 위

협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나라의 왕과 이

간질을 하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 위

험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면 자객을 시켜 죽였다. 그는 

이렇게 나라를 하나씩 삼켜 나갔다. 그러나 항복을 한

다 해도 그를 전왕으로 대우하거나 예의를 갖추는 것

이 아니라, 분노와 무력감으로 목을 매거나, 울다 죽거

나, 그저 연명이나 하다 죽게 만들었다. 3황 5제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완성했으므로 그는 처음으로 자

신을 ‘황’과 ‘제’를 합쳐 ‘황제’로 칭하게 하

였다. 수 많은 사람을 생매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

신의 궁궐과 무덤, 운하 사업과 만리장성 축조사업에 

죄 없는 백성들을 끌어들여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개

죽음 시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고

통받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기만 

하고, 한탄만 하고, 그러고도 악의 장본인에게는 대들

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도 그저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

다. 그는 한(韓) 나라의 양척 땅에 사는 장사꾼 여불위

(呂不韋)의 씨앗이다. 여불위의 씨앗을 잉태한 조희

(趙姬)는 여불위와 짜고 진나라의 자초(子楚)에게 시

집을 갔다. 그리하여 할아버지인 안국군(安國君)이 죽

고 형식상의 아버지인 자초를 남이 죽여 준 덕으로 드

디어 정은 진 나라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가 그

것을 몰랐을까? 영씨의 진 나라가 여씨의 나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영씨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여 버렸다. “형제라 하여 반역

한 자까지 용서하란 말씀입니까?” 아들의 질문에 겁

을 먹은 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못했다. 한을 품고 세상

을 떠난 어머니 때문에 분노가 폭발한 연산군마냥 그

도 드디어 세상에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 조 태후는 여전히 여불위와 몸을 섞고 

있었다. 여불위는 겁이 났다. 이리나 늑대의 눈, 쉬고 

갈라진 목소리의 진왕을 보기만 해도 그는 겁이 났다. 

진왕이 조금만 더 자라면 자신은 죽으리라. 여불위는 

일부러 물건이 아주 장대한 노애(‘노애’란 남자의 

‘물건이 거대한 놈’이라는 뜻이란다)를 시켜 오동

나무 바퀴를 그 ‘물건’에 끼워 돌리게 하였다. 그래

도 그의 물건은 아무 탈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애

의 물건 이야기를 하였다. 예상한 대로 태후가 이 소문

을 듣자마자 노애를 얻고 싶다는 전갈을 보냈다.  여불

위는 노애를 궁형에 처한 것처럼 꾸며 태후전으로 들

여 보냈다. 태후는 아주 흡족해 하였다. 그러다 아이

를 배게 되자 일을 꾸며 궁에서 이 백 여리나 떨어진 

옹 땅에 새로 궁을 짓고 살았다. 아이를 둘이나 낳기

도 하였다. 하지만  진왕은 그 때까지도 그 사실을 정

말 몰랐을까?

  어느 날, 증거를 잡은 진왕은 직접 궁으로 가서 어머

니가 낳은 두 자식을 자루에 담아 철퇴로 때려 죽였다. 

노애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여불위는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었다. 생부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 버린 것이다. 

태후도 자진하였다. 눈에 거슬리거나 조금이라도 반항

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했다. 그렇게 그는 복수

했다. 그리고 그 분노와 복수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세운 나라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충언할 때가 있고, 역성의 깃발을 들 때가 있게 마련

이다. 시위할 때가 있고, 무력의 총칼을 들어야 할 때

가 있는 것이다. 그를 개과천선하도록 꾸짖을 때가 있

고, 목을 베어 효수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다. 마

찬가지로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칼을 품고 들

어가 목을 따 내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

나 그 때와 방법이 맞지 않으면, 그 대상과 장소가 맞

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비간은 

간을 뽑혀 죽었다.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대체, 충신이라는 이름이 무어 

그리 대단한 것이란 말인가? 상대를 모르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죽은 것을 사람들은 아직도 충신의 표상인 

양 떠들곤 한다. 

  백기(白起)는 조 나라의 항복한 군사 40만 명을 술

을 먹인 후 모조리 찍어 죽였다. 그리고는 해골만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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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을 쌓고는 제 이름을 따서 ‘백기대’라 불렀다. 

그 때, 피가 붉은 내를 이루어 흘렀으므로 지금도 양곡

의 시냇물은 단수(丹水)라고 불린다 한다. 그래도 그

는 죽음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진시황이라는 상대를 

모르고 어설프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초패왕 항우도 항복한 진 나라의 군사 이십 만 명을 

생매장시켜 죽였다. 그러다 제 목숨을 해하에서 버린 

것이다. 용서해야 할 때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을 살

려 주었다면 그는 유방을 대신하여 천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 나라의 백리혜는 임금에게 충

언을 하다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 말을 알아 들을 만

큼 왕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우 나라는 망했지만 백리혜는 자신의 목숨을 나

라와 같이 하지 않은 것이다. 백제의 성충과 흥수는 애

국심에 있어 터럭 만큼도 사심이 없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의 운명보다도 먼저 자신의 운명

을 끝냈다. 방법과 시기, 때가 다 맞지 않았기 때문이

다. 설사, 그들의 말처럼 백제의 군사가 탄현과 기

벌포를 막았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지탱하지는 못

했을 것이다. 대체 밀물을 막을 만한 썰물이 어

디 있을 것인가?

 진시황이 한비자가 지은 ‘한비자(韓非子)’라

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이 깊은 감

명을 받았다. “이 책의 지은이를 한 번만 만날 수 있

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감탄을 했을 정도이니 

알 만하다. 그러나, 그만한 것을 소원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진시황은 

한비자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한나라에 주먹을 들

어 협박했다.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한비자를 보

내라.” 힘 없는 약소국으로 몰락한 처지인 한 나라의 

힘없는 공자 한비자가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없다. 

또한 한비자 자신도 진시황을 한 번 만나 보고 싶기도 

했으리라. 가슴에는 세상을 뒤덮을 만한 경륜이 있는

데 그 뜻을 그냥 똥 막대기로만 팽개치지 않고 활짝 펼

쳐 보고도 싶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 나라에

는 지금 동문 수학한 친구인 이사(李斯)가 높은 벼슬

을 하고 있다지 않은가? 그 친구가 출세를 한 것을 보

면 나도 한 자리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 그런 

믿음도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비자는 잘못이 없다. 다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이

다. 그러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치

명적인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한비자는 치명적

인 실수를 한 것이다. 

 그는 뜻을 품고 진시황을 만났다. 그러나 진시황은 그

를 보자 마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째, 이 자식은 말을 너 무 못한

다. 논리가 있는 지, 아는 

게 많은지는 

모 르 지 만 

뭐, 재미

가 있

어

야 듣고 

있을 것 아닌가? 도대체 저렇게 말을 

더듬는 자식이 어떻게 이런 책을 지을 

수 있지? 희한한 일이다. 둘째, 너무 못

생겼다. 저렇게 생겨 가지고 어디 정이 

붙을 데가 있다는 말인가? 저 자식이 지은 <세난(說

難)>, <오두(五竇)> 편을 좀 보라구. 얼마나 명쾌하며, 

얼마나 핵심을 족집게처럼 잘도 집어 내는가 말야. 왕

인 내 속마음을 아예 유리알 보듯 하지 않아? 충언을 

할 때, 하지 않을 때를 이처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을까? 말이 모자라서, 증거가 부족해서, 논리

가 불분명해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

라, 바로 윗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

기 때문에, 아니, 잘못 짚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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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부정할 수 있겠어? 변덕 죽 끓듯 해서 내 자신도 헷갈

리는 이 마음을 말야.

 그러나, 한비자가 결정적으로 잘못 짚은 것은 설득해

야 할 진시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친구를 너무 단순하게, 너무 순진하게 믿는 실

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믿는 도끼에 발등

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목이 잘리고 만 것이

다. 한비자의 친구였던 이사(李斯)는 생각했다. ‘지

금은 왕이 한비자, 저 놈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

에 벼슬도 내리지 않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한 번

만 더 만나면 넘어가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졸

지에 찬밥 신세가 되고 말 것 아닌가? 그러니, 빨리 손

을 쓰지 않으면 위험해지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

사는 왕을 만나 귓속말을 해서 분노의 폭약, 그 심지

에 불을 붙인다.

 “한비자가 벼슬을 받지 못하자 불만이 많습니다. 동

문 수학한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벼슬을 내

려 주셨으면 하지만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한비자

는 아는 것은 좀 있어서 주

절거려 놓기는 합니다만 

경륜도 없고 신의도 없

어서 벼슬을 줄 만한 

인물이 못됩니다. 더

구나, 한비자는 한나

라의 공자이니 어찌 

우리 나라를 위해 헌

신하려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나라에 

온 것도 실은 이 나라

의 사정을 속속들이 염

탐해서 대비를 하러 왔다

는 소문이 벌써 자자합니다. 수

행원으로 온 사람들이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서 나라의 기밀이 이미 한나라로 상당히 흘러 들어 갔

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속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

다.” “뭐야? 그렇다면 빨리 목을 베어 버리게.” 겉

으로는 슬퍼하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이사는 일사천리로 형을 집행해 버린다. 왜? 왕의 마음

이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분명히 말을 뒤집을 걸. 

그러면 모든 게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게? 

 진시황은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그래, 죽여 버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별 증거도 없잖아? 이사의 말 밖

에는. 그러니 죽이지는 말고 추방해 버리는 게 낫겠어. 

어쨌든 참 대단한 인재 아닌가? 잘 구슬리면 좋은 일

꾼이 될 수도 있겠어. 이래 봬도 내가 편으로 끌어들이

는 재주는 좀 있는 편이 아닌가? 그래, 풀어 주라고 해

야지.’ “여봐라, 한비자를 죽이지 말고 이리 데려 오

라고 일러라.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이사

가 누군가? 그는 진시황이 어떤 인물인지도 알고 한비

자가 누구인지는 더 잘 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돌아

가기 전에 형을 집행한 것 아닌가? 조금만 늦었으면 아

주 낭패를 볼 뻔하지 않았나 이거. 죽은 자는 말이 없

다. 이제와서 무얼 어쩌겠어? 

 보라. 친구를 너무 믿는 것도,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

서 공연히 헛꿈을 키우는 것도,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

는 것도, 심지어는 눈 한 번 치켜 뜨는 것도, 그 일이 

어느새 자신의 목을 치는 칼을 준비하는 짓일 때도 있

지 않은가? 이사도 나중에는 함께 일을 모의한, 그래서 

진나라의 왕통을 영씨에서 여씨로 비틀어 버린 그도, 

결국에는 자지도 없고, 불알도 없고, 마누라만 있는 조

고라는 놈에게 당하지 않았는가? 그는 함께 잡혀 죽게 

된 아들을 돌아보며 통곡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한다. 

“너와 동문 밖에서 여우 사냥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되고 말았구나.” 승상을 지낸 자의 소

망은 이렇게 단순한데도 그는 한탄으로 이처럼 단순한 

소망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사, 그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한비자가 조

고의 손을 빌어 복수한 것임을 짐작이나 했을까? 그런 

것이다. 천망(天網)은 회회(恢恢)라도 어느 것 하나 

놓치는 법이 없다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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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가 열 살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스무 살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처음의 순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술술 인도네시아어 강좌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어에 남아있는 외래어의 영향, 특히 아랍어로부터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전래된 시기를 일부 학자들은 7세기경 또 다른 

학자들은 11세기 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전래되었던 시기에 인도네시아어

는 이슬람언어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휴식’이라는 뜻의 ‘istirahat’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Silakan istirahat : 휴식을 취하십시요’도 이슬람어에서 온것입니다.

그 외의 예를 들어 보면,

wakil : 대리, 대변인

wakil presiden : 부통령

perwakilan : 지사

Mr. Kim mewakili menteri untuk pidato itu. 장관을 대신하여 김씨가 연설을 했다.

salam : 인사

salam sejahtera : 평온한 인사를 전함

Assalam Alaaikum : 당신에게 평화가 깃드소서

kursi : 의자

saya duduk di kursi : 나는 의자에 앉아있다.

kedudukan : 위치, 직위, 신분

alamat : 주소

Alamatnya di mana? 주소가 어디냐?

waktu : 시간

Hari ini ada waktu? 오늘 시간 있냐?

nasihat : 충고

Minta nasihat dari Bapak. :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싶습니다.

bimbingan belajar : 교육 지도

sehat : 건강

Semoga sehat-sehat selalu! :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asyhur : terkenal(유명한)과 같은 의미

Dia sangat masyhur : 그는 매우 유명하다.

안선근 교수의

인니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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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근 교수의 술술 인도네시아어

안선근 교수의 인니어 강좌가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0시~12시에

한인회관 2층에서 있습니다.

문의: Rini - 021)521-2515

rakyat : 국민

Dewan Perwakilan Rakyat (DPR) : 국회

Majilis Perwakilan Rakyat (MPR) : 국민협의회. 

Majilis를 Majelis라고도 씀

akal : 지혜, 생각

akal sehat : 정신이 건강하다.

철자 오류? 이것도 알아두자~

‘Arti’는 때로 ‘Erti’로 쓰이기도 한다. 철자가 틀린 이유는 아랍어 표기 발음에서

의 차이일 뿐이다. 다른 예로 besok / esok, akhir / ahir, kahbar / kabar를 들수있다. 

수업을 하다보면 철자가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랍어를 영어 알파벳

을 이용해 소리 나는 음대로 표기하다 보니 표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난 것이다. 따

라서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2006년 7월호)의

sepak pokok을  sepak pojok으로

pemain candangan을  pemain cadangan으로

바로 잡습니다.

Jakarta  <--  Jayakarta(Jaya + Karta)

자카르타라는 말은 ‘성공’을 뜻하는 Jaya와 ‘번

영’을 뜻하는 Karta 라는 산스크리트어의 합성어이

다. 16세기에 이슬람 국가가 자바에 등장하면서 순다

끌라빠를 점령하고 자야카르타(Jayakarta)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카르타(Jakarta)라는 이름은 그렇게 시작

되었다. 그러나 네델란드가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

서 자야카르타는 다시 바타비아라(Batavia)는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바타비아는 네델란드 사람들의 조

상이 살았다는 라인강 하류의 지명이라고 하는데 이곳

makmur : 번영, 승리, 성공

adil dan makmur : 공평과 번영

Jayakarta :

Jaya(menang, sukses makmur)Karta(kota)의 준말

로서 ‘위대한 승리’의 도시라는 뜻임.

에 들어온 네델란드 사람들은 자야카르타의 지형이 그

곳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일본군이 상륙하면서 이 도시는 바타비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카르타라는 그들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었

다. 자야카르타가 아닌 자카르타로 된 것은 일본사람들

의 발음과 관련있다는 말도 있으니 자카르타의 도시이

름 변천사야말로 험난한 인도네시아 역사를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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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자료 제공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노동 소송(절차)법노동 소송(절차)법

(전호에서 계속)

16. 노동법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2004년 법률 제2호에 근거하

여 노동법원이 개원되기 전에는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최종 결정인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 집행하는데 비합

리적이고 관료적인 제도 때문에 노사분쟁 해결이 불가

피하게 여러 해가 걸렸다. 노사 직접 협상 - 노동부 지

방사무소(현 지방자치단체 노동국) 권유안 - 지방 노

사분쟁 해결위원회 - 중앙 노사분쟁 해결위원회 - 고

등행정법원 - 대법원 - 지방법원 집행허가서까지 받

는데 3-4년씩 걸리는 제도 자체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가 어

려웠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한 사건을 여러 번에 걸

쳐 재판하면 이론적으로는 점점 더 공정한 결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도 힘든 근로자가  적지 않은 소송경비를 드려서 경비 

부담능력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몇 년씩 싸우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잘못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

용자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

는 제도였다. 노사분쟁을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사법부 산하에 행정부에서 간여하

지 못하는 독립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신질서 정권 집권 시에 노동

법원에 관한 법률로 심의되었으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메가와띠 정권에 와서야 명칭을 노동법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관계분쟁해결에 관한 법률로 바꾸

고 2004년 1월 14일 공포되었다. 처음에는 공포일로

부터 1년 후인 2005년 1월 14일부터 발효예정이었으

나 준비 부족으로 다시 1년을 미뤘다가 2006년에 야 

와서 각 주청 소재지 지방법원 내에 노동법원이 개원

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노동법원이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 노사 양측이 다 받아드릴 수 있는 노사에게 

유익한 특히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용자

가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나아가서 산업발전

에 기여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노동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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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노동법원의 직무

16.1.1. 노사 간 직접 협상으로 합의된 합의서에 대한 

등록증서 발급, 노사 양측이 동의한 공무원 조정인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등록증서 발급, 노사 양

측이 동의한 민간인 조정인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등록증서 발급 및 노사 양측이 동의한 민간인 중

재인의 중재안에 대한 동의서 등록증서 발급한다.

16.1.2. 상기 등록증서 내용 자진 집행 거부 시 강제집

행 허가서 발급 및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16.1.3. 권리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 재판을 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측은 대법원에 상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 

있다. 상소 여부는 재판 당사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16.1.4. 이권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 겸 최종심 재

판을 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문이 되므로 대법원에 상

소를 할 수 없다. 

16.1.5. 고용관계종결 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 재

판을 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측은 대법원에 상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

져 있다.

16.1.6. 한 회사 내 복수 노조 간 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 겸 최종심 재판을 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이 확

정판결문이 되므로 대법원에 상소를 할 수 없다. 

16.1.7.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강제집행 허가서 발급 

및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16.2. 소송법

민사소송법(HIR 및 RBG) 및 노동법

원에 관한 2004년 제2호 법률의 조

항 중에 소송에 절차에 관한 조항대

로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을 청구하

려거나 청구를 당하면  소송 당사자 

직접 진행을 시키던지 법정대리인을 

쓰던지 소송 절차법을 제대로 알고 

재판에 임하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소송당사자가 절차법을 

알고 있으면 법정대리인 관리가 용이해진다.      

6.3. 법정대리인

노사분쟁 당사자인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직접 재판

에 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근

로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변호

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경우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적지 않으므로 의뢰하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16.4. 소송 청구처(관활권)

재판 관활권이 일반소송 및 파산소송은 피고의 주소

지를 관활하는 법원에, 형사사건은 범죄 발생지를 관

활하는 법원에 있으나 노동소송은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활하는 노동법원에 있다. 현재 자카르타 노동법원은 

Jalan M. T. Haryono(구 P4D 자리)에 위치해 있으

며 땅어랑(Tangerang)을 관활하는 노동법원은 세랑

(Serang)에 위치하고 있고 서부자바 지역을 관활하

는 노동법원은 반둥(Bandung)에 위치해있다. 

16.5.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 지정은 법원장이 하며 재판부는 전문 직업판사 

1명, 노조를 대표하는 특별판사 1명 및 사용자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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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별판사 1명 이상 3명으로 구성된다. 특별판사

는  30세 이상의 대졸자로써 노사간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를 노동조합및 경영인 협회에서 

추천하여 노동 이주부 장관이 동의하고 대법원장이 추

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특별판사의 임기

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한다. 재판장은 

전문 직업판사가 맡고 특별판사는 배석판사가 된다.

16.6. 소송비

소송청구액 Rp.150,000,000.-(1억5천만 루삐아)이

하는 무료이며 그 이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정의 

공식 재판비가 있다. 법정대리인을 선임 시 변호사비

는 변호사 협회에서 정한 수임료가 없으며 의뢰자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액수로 한다. 근로자가 소송을 청

구 시 수임료 지불 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통상 성공급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있다. 

16.7. 소송청구 시효  

민법에 정해져 있는 임금 채권의 시효는 2년이다. 임

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지나 소송을 청구해도 승산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

나 근로기준법 제159조 및 제171조에 관련하여 해고

된 자는 이에 불복 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큰 잘못으로 

구분되여 경고장이나 해고금없이 해고될 수 있는 근로

기준법 제159조 1항에서 규정한 행위로 소송청구 시

효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16.7.1. 사기, 절도 혹은 업무상 횡령

16.7.2. 거짓 진술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한 

행위

16.7.3. 근로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하거나 마

약 혹은 각성제를 거래하거나 사용한 행위

16.7.4. 근로장에서 성적행위 혹은 도박을 한 행위

16.7.5. 근로장에서 사용자 혹은 동료를 구타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한 행위

16.7.6. 사용자 혹은 동료가 불법행위(“예”를 들면 

불법파업)를 하도록 권유/선동한 행위

16.7.7. 고의 혹은 부주의로 사용자 소유물을 파손하

거나 위험한 상황에 있도록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한 행위

16.7.8. 고의 혹은 부주의로 근로장에서 동료 혹은 사

용자를 위험에 있도록 방치한 행위  

16.7.9. 회사 비밀을 유출시킨 행위(국익을 위한 경

우에는 예외)

16.7.10. 사용자의 경내에서 징역 5년 이상에 해당되

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 

16.8. 정상재판

16.8.1. 법원장은 소송을 등록한 일로부터 최장 7일 

이내에 재판부(재판장은 전문 직업판사 1명, 배석판

사는 특별판사 2명)를 지정한다.

16.8.2. 재판부는 재판부로 피지정 후 최장 7일 이내

에 1차 공판을 해야 한다.

16.8.3. 재판부는 임의로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호출

할 수 있으며 호출을 당한 자는 법정에 출두의무가 있

다. 증인이 법정 출두 거부 시에는 징역 최단 1개월 최

장 6개월 및/혹은 벌금 최소 Rp.10,000,000.-(천만 

루삐아) 최고 Rp.50,000,000.-(오천만 루삐아)에 처

한다.  

16.8.4. 판결은 첫 공판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50일

내에 내려야 한다. 

16.9. 속성재판

16.9.1. 속성재판이란 정상재판보다 빨리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소송당사자(원고 및 피고)중에 한 측의 신청

에 근거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장이 속성

재판 여부를 결정한다. 속성재판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불허한다.

69.9.2. 속성재판 시에는 원고 및 피고의 답변 및 입증 

시한을 최장 14일 이내로 제한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16.10. 재판순서

소송장 작성 - 소송등록 - 피고 및 원고 출두요청서 

송달 - 공판개시, 재판부의 화의 권유 - 원고의 솟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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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 - 피고의 답변, 피고의 반소제기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 증거/증인 조사 - 양측의 최종 변론 

- 판결 - 판결문 송달

16.11. 노동법원 판결문의 효력  

16.11.1. 권리분쟁에 관한 판결문은 14일 이내에 대

법원에 상소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나, 14일 이내에 대

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확정되는 확정판결

문이 되며 강제집행력이 발생한다.

16.11.2. 이권분쟁에 관한 판결문은 판결과 동시에 효

력을 발생하는 확정 판결문이된다. 

16.11.3.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판결문은 14일 이내

에 대법원에 상소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나, 14일 이내

에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확정되는 확

정판결문이 되며 강제집행력이 발생한다.

16.11.4. 한 회사 내에 복수노조 간에 분쟁에 관한 판

결문은 판결과 동시에 호력을 발생하는 확정 판결문

이 된다.

   

16.12. 상소시한

상기한 16.11.의 항소가 가능한 노동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 하지 않고 대법원에 한다. 상

소시한은 소송당사자가 판결문 낭독 법정에 출석 시

에는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궐석 시에는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판결문 송달 시한은 판

결일로부터 7일이다. 따라서 판결문 낭독 법정에 궐석

한 당사자에게 주어진 상소 시한은 7일+14일=21일

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소자가 상소를 하기

도 한다. 상소자가 상소를 했다고 패소자

가 상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당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승소자가 상

소를 하고 패소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상소시한이 지난 다음

에 상소를 취하해버리는 경

우에는 노동법원의 판결문

이 확정판결문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16.13. 상소재판/대법원

상소심을 재판하는 대법원의 재판부는 전문 직업대법

관 1명 과 특별대법관 2명 총 3명 합의제로 구성되며 

대법원이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16.14. 판결문 집행 

16.14.1. 판결문의 효력이 확정되면 승소자가 법원에 

패소자에 대하여 판결문 집행을 요구하는 법원명령서 

발부를 신청한다.

16.4.2. 법원은 패소자에게 8일 이내에 판결문 자진 

집행을 요구하는 법원명령서를 발부한다. 

16.4.3. 패소자가 8일 이내에 자진 집행을 하지 않으

면 승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법원명령서 발부를 신

청한다.

16.4.4. 법원이 강제집행 명령서를 발부하고 법원 집

달리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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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지구의 상징이다. 꽃이 없다면 우리 지구는 얼마나 삭막할까. 집집

마다 꽃을 키우고 꽃 그림을 걸어 놓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꽃은 마음의 표현이며 심정의 빛깔이다. 연인에

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꽃과 더불어,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의 절차에도 

꽃은 바쳐진다. 우리의 삶에서 꽃은 실체이자 상징으로 늘 함께한다. 빛

의 빛깔을 모두 드러내는 꽃은 축복과 슬픔과 희망과 절망의, 우리 인간

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감정의 꽃말들을 탄생시켰다. 인간이 이름지어주고 

그 의미도 붙여주었지만 꽃은 분명 신이 준 선물이며 지구의 빛이다.

 우리 지구별에 꽃은 많고 많지만 우리가 보기 힘든 희귀한 꽃도 있다. 

그 가치를 이해와 현실적 가치로 따져 환산하기는 힘들다. 꽃은 자연의 

일부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꽃의 하나가 바로 bunga 

Bangkai(시체화, Amorphophallu titanum)다. 이 꽃은 크기와 모양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올 뿐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더욱 유명하다.

  이 꽃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냄새가 나는 꽃으로 기재되어 있다. 

높이가 2~3m에 달하고 꽃의 지름이 150cm에 달해 붕아 라플레시아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꽃으로도 유명하다. 제일 높이 자란 꽃은 그 높

이가 3.5m라고 한다. 이 꽃-타이탄 아룸(bunga Bangkai)은 시체가 썩

을 때 나는 냄새가 난다고해서‘시체화’라는 별명을 가졌으며 하루에 

10cm씩 자란다. 이 꽃은 토란과 같은 과이며, 덩이줄기(Tuber)는 6개월

에서 2년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자라기 시작해서 2년 반 정도 자랐을 때, 

잎이 모두 떨어진다. 잎은 4달에 한번씩 나뭇잎 하나씩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나뭇잎들은 몇 주면 다 죽게 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봉오리

가 올라오면서 꽃이 활짝 핀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은 1주일 정도인데 

냄새가 아닌 향기로 남고 싶은

Bunga Bangkai
(시체화, Amorphophallu titanum)

글: 사공경

JIKS 사회과 교사, 한인회 문화탐방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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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ga Bangkai

활짝 피는 기간은 2-3일 정도다. 보고르 식물원에는 이 

꽃의 덩이줄기(Tuber)가 10개 정도 있으며, Tuber 한개는 

거의 120Kg이다. 

 

 썩은 생선냄새 같은 악취를 수시간 간격으로 내뿜는데 

붉은색과 노란색의 커다란 꽃잎이 터져 나오는 듯한 독

특한 자태를 자랑한다. 악취는 파리와 벌들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끌어 모으며, 선명한 빛깔의 꽃잎은 벌을 불러

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를 찌를 듯한 

꽃의 냄새는 무려 100m까지 퍼져서 이 꽃 하나를 보기 

위해 20,000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든다고 한다. 밤 8시

와 10시 사이에  증기를 내뿜는데 이는 밤에 온도가 내

려가면 꽃 안에 있는 습기가 늘어나서, 습기가 증기로 변

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꽃이 개화하는 것은 흔하지 

않고 한껏 많이 피면 거의 3년에 한 번 피는데 보고르 식

물원이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식물원에서 이 꽃이 핀다

고 한다. 보고르 식물원에는 1994년과 1997년에도 개화

하였다. 2003년에는 이 꽃이 피었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

령 메가와띠까지 꽃을 보기 위해 보고르 식물원을 찾았

다고 한다. 이 꽃은 거의 2월에서 3월에 꽃을 피우나 올

해(2006년)는 7월에 꽃을 피웠다. 10개의 Tuber 중 겨우 

1개만 꽃을 피웠다. 보고르 식물원 제 1산책로 초입에 있

다. 2개 이상의 꽃이 피면 수분이 되어 많이 번식할 수 있

는데 두개가 한꺼번에 피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꽃은 점

점 더 줄어든다. 또 많은 숲들이 없어져서 bunga Bang-

kai의 서식지는 점점 줄어든다. 또 시체꽃이나 여러 꽃의 

씨앗들을 퍼뜨리는 곤충들이 없어지는 것도 이러한 희귀

종이 줄어드는 이유이다. 인간이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

고 적응하려면 가능한 많은 종류들이 하나의 먹이 사슬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에는 구성 요소들 간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작용하여 스스로 위험을 해결

해 가는데, 희귀종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인간에게 심각

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식물은 1878년 원산지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 열대

우림에서 Beccari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1878년 

이탈리아 식물학자 Beccari가 영국 왕립식물원으로 씨앗

을 보내 1889년 꽃을 피운 이래 미국을 포함하여 일부국

가에 보급됐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2번 정도 개화했다

고 한다. 보고르 식물원에는 1915년에 심었다. 아직도 희

붕아 방까이가 피어나서 

지기까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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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고 꽃을 보는 일은 힘들기 그지없기 때문에 꽃을 본 

사람들은 일생동안 자신이 꽃을 본 사실을 자랑하고 다닌

다. 올해 필자는 꽃이 피고 나서 5일 뒤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꽃이 바닥에 쓰러진 뒤였으나 큰 자태를 뽐내고 있

었다. 웅장하면서도 고요하게 피어있어 외롭고 고고해 보

이는 이 꽃을 보면 운명의 강한 힘에 떠밀려 세상으로부

터 소외됐던 나병 시인 한하운씨가 생각난다. 사람의 핏

줄 속을 뜨겁게 흐를 수 있는 시를 쓰며 세상을 향해 손을 

휘젓던 시인처럼, 인생은 괴로워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외

친 시인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향기로 남아 있는 시인처

럼, bunga Bangkai도 강렬한 색깔이나 사람들이 싫어하

는 냄새로 인해 정말로 아름답게 울 수 있으리라.

 이 꽃의 꽃말은 모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이 

꽃을 먼저 봐야할 것 같다. 향기와 냄새가 무엇이 다를까. 

대부분의 꽃은 향기롭다고 하지만 이 꽃은 냄새라고 말한

다. 향기냐 냄새냐는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게 아

닐까. 마음이 이끌리면 향기가 되고 마음이 돌아서면 냄

새가 된다. 타인에게 냄새가 아닌 향기로 남고 싶다는 소

망은 비단 꽃들만의 바램일까.    

* 흔히들 이 꽃을 수마트라 섬의 남서쪽 벵쿨루가 원산지

인 붕아 라플레시아와 많이 착각한다. 라플레시아는 세

로로 세계에서 가장 큰 꽃으로 1.25미터나 된다. bunga 

Bangkai처럼 냄새가 고약하고 잎이나 줄기 없이 큰 꽃이 

핀다. 크기와 냄새 때문에 식인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

다. 꽃이 피는데는 1개월 이상 걸리지만 3~7일 정도면 진

다. 보고르 식물원에 있던 라플레시아 꽃은 2차 세계 대

전 중 유실되어 지금은 보고르 식물원에 없다. 1811년-

1816년까지 자바 총독을 지낸 영국인 래플즈가 발견하여 

그의 이름을 따왔다. 그는 후에 싱가포르를 세우면서 명

성을 떨친다.

위 : 라플레시아

아래 왼쪽: 2005년 6월 초 샌프란시스코 
Golden Gate Park 내에 있는 Conservatory of 
Flowers에 핀 붕아 방까이

아래 오른쪽: 붕아 방까이와 같은 과인데 
작은 꽃

128회 문화탐방
9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보고르 Ciampea Batu Tulis 5세기 힌두왕국 유적지답사

Cianten 강 하구에서 대나무뗏목 타기, 

씽콩밭이 있는 시골길 걷기, Kampung 마을에서 식사 외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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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도네시아에선...

印尼대통령, 남북 동시방문 취소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

령이 남북한 동시 방문을 취소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유도요노 대통령

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긴장

이 고조됨에 따라 17일부터 예정됐던 남

북 한 동시 방문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

다. 대통령궁 대변인 디노 파티 드잘랄은 

이날 기자들에게 방문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검토와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도 요노 대

통령은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게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

을 보냈다고 드잘랄 대변인은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17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18~19일 이틀간 평 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을 논의하고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뒤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S&P, 인니 국가등급 `BB-̀로 상향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

스(S&P)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 신

용등급을 기존 `B+`에서 `BB-`로 상향 조

정했다고 26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

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로 제시

했다.

印尼 쓰나미 사망 531명, 실종 275명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휩쓴 쓰나미 희생

자가 사망 531명, 실종 275명으로 늘어났

다. 마만 수산토 인도네시아 재난구호본

부 관리는 19일 “경찰과 군 수색팀이 수

색견과 탐지기로 생존자를 찾고 있으나 

사체만 발견돼 이번 쓰나미로 인한 사망

자 수는 531명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실종자 명단에는 아직도 275명이 올

라있다고 덧붙였다. 

재난구호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쓰나미는 진도 7.7의 해저 지진으

로 촉발됐으며 자바섬 180㎞에 걸쳐 해안

에서 내륙으로 200ｍ 거리까지 높이 2ｍ

가 넘는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진해일로 인해 수십 채

의 집과 식당, 호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이 부서졌다. 

재난 구호반이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

전에는 또다른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소

문이 번져 1천여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

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메트로 TV는 이날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고 

있던 어린이들을 덮치려는 모습을 담은 

아마추어 비디오 작가의 동영상을 방영

해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자바에서 52차례

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을 다시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다. 

여진들 중에는 리히터 규모 4.9-5.4에 이

르는 강한 여진도 4차례나 포함됐다. 

한편 구스마얀토 카디만 인도네시아 과

학기술부장관은 당초 “미국의 태평양쓰

나미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쓰

나미 경보를 받았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

았다”밝혔으나 이날 자신의 발언을 바

꿔, 최소 400명의 행정관리들에게 문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카디만 장관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

점이 쓰나미가 닥치기 전인지 여부에 대

해서는 밝히길 거부했다. 

인니 “미인대회 출전은 존엄성 훼

손 처사” 

 인도네시아의 한 과격 이슬람 단체가 미

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한 인도네시아 여

성을 경찰에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슬

람수호연대(FPI)는 지난 20일 미국 로스

엔젤레스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대회에 

출전한 나딘 찬드라비나타(사진)를 ‘정

숙하지 못한 처신으로 수많은 인도네시

아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

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찬

드라비나타의 출전을 지원한 4명의 후원

인도 함께 고발한 후 “그녀(찬드라비나

타)가 이들의 야심에 이용당한 것이 아닌

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원

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FPI는 지난 4월에도 인도네시아판 플

레이보이 매거진의 창간에 반발하며 해

당 잡지사에 화염병을 던지는 난동을 부

리기도 했었다. 전체 인구 2억2000만명 

가운데 85%가 이슬람 신자로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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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도 

여성의 미인 대회 출전을 엄격히 금했지

만 66년 정권을 장악했던 수하르토가 권

좌에서 물러난 98년 이후에는 미인 대회

에 출전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번에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한 찬드라

비나타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혼혈인이라

는 이유 때문에도 여러 잡지에 등장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인니 계속되는 악재, AI로 42명 숨져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20일 수도 자카

르타 교외에 사는 44살 남성이 조류 인플

루엔자, H5N1형에 감염돼 숨진 것을 세계

보건기구, WHO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에서 조류인플루엔

자 감염으로 숨진 사람은 42명으로 늘

었으며, 베트남과 함께 세계 최다 사망

국이 됐다.

“베트남은 닭을 대량 살처분해 감염 확

산을 막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방역대

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계에서 가

장 빠른 속도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WHO가 밝혔다.

WHO는 “지금같은 감염속도라면 사람으

인니 관광의 모든 것 ‘TIME 2006’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교역전 ‘TIME 

2006’이 오는 9월 18~21일 사우스 술

라웨시의 주도(州都) 마카사르에서 열린

다. 인도네시아 관광청과 가루다 인도네

시아 항공이 주관한 ‘TIME 2006’은 인

도네시아의 관광상품 대부분을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한국을 비롯

한 아시아, 호주, 유럽, 북미, 중동 등 각

국의 여행업체와 인도네시아 관광업계가 

바이어와 셀러로 만나 여행서비스에 관

한 상담과 교류를 나누게 된다. 또한 인

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대한 포스트 투어

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내 바이어 등록은 7월 30일까지며, 

1인당 참가비는 250달러이다. 참가자에겐 

교역전 기간의 숙식, 75% 할인항공권, 공

항-호텔 교통편, 행사장 및 연회장 입장

권 등이 제공된다. 동행자의 추가 등록비

는 100달러이다.

SK， 印尼 국영석유회사와 MOU 

SK㈜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

르타미나사와 사업별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는 20일 신헌철 사장이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페르타미나 아리 소마르노 사

장과 MOU 체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4월 포괄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최고경영자간 회동

을 통해 양사는 사업운영·윤활유·트레

이딩 등 세가지 사업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운영 분야에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상호 교육 프로그램 진행, 협력위원회 구

성 등이 약속됐고 윤활유사업과 관련해

서는 기유 상호구매, 윤활유·기유 품질 

향상 및 기술전반에 대한 협력 등에 대

해 공감대를 가졌다.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거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신사장은 “양사간에 각 사업별로 파트

너십을 한층 돈독하게 해 협력관계가 강

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르타미나는 지난 68년 설립된 인도네

시아 국영석유회사로 하루 100만 배럴 이

상의 원유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쌍용건설, 印泥서 1억3천만 불 수주

쌍용건설이 10일 인도네시아에서 1억3천

만 불(한화 약 1240억) 규모의 초호화 복

합건물인 ‘플라자 인도네시아 확장공사

(Plaza Indonesia Extension)’를 수주했다

고 밝혔다. 

특히 입찰 최종단계에서 일본 최대 건설

사인 ‘시미즈(Shimizu)社’ 보다 기술력

을 바탕으로 한 대안 제출에서 우위를 보

여 수주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플라자 인도네시아 확장공사’는 인도

인니 뉴스

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새로운 바이

러스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

네시아 정부에 강력한 방역대책을 촉구

했다. 

네시아 자카르타의 고급 호텔과 쇼핑몰 

밀집지역인 탐린 스트리트에 41층 오피

스텔과 47층 아파트, 6층 쇼핑센터를 짓

는 공사다. 건물은 ‘Keraton’(King’s 

Palace, 왕궁)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동경

의 록본기 힐스, 홍콩의 퍼시픽 플레이스

처럼 인도네시아의 고급 건축물을 대표

하는 랜드 마크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와 임대료가 현재 인도네시아 최

고 수준인 포시즌(Four Season)과 자카르

타 증권거래소(쌍용건설 97년 완공) 빌딩 

보다 약 2배나 높게 책정될 정도로 인도

네시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

고급 복합건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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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건물인 플라자 인도네시아 공사

를 91년에 완공했는데, 바로 옆 부지에 

동일 발주처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그 동안 쌓아온 건설 명가로서의 신뢰 때

문”이라며, “특히 지난 2월 세계 유수

의 업체들과 경쟁을 통해 싱가포르 최고

급 아파트인 오션프론트 아파트를 수주

한데 이어 이번 공사를 연이어 수주함으

로써 해외 고급 건축 명가로서의 자부심

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을 ‘해외 건설명가 부활의 

해’로 선언한 쌍용건설은 1977년 창립

한 이후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

시아·미국·일본·인도·UAE 등 17개국

에서 120건, 미화 총 53억 6천만 달러(5조 

1천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인도 고속도로 4개 공

구에 이어 2월 싱가포르 오션프론트 아

파트를 수주했다. 

인니 뉴스

쌍용건설은 지난 1998년 ENR誌가 선정

한 호텔부문 세계 2위에 기록된 이래 계

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

로 보기 드문 1만 객실 이상의 최고급 호

텔과 8천 병상에 달하는 병원 시공 실적

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공사의 발주처는 쌍용건설이 

1991년 완공한 플라자 인도네시아 복합건

물의 발주처인 비만따라(Bimantara) 그

룹이 대주주로 있는 플라자 인도네시아 

리얼티(Plaza Indonesia Realty)社다. 

공사는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2009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컴, 인도네시아 정부 사업 진출 

한글과컴퓨터(대표이사 백종진)가 인도

네시아 정통부(KOMINFO)의 전자정부 프

로젝트에 참여한다.

한컴은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인 라자왈

리 코레시아(대표 유실리 이자)와 전략

적 제휴를 맺었다. 

한컴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21만 9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1개 학교 

1개 전산실 정책’에 ‘씽크프리 오피

스’ 를, 정부의 오픈소스지원 프로그

램에 ‘아시아눅스’ 적용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한컴측은 세계적인 ‘대안 

오피스’로 주목받는 ‘씽크프리 오피

스’가 세계 오피스 시장에서 확고한 자

리매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아시아눅스’ 역시 아시아권의 표

준 리눅스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딛

게 됐다. 조광제 한컴 상무는 “국내에서

도 과학기술부 등 연구기관에서도 한컴

오피스를 채택해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이번 프

로젝트는 참여부터 수주까지 세계무대에 

한컴의 역량을 선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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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화교(華僑)

그들이 있는 곳에 돈 흐름이 보이고 돈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편-

특별 기고

  화교의 성공비결은 힘든 일을 기꺼이 하고, 좋은 대인관

계를 유지하며, 사업비용을 절약하는 능력, 단기이익보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선호한다는 점에 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이들의 성공원리

  화교라고 하면 먼저 우리들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무엇

일까? 아마도 비단장수 왕 서방, 금, 구두쇠 등등 일 것이

다. 대부분 경제적인 면을 떠오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화교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

다. 화교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인

도네시아 경제의 70%을 장악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40대 부자 중에 7명이 인도네시아인이고 이중에서 중국

계 부자는 5명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도소매업 60퍼세

트 이상이 화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림그룹, 아스트라 그룹, 리뽀그룹 

같은 대표적 그룹의 이름을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삼

성” “현대”라는 이름을 접하듯이 심심찮게 들을 수 있

는 있는데, 이들은 모두 화교들이 일군 것이다.  그렇다면 

화교들의 성공배경은 무엇인가? 

가족경영의 틀을 벗어나 열린 기업으로 전환하라 

  화교들은 국가, 정부, 경찰 등에 대해 전통적인 중국사회

의 공동체적 입장으로서는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다

시 말하면 혈연으로 이어진 육친관계, 육친과 이어지는 

동족관계,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고향, 즉 눈에 보이지 않

는 연대관계의 실제로서의 중국인이다. 정부기관이나 경

찰 같은 눈에 보이는 조직이라기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

는 문화로서의 공동체의식이 강한 조직인 것이다.

  화교기업들은 기존 “가족경영”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

고선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화

교 기업들이 경영혁신에 나섰다. 화교기업 변화의 골자는 

경영구조의 현대화이다. 중앙집권적 의사결정보다는 서

구기업처럼 실무적인 결정은 점차 하부 경영진에 이양하

는 추세이다. 화교기업 관계자들은 “현대적인 기술집약

산업을 키워 나갈 때 기존의 전통적인 경영구조가 약점이 

되고 있다”며 “경쟁세계에서 살아 남으려면 전통 경영

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 동안 화교기업은 전통적인 

방식(소규모 가족기업경영체제)과 현대화된 방식(서구적 

기업경영체제)이라는 양대축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경영방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

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소유자 또는 창업자는 전문경영인으로 외부인을 영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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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그들은 누구인가?

고 있다. 이는 곧 경영의 각 부문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외부인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외부소유권을 인정

한다. 일부 화교기업에선 엄격한 회계감사를 통해 경영정

보를 공개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에선 증권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동원하고 있

는 상위 10개 기업 중 화교기업이 8개사(1996)에 이른다. 

계열기업의 합병도 화교기업 변화의 한 단면이다. 최근 

화교기업들은 몇 개 기업으로 나눠 지주회사 밑에 편입시

키고 비중이 떨어지는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아스트라그룹은 지난 90년 이후 최근까지 소에리자야 가

문이 경영하던 60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통합했다. 화

교기업들은 계열사 통합과정에서 내부 경영상태가 외부

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 신

나르 마스 그룹(Pt. Sinar Mas)은 조직을 개편하고 계열사

를 자카르타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유럽 등지에서 훈

련 받는 전문경영인을 채용했다. 화교기업가 2세들도 국

내외 정치엘리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네시

아 화교 무카타 리아디는 “완벽한 인맥”을 갖춘 기업인

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의 고위정치인을 비롯 

미국 클린턴 전대통령 내외와도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는 1996년 10월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재

선출마을 앞두고 정치헌금 문제에 연류되어 세인의 관심

을 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열린 경영정책을 펼친 다고 하지

만 주요 보직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을 채용한다.

현지문화에 빠른 적응력을 키워라

  화교들은 전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선 화교들이 상권을 지배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교들은 현지인들과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들의 문화를 강조하지 않고 현지인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

하는 등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있다. 화교들은 또 자신들

의 사회적 지역적 조직구조를 새로운 사회에 이식, 살길

을 찾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다. 중국인들은 정부에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자치에 

의존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화교사회의 신용제도와 협동심은 널리 알려져 있다. 화

교들간엔 개인의 말 한마디가 곧 신용으로 통한다. 화교

는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여타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화교들도 그들이 정착한 국가에서 박해와 차

별대우, 정치적 억압 등을 당했다. 때문에 화교들은 불확

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열을 올린다. 화교들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사업가적인 기질과 근면성을 지니고 있다. 

군부(軍部) 아니면 군부(軍富) 인가 

  화교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는 있으나.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소 영향력 

있는 정계 또는 군부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여 필요 시에 

신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도네시아의 화교는 군부의 희생양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동침자들이다; 군부의 위신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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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 관계된 사항으로서 어느 화교를 대표자로 삼느냐 하

는 것은 이곳 화교들에게는 크게 중요치 않으며 이와 관

련한 투쟁도 없었다

  1946년, 연합군이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네덜란드는 식

민지 부활을 또 다시 꿈꾸며, 자바, 수마트라, 그리고 외부 

군도(Outer Islands)의 주요 해안 도시를 점령했다. 이들이 

방치했던 내륙 지방에서는 여러 반란군들이 재빨리 식민

지 시대 네덜란드인 소유의 대규모 농장과 농촌 기업체들

을 강탈했다. 반란군들은 또한 일본군이 버리고 간 대형 

창고에 가득 싸여있었던 일용품과 각종 물품도 손에 넣었

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많은 물품을 손에 넣은 후 과잉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지 

모른 채 전전긍긍했다. 경험도 없었고, 국제적 유통 경로

는 더욱 몰랐다. 이때 수하르토는 스마랑을 찾아가 린을 

만났다. 두 사람의 교섭으로 중국인은 과잉 물품의 관리, 

운영, 수출, 마케팅을 담당하고, 인도네시아 군부는 물품

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판매 독점권과 면허를 중국인에게 

인도하는 한편 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쌍방의 협의가 이

루어졌다. 네덜란드군이 인도네시아 곳곳의 점령지로부

터 철수할 때 군부는 공장, 기업을 비롯하여 점령군의 자

산을 압류하고 이를 경우에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차례차

례 넘겼다. 근본적으로, 군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중

국인들에게 맞긴 것이다. 

  린 샤오량은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이들 군 관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과 자신의 번영과 성공 역시 이들의 호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군부의 

성공과 번영 역시 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는 (크게 생색내면서) 수하르트에게 음식, 의

복, 약품 그리고 무기 공급을 약속했다. 무기는 싱가폴의 

창고에서 꺼내어 그대로 전달해주면 그만이다. 물론 무

기 밀반출은 대단한 범죄 행위나, 어느 군부에서나 행해

질 수 있는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1949년, 인도네시아가 

명실공히 자주독립을 맞았을 때 수하르트는 디포네고로 

사단의 사령관이 되었고, 밀수 동료 후마르다니의 협조를 

얻어 중앙 자바를 통치하게 됐다. 이들에게는 밝은 미래

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쌀 생산 농가들은 태국의 농부들과 마찬가

지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양국의 화교들은 서

로 협정을 맺어 태국 내 상기 농산물들이 인도네시아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서로 담합하여 가격을 

올렸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정미(精米)만은 태국으로 반

입이 가능했다. 이러한 유통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시장은 일반 시장과 암시장으로 완전히 구분되었

고, 이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농가에게 집중되어 농민

들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나, 관계 당국의 관료들

과 중국인 대리점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렸다. 

  인도네시아는 린과 같은 추콩(인도네시아아 군부에 충

성된 중국인)들과 집권층 그리고 이들에 의해 빈곤에 빠

진 일반 국민들이 마치 고래와 프랑크톤의 관계처럼 뚜렷

하게 대비된다. 자카르타 시내에는 맥도날드가 있다. 그

러나 이곳에서 매일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인도네시아인은 거의 없다. 오늘도 인도네시아에서

는 추콩같이 재능 있는 중국인이 없다면 전 군도에서 아

무 일도 할 수 없는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러

는 가운데 이 나라의 장래는 열대 우림의 장대비 속에서 

녹이 쓸고 있다. 

  린에 관련 1995년 10월 7일자 GATRA지가 “그가 소유

중인 상당수 기업이 정부의 특혜로 성장되었다”는 외국

언론 기사를 인용보도 했다. 그러나 이기사에 대해 린은 

자신의 기업은 독점이나 정부의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하였다.

현지정부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의 관계

를 유지하라

  동남아 화교들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 받기 위해 

현지 정부 및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화교

와 현지정부간 유대관계의 형성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동남아의 부유한 중국계 무역업자 및 금융가

들은 지역통치자나 관료들에게 금융기법 및 자금을 제공

하면서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형성했다.

화교들은 현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봐주기는 

하지만 사업라이벌로 나서지 안는다는 생각에서였다. 현

지 통치자들도 화교의 정치불참여로 정치적 도전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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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다. 현재는 현지 정치권력층과 화교사업가간

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끈끈하기는 마찬가지

다. 화교들은 이 같은 연을 이용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

업정보를 획득하고 공공공사를 수주한다. 화교들은 그들

만이 보유한 사업마인드를 사회제반 제도가 정비되지 않

은 지역에 쉽게 적용, 권력층과의 인맥 등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화교들은 경쟁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

운 시장을 개척, 높은 이익을 얻어 자본축적 및 사업확대

를 이룰 수 있었다. 결국 화교들의 사업성공이 유교적 관

습과 근면성 같은 단순한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달성됐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화교기업의 성장은 현지정부 또는 

정치인들과의 긴밀한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

다는 해석이다.

  화교들이 환영 받았건 혹은 분개의 대상이 되었건, 동화

되었건 또는 별도의 공동체로 남아 있었건, 인도네시아로 

온 중국인 이주자들은 그 지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경제적 역할은 매우 명백했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그 경제적 역할은 정치적 함의도 띠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하르토 전 대통령과 BCA Group 창

업자인 Liem Sioe Liong(林紹良) 의 관계를 통해 잘 알수 

있을 것이다.  

  Liem Sioe Liong(林紹良)는 그가 가지고 있던 무역거점

을 사용해서 수하르토를 도와 네덜란드에 대한 민족 독립

운동을 펼침으로써 지금까지도 수하르토와 의형제를 맺

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Lippo Group 창업자인 Mochtar Riady(李文正) 

은 수하르토에게 반 민족독립지지자로 찍혀 체포되었고 

결국 자신의 모국을 떠나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Liem Sioe Liong(林紹良)는 수하르토와 더불어 자

신의 경제적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

갈 수있었지만 Mochtar Riady(李文正)는 정치적인 힘을 

얻지 못해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다. 화교에게 

있었서 정치권과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인도네시아 권력자와 정치인들은 정치

적, 경제적 어려움의 희생양으로 화교를 등장시켜 어려

움에 처할 때 국민들의 시각을 화교들에게 집중시키는 

치졸한 정치적 술수를 사용했다. 이것은 마치 70-80년

대 한국에서 정치적이 상황이 정부에게 어려울 때 간첩

사건을 이슈화 하여 사회적인 흐름을 바꾸었던 전략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지만 이들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인도

네시아 화교들의 운명인 것이다. 

유교(儒敎)라는 매개체로 공동체를 뭉치게 하라

  유교는 화교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유교

가 아시아지역 화교기업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교는 인

간사이의 조화와 능률을 강조한다. 대신 불규칙적이고 기

회주의적인 행동을 배격하는 원리로 구성돼 있다. 또 교

육과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구성원의 수평

적 관계보다. 수직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밖에 부자지간

(父子之間) 관계 및 가장(家長)에 대한 효(孝)를 가장 중

요시한다.

  1900년 중국 국가주의를 발전시키려는 목적 하에 유교

를 근본으로 하는 통일된 조직이 세워졌는데, 상훼이(商

會)라는 조직을 통하여 여전히 출신지역에 따라 강한 지

방색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이 조직은 자카르타에 생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인도네시아로 퍼지게 되었다.

  7세기와 8세기에 유교의 교리는 역대 왕국의 관리나 중

국의 여러 학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유교의 가

르침은 대체로 종교로도 여겨지나, 사실상 유교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철학

교리에 불과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원리

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종교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신

분증의 종교란에 불교라고는 기입할 수 있지만 최근에서

야 유교라고 기입하는 것이 승인되었다는 이야기도 있

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을 종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화교들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는 유교의 골자는 다

음과 같다.

1. 사회안정은 인간 상호간에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맺

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2. 효(孝)를 통하여 부모와 군주, 국가에 대한 숭배를 위

해서 가정에서 제(祭)사라는 의식을 취한다. 집안에 사

당을 준비해놓고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던 1대 선대부

터 최근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와 사진을 모셔놓고 있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도 있다. 

3. 가족은 사회조직의 기본이다. 따라서 인간은 우선

적으로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 

되야 한다. 기업의 시작은 가족이다. 중국계 인도네시

아 친구가 생기면 이 친구의 친척들과 한 두 번은 만나

게 된다. 

4.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타인을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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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5. 인간생활의 기본은 기술과 교육을 획득하려는 노력

과 근면, 절약, 인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용은 모든 

활동에 있어 필요하다.

6. 지나간 일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장자를 지혜와 지

도력이 풍부한 자로 여겨 공경해야 한다. 

  이 같은 유교의 “가르침”이 화교의 사업수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유교는 엄격한 규율에 제약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강조하

는 것이어서 화교의 사업성공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은 있다. 

“장사꾼=화교”들에겐 유교가 화교사회의 결속을 다지

는 지주대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 화교들에게는 

유교를 거추장스런 “사치품”정도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도 유교에서 말하는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거추장하게 때로는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작용했

던 유교이지만 유교가 화교인들은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

는 것은 사실이었다.  

관우 동상을 상신(商神)겸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셔라 

  반둥의 화교가 주인인 음식점 주방안에 관우상을 모시

고 있을 것을 보고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본토

는 물론이고 화교가 사는 각국의 차이나타운에는 반드시 

관제묘가 있고 관우를 제사지내고 있다. 물론, 도원결의

를 지키며 의리와 신의에 살다 죽은 관우를 존경하는 것

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중국인이 사업하는 회사나 중국

요리점에까지 관우의 그림과 조각이 등장하는 이유에서

는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신으로 모시는가?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관우는 義人으로 명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는 생애

에 두 임금을 모시지 않고 신의와 절조를 고수하고 죽었

기 때문이다. 이점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장사하는 화교들의 기본적인 도덕과 일치한다는 점

이라는 것이다. 잘 아는 한 화교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

부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와 절조를 고수해내

는 일이라고 철저히 교육받아 왔으며 그런 점에서는 관우 

이상 신의와 절조를 표상한 인물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비지니스의 신으로 떠바친다는 것이다. 

  두번째, 관우는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전쟁의 

신으로 불리울 정도이다. 그러면 군대에서는 당연히 신으

로 불릴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화교와는 무슨 관계일까?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간다. 국가적 지원은 물

론, 피붙이 없는 이국 땅에서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의 비지니스는 전투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전투

에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하고 화교들은 그의 지략

과 용맹을 배워 어떠한 곤경에도 일어서야 한다는 점에서 

관우를 비지니스의 신즉 상신(商神)겸 수호신(守護神)으

로서 배려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이나 장사에 관해서는 무엇 하나 모르고, 장사

를 해본 적도 없는 그를 전쟁의 신 혹은 수호신으로 생각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비지니스의 신으로 관우를 정했을

까 하는 궁금증은 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려면 신의와 역

경을 이겨내려는 정신, 즉, 의리와 역경을 극복하려는 힘

이 필요하다는 중국인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발전의 시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민족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

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종

족들과 인도네시아의 소수 중국인들이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이들 다양한 종족들을 어떻

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중국인들이 인

도네시아인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협력해 나가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인도네시아인과 화교들의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관계들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의 중국인 우

대정책과 이로 인한 중국인들의 재산 축적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강하다. 식민지 정부는 화교들에게 원주민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세금 징수권과 소규모 상

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화교들은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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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그들은 누구인가?

황을 십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해 나갔던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이들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축척했

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들의 부를 나눌 때가 되었다. 

현지인들에게 구두쇠로 자신들을 위해서만 돈을 챙기는 

중국인이라고 조롱 당하고 있는 화교들 이제는 자신들

의 창고 빗장을 열고 굶어 죽어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

과 아이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선행 할 때 인도네시아인들과 화교들간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 될 것이다. 

 릭웨런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사람’에서 하나님은 

연합을 기대하시지 인간을 공통화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

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과 화교들이 단일

화 될 수 없고 같은 유니폼을 입힐 수 있지만 같아 질 수 

없다. 결국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인과 화교와의 연합만이 인도네시아가 21세

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다.  

  사무엘 헌팅톤은 세계의 문명을 6개로 나누었고 그 중에

서 이슬람권과 유교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지금 인도

네시아는 언제 충돌 할 지 모르는 이 문명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종족들 사이의 통

합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감

이 있다. 이

러한 사실은 

종족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 없으며, 다른 종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의 종족들이 상업에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이제 그 재능을 오늘날

의 발전에 이용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장래는 인도네시아인과 화교간의 민족주

의를 잠재우고 조화롭게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의 화교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 생기고 또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

도 현지인에 대해 마음 문을 열고 진정한 이웃으로 형제

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사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지 말라”라는 원리를 세우고 있다. 배

척의 시대는 끝난다. 상생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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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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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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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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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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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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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생활정보 가이드 한인뉴스 광고를 받습니다.
광고문의 : 52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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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S.O.S         750 5973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솔         251 2530
대감집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산타코리아        722 9921
수라청         527 8721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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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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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한나프레스         450 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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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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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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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리 앤 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25 7365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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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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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의 시대
 
『귀신의 시대』는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이래 2004년 대산창작기금, 2005년 

문예진흥기금을 수혜, 소설집 『사람의 신화』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손홍규의 첫 장편소설이다. 

이 책은 신화나 전설, 구술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마을 역사’를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 신과 귀

신, 욕망과 금기 등 상상에 의해 추동되는 소설적 지평을 확장시킨 작품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노트북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37세부터 시작해 약 30년간 중단없이 5천쪽 분량의 육필원고를 남겼다. 본서

는 독일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장 폴 리히터가 그 원고들을 편집해 1883년 런던에서 출간한 책을, 

‘미술론’과 ‘문학론’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묶어 국내 전문가 9인이 각기 자신의 분야를 맡아 

번역한 책이다. 본문에 실린 1천점 이상의 모든 스케치와 그림은 다 빈치가 직접 그린 것이며, 그 

크기도 대개 원작의 크기와 같다. 이 그림들은 왠간한 미술이론서나 미술사 관련 서적을 통해서도 

매우 보기 어려운 것들이며, 대다수가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인생수업 Life Lessons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만나고 쓴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에 관한 기록. 죽음을 앞둔 뒤 인생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인생의 스승들’이 전하는 삶의 진실과 교훈이 담겨 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로 꼽히는 저자 자신이 2004년 눈을 감기 전에 남긴 마지막 저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단순하게만 들리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죽어가

는 사람들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리라. 잔잔한 문체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랜 여운을 남기는 

책이다.”누구나 죽음을 마주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배움은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줍니다. 그 배움을 얻기 위해 꼭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지금 이 순간 그 배움

을 얻을 수는 없을까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배움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두려움, 용서에 대한 

배움입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한 배움입니다. 놀이와 행복에 대한 배움입니다.” 

1리터의 눈물 
화제의 일본 드라마 원작. 어느 날 길을 걷다 휘청하고 다리가 풀려 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불

치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면? 치료방법도 모른 채 그저 병이 악화되는 것만 지켜보며 더 이상 걸을 수

도 말할 수도 없게 된다면? 이 책은 ‘오직 일기를 쓰는 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이다’라고 말한 그녀

가 직접 쓴 생의 기록이다. 아직 앳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초반기의 일기부터 깊어가는 병세를 넘

어설 만큼 성숙해진 중후반기의 일기까지 그녀의 삶에 대한 열정과 감동적인 일생이 그대로 담겨있다. 

불치병에 걸린 소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녀는 최후의 순간에도 주위사람

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2005년 일본 출판계는 물론 드라마와 영화에 까지도 

커다란 화두였던 이 드디어 한글로 번역되었다. 출간 10개월 만에 200만 부, 일본 드라마로는 이례적

으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고 각박한 세상인 요즈음,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을까?

키토 아야 지음

이덴슬리벨 펴냄

BOOKS

손홍규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레오나르도 다 빈치 지음

루비박스 펴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외 지음

이레 펴냄

BOOKS



한인뉴스 8월호

73

CEO 김재우의 30대 성공학 Think Big Act Fast
성공 좌우명 ‘Think Big Act Fast(着眼大局 着手小局)’

IMF 위기 때 워크아웃에 들어간 벽산을 1년만에 조기 졸업시킨 신화로 유명해진 대한민국 대표 CEO 

김재우 아주그룹 부회장. IMF 이후 언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꿈과 희

망을 상실한 30대 직장인에게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김재우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서 근무하던 젊은 시절 일본 최대 상사인 이토츄상사의 회장을 만나서 성공의 노하우를 물었다. 돌

아온 대답은 ‘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메모쪽지 한 장, 이후 김재우 부회장은 ‘착안대국 착수

소국’을 좌우명으로 삼아 29세에 초대 런던지점장, 32세에 사우디아라비아 1억 불 수출계약, 37세에 

삼성그룹 최연소 임원에 승진하는 등 30대에 노력과 성공을 동시에 맛본다. 김재우 부회장이 이 시

대 젊은 직장인에게 ‘Think Big Act Fast(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화두로 자신만의 30대 성공학

을 말한다.

그녀, 영어 동시통역사 되다 (평범한 30대 주부가 통역사가 되기까지)

“통역은 매 순간이 승부다”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었을 통역사. 하지만 통역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알려주

는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어려운 전문 용어로 가득 찬 실무위주의 딱딱한 글이 대부분이

기 때문이다. 통역사라는 직업과 일을 소설책처럼 읽기 편하게 알려주는 책. 

이 책은 평범한 30대 주부가 동시통역사가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과 통역일의 매력을 에세이처럼 얘기

하고 있다. 또한 통역사들의 훈련법인 쉐도잉, 문장구역, 노트 테이킹 등을 설명해줘 통역사가 되려는 

이들은 물론 영어 학습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듯. 저자가 직접 경험한 걸프전 통역, 국제회의 통역, 

올림픽 통역, 우주탐험 통역을 통해 생생한 통역의 현장도 느낄 수 있다.
신자키 류코 지음

길벗이지톡 펴냄

김재우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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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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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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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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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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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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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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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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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경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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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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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권의 책으로 남기게 된 동기라고 인제 손인식씨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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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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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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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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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임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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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MOVIES
캐리비안의 해적-망자의 함
블랙펄의 저주는 사라졌지만, 대신 그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잭과 그의 선원들을 기다리고 있

다. 사실, 잭은 바다의 지배자이자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 호의 선장인 데비 존스(빌 나이 

분)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있는 몸. 잭이 특유의 약삭빠른 수법으로 이 계약에서 벗어날 묘수

를 찾지 않는한, 그는 꼼짝없이 존스의 노예가 되어 ‘플라잉 더치맨’호에서 백년간 복역해

야할 운명이다. 이런 상황때문에 엘리자베스와 윌의 결혼식은 무산되고, 두 사람은 잭의 위험

천만한 모험담에 또 다시 엮이게 된다. 이들의 앞엔 무서운 바다 괴물과 섬의 식인종 원주민

들, 점쟁이 티아 달마(나오미 해리스 분), 오래 전에 헤어진 윌의 아버지 부스트랩 빌 (스텔

란 스카스가드 분) 등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동인도 회사의 하수인이자, 무자비한 해적 사냥꾼인 커틀러 베켓 경 (톰 홀랜더 분)은 

망자의 함을 손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된다. 전설에 의하면 망자의 함을 손에 넣는 자는 바다를 

지배할수 있다. 베켓은 함의 힘을 빌려 최후의 한명까지 해적들을 소탕하려는 것. 세상이 바

뀌어 이제 바다는 돈에 눈이 먼 사업가와 관료들의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잭과 그

의 선원들처럼 모험을 즐기던 진정한 해적들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한반도
남과 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상징인 경의선 철도 완전 개통식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

본은 1907년 대한제국과의 조약을 근거로 개통식을 방해하고 한반도로 유입된 모든 기술

과 자본을 철수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한다.

고종의 숨겨진 국새가 있다’는 주장으로 사학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아 온 최민재 박사(조재

현)는 국새를 찾는다면 일본의 억지 주장을 뒤엎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의 확신을 믿게 된 

대통령(안성기)은 일본 자위대의 동해상 출현 등으로 비상계엄령을 공표함과 동시에 마침내 

‘국새발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최민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데…

통일보다는 국가의 안정과 원만한 대일관계에 앞장서 온 총리(문성근)는 말썽만 만들 뿐인 

‘국새’ 소동을 막아야 한다. 결국 측근인 국정원 서기관 이상현(차인표)에게 국새발굴을 

방해하고 국새를 찾는다면 그것을 없앨 것과 필요하다면 최민재 또한 제거해도 좋다는 극단

의 조치마저 취하는데… 일본의 도발은 거세어지고 끝나지 않은 100년 전의 위기가 되풀이되

려 하는데… 국새는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새를 찾아야만 하는 것인가? 

카 Cars
화려한 성공과 갈채를 꿈꾸는 주인공 라이트닝 맥퀸(목소리 오웬 윌슨 분)은 경주에서 성공

하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타오르는 청춘. 하지만 피스톤 컵 챔피온쉽에 참

가하기 위해 달리던 중 경쟁과 함성과는 동떨어진 ‘래디에이터 스프링스’란 한적한 시골

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는 지도에 조차 표시되지 않는 한적한 66번 국도.. 조용하지만 다양한 캐릭터들이 큰 열정

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 맥퀸은 미스터리한 과거를 지닌 닥 허드슨(목소리 폴 뉴먼 분)과 

샐리 (목소리 보니 헌트 분) 그리고 메이터(목소리 래리 더 케이블 가이)를 만나게 된다. 그

들을 통해 인생이란 목적지가 아닌, 여행하는 과정 그 자체이며 명성과 스폰서, 트로피 뒤에 

가려진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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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기념 한인회 행사 안내

한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외국인 커뮤니티 중에서 최대 규모로 성장한 한인사회는 다이나믹 코리아의 기치아래 역동적인 역사를 창

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한인사회의 위상제고 및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어울림의 한마당 잔치를 갖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15 경축행사 및 체육대회
1. 일시: 2006. 8. 15(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2. 장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대 운동장 및 강당

3. 광복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A. 일반 체육대회: 10:00 ~ 16:00(운동장)

종목: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훌라후프 돌리기, 비석치기, 팔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박 터트리기, 축구

진행: 팀으로 운영되니 입장 시 필히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팀은 당일 날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B. 점심식사: 12:00 ~ 13:00(운동장)

C. 광복절 기념식: 13:30 ~ 14:00(강당)

D. 안양국악단 공연: 14:00 ~ 14:30

4. 체육대회 시상식 및 Lucky Draw 추첨(운동장)

   *상품이 푸짐합니다. 모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프대회
1. 일시 및 장소

A. 일시: 2006. 8. 15(화) 오전 7시 Tee-off

B. 장소: Halim Lama CC

2. 회비: Rp. 190,000(조식, 중식, Caddy Fee, Green Fee 포함, Tip은 개인 부담)

3. 티켓 판매

A. 티켓: 남-110매, 여-30매

B. 판매 기간: 2006. 7. 21 ~ 8. 5(선착순)

C. 판매처: 한인회

4. 티켓 구입 시 주의사항: 성명, 핸디캡,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구입한 티켓은 환불 불가능)

5. 참가 자격: A. 남 - 핸디캡 28이하

      B. 여 - 핸디캡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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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을 위한 미술강좌 개설

강좌: 미술과 생활

내용: 현대를 사는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미술상식과 우리의 주변 생활속에서 발견할수 

있는 미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흥미있게 풀어나갑니다.

강사: 박흥식 화백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장소: 한인회관 2층

개강: 8월 1일 화요일

연락처: 0815-1365-7270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예술단
        합창단 제3기 오디션

주최: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예술단

후원: 재인니한인회

자카르타 한인어린이예술단 합창단 제3기 

오디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디션 일시: 9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한인회 건물 1층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예술단 연습실

오디션 곡: 연날리기, 하늘나라 동화,

                새싹들이다, 윷놀이 중 택 1곡

응시자격: 현 2~6학년

접수: 전화접수 및 오디션 당일 접수

오디션 비: 십만루피아

문의처:

송 숙: 769-2700, HP. 0812-872-2209

명영선: 4287-4501, HP. 0812-887-1887

김영희: 822-5248, HP. 0818-0805-4871

합창단 연습시간: 

매주 토요일 1시 30분 ~ 3시 30분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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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인회

무료 법무 및 투자 컨설팅 안내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전화: (021) 529-60643, 0816-1911245

상담방법: 대면 혹은 전화

상담범위: 법률에 관련된 문제 전반 및 투자 컨설팅

상담자: 변호사 겸 파산관재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승은호

           UKI Language Center

(Universitas Kristen Indonesia 외국어학당)

Place: UKI Campus - Cawang

Subject: English for Entering University, 

General English, Korean for KLPT(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Class: As per Replacement Test (배치고사)/

Tutoring and Le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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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IP-UKI

Dr. Kim (081310205331)

Drs. Hemat Purba (08131864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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