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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 편집위원 식구가 늘었습니다.
한인뉴스는 2007년 3월 김은미씨(왼쪽 두번째)를 새로운 편집

위원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김은미 편집위원은 앞으로 여성, 일

상, 국제결혼 가족, 경영칼럼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한인뉴스’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

뉴스’는 한인회원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나

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

니다. 매월 10일경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한

인뉴스’의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

영위원사 등 100여 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

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 ‘한인뉴

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

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

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

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

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

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

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

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원고 마감

일은 20일이니, 원고 마감일 전에 한인뉴스 편집

부(Fax: 021-526-8444, E-mail : haninnes@naver.

com, 주소: Korean Association,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58 Jakarta)로 투고해 주시면 편집회

의를 거쳐 게재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 PR성 광고성 기사는 지양됩니다.‘한인

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

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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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최악의 홍수피해

人災가 부른 
자카르타 대 홍수

시가지 70% 침수
150여 명 사망

수십만 명 이재민 발생

2007년 2월 자카르타 대 홍수
  지난 2월 자카르타는 시내의 70여%가 침수되고 150여 명 사망, 수

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홍수피해를 입었다. 주

요 도로 뿐만 아니라 동부 자카르타와 몇몇 상습침수 지역이 이번 

홍수로 인해 또 같은 피해를 입는 등 해마다 2월이면 어김없이 홍

수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자카르타는 홍수 대비시스템

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도시배관를 깨끗이 청소

하고 시스템을 조금 손보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홍수에 대비한 

정부 관계부처의 관심이 있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이번 홍수피해는 人災에 가깝다는 것이 

자카르타 시민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자연재해 전문가들은 홍수방

지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자카르타는 매년 피해가 더욱 커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해지역은 대부분 가옥침수는 물론 도로유실과 정전, 통신두절, 식

수난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최소한의 활동이도 어려운 상태이어서  

완전히 복구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되고 있다.

교민과 교민기업 피해 커
  한인회와 대사관은 2월 5일 홍수피해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홍수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적절한 구호방안을 논의하고 2월 

6일(대사관과 한인회)과 11일(대사관,한인회,코트라,뉴월드메디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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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거주 지역과 교민기업 피해지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했

다.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중의 하나인 끌라빠가딩

지역은 거의 모든 중요도로와 진입도로, 시가지가 거의 

물에 잠겨 마치 호수에 갇힌 고립된 섬이 되었다. 직접

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 거주지인 아파트 주위가 

물에 잠기면서 외부와의 교통,통신 두절, 단전, 단수 등

으로 식수와 생필품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쯤빠까마스 지역에서도 많

은 피해가 있었다.

  또한 딴중뿌리옥 항구에 인접해 있는 자유수출공단인 

KBN 공단에 소재한 한인기업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

다. 공단 내 20~30여개 한인기업 중 15여개사는 원부자

재, 완제품, 기계장비 등이 침수되면서 거의 열흘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인니세관측의 철수로 인한 화물

선적 등 제반 수출업무가 중단되는 등 피해정도가 심각

했다. KBN 공단내 각 한인업체 직원들은 피해를 최소

한으로 줄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어깨까지 차오르

는 물살을 헤치고 공장 내 원부자재 등을 옮기거나 혹

시나 발생할수 있을 야간 도난사건 방지를 위해 자발적

으로 밤새도록 공장을 지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2월 15일 전후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홍수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공단은 다시 활기를 찾는 듯 보이지만 

일부 한인업체들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복구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인사회, 수재민돕기 도움의 손길 이어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6일 동포안내문을 통해 

2월 28일 까지 수재민돕기모금운동을 전개했고 부인회

는 밤이면 추위로 고생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사

랑의 모포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 외 각 종교

단체들도 자발적인 수재민 돕기 운동에 발벋고 나섰다.

  모금운동 첫날 이선진 대사와 직원 일동은 한인회

를 방문하여 가장 큰 외국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

는 한인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수재민을 돕기 활동에 

있어서도 타 커뮤니티에 모범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홍수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게 써달라며 수

재의연금을 한인회에 전달(2월 11일)하고 이선진 대

사는 개인적으로 1000달러를 한인회에 직접 전달하

는 등 이 후 교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

져 2월 28일까지 한인회에 접수된 수재의연금은 총 

325,904,900 루피아 9,600달러, 의류 9상자로서 이 의

연금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수해를 입은 교민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한편 한인회는 수재의연금 모금운동 이외에 홍수로 

고립되어 있는 끌라빠가딩 지역 교민들에게 트럭을 이

용 직접 식수와 부탄가스 제공하고(2월 7일), KBN지역 

한인기업들에 공장내 소독과 홍수 후 전염병 발생 예방

을 위한 방역작업을 실시(2월 13-14일)하는 등 재해지역 

교민과 기업체 돕기에 앞장섰다.

자카르타 최악의 홍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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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비상대책회의
한인회와 대사관은 2월 5일 홍수피해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홍수피해에 대한 실태 파

악과 더불어 적절한 구호방안을 논의했다.

홍수피해지역 방문, 실태 조사
한인회와 대사관은 2월 6일 홍수피해가 심한 끌

라빠가딩 지역을 방문하여 교민의 피해 정도와 

시급히 요구되는 구호물자등에 대한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끌라빠가딩 지역은 모든 진입

로가 물에 잠겨 고립된 섬을 연상케 했다.

한인회, KBN 공단 내 
교민기업 방역작업 실시
홍수로 가장 피해를 입은 곳 중의 하나

는 자카르타 북동쪽의 KBN 공단이다. 

30여 한인 업체가 가동중인 이 공단 중 

15여개 한인업체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한인회는 2월 13일, 14일 양일에 

걸쳐 심각한 홍수피해를 입은 한인업체

의 공장 내 소독과 차후 발생될지 모르

는 전염병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방

역작업을 실시 했다.

한인회, 태권도협회 끌라빠가딩지역 
교민들에게 구호물품 전달
2월 5일 한인회와 김광현씨(태권도협회)는 

끌라빠가딩 지역 교민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생수 200통과 부탄가스 100통이 전달됐다. 

한인사회, 홍수 피해 대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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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수재의연금 모금 운동에 앞장 선 대사관
이선진 대사와 직원 일동은 한인회를 방문, 수재의연금

을 전달하였다. 이선진 대사는 교민사회가 수재민을 돕

기 활동에 있어서 타 외국인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대사관 부인회, 한인회에 수재의연금 전달
한국대사관 부인회 회원일동은 한인회를 방문 정

성스럽게 모은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다.

대한항공, 한인회에 수재의연금 전달
대한항공 인도네시아 지점(지점장 김창모)은 3월 1일  

지난 2월 한달 동안 사내에서 모은 수재의연금 2000달

러를 승은호 한인회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33,596,000 루피아,
의류 9 상자 한인회에 전달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교사와 

학생일동은 53,596,000루피아를 수재

의연금으로 모아 그 중 33,596,000루

피아와 의류 9박스를 한인회에 전

달했다. 한편 JIKS는 수재의연금중 

나머지 2000만 루피아는 수해를 입

은 JIKS학생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

이다.

코린도 그룹, 
수재의연금 전달,
자사 사원돕기에 발벗고 나서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선두주

자인 코린도그룹(회장 승은

호)은 자카르타의 최악의 홍

수사태로 집과 일터가 침수

되어 고생하고 있는 교민들

을 위해 1억루피아를 모금하

고 한인회에 5000만 루피아를 

기탁했다. 나머지 5000만 루피아는 침수피해를 

입은 코린도 사원을 돕기위해 씌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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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회, 수재민 돕기 사랑의 모포 모으기 운동 전개
부인회에서는 지난 2월 자연재난으로 수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모포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부인회는 회원들께서 보내 주신 성금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방문하여 

1차로 2월 12일 땅그랑 지역 주민들에게 모포 200장과 의약품을, 2차로 2월 14일 꺼바요란 (위자야 저

지대 지역) 주민들에게 모포 200장을 전달하였다. 부인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하여, 교민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사랑의 구호품들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인니 한국부인회 소식

재인니 한국부인회는 2007~8년 임기 2년의 임원들을 구

성되었다.

  채영애 회장이 지난 임기에 이어 연임되었고 부회장

에는 이애순, 한기순, 이상미 씨가 선출되었다. 이상 총 

12명으로 구성 된 부인회의 새해 목표는 좋은 국가‘대

한민국’이라는 국가 Image Making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인회는 지난 2년간의 부인회 활동이 대내 활

동의 확장과 결속력을 다지는데 주력하였다면, 이제 앞

으로의 2년은 대내 결속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부

인회 활동에도 협조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사회 봉사활

 재인니 한국부인회 임원진(2007~8 년)

회장 채영애

부회장 이애순, 한기순, 이상미

총무 김미혜, 이효순, 이경선, 유은영

서기 김영애, 김태현

회계 엄영란, 이민희

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높

이는 민간외교 역할을 할 것임을 전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재인니 

한국부인회에 교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기대합니다.

무궁화유통, 생필품 교민피해지역에 전달

무궁화 유통은 2007년2월7일 한인회, 한국 대사관

과 협력하여 교민들의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끌라

빠가딩 지역을 방문, 약 칠천만 루피아 상당의 식

수, 라면, 부탄가스 등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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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수재의연금 기탁자
2007.2.28일 현재

번호 회 사 명 대표자
금 액

USD RP

1 가야성 이 명 호 5,000,000.00

2 대한민국 대사관 부인회 10,000,000.00

3 대한민국 대사관 임직원 11,508,000.00

4 대한항공 인도네시아 지점 김 창 모 2,000.00

5 반둥 한인회 최 이 섭 3,000,000.00

6 신발 협의회 10,000,000.00

7 자카르타 성요셉 성당 1,800.00

8 제 12교구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 3,800,000.00

9 족자 한인교회 5,000,000.00

10 족자한인회 조 현 보 10,000,000.00

11 한국 산업 인력공단 양 성 모 1,000,000.00

12 한양가든 신 광 택 2,000,000.00

13 AGULATEX 재 제 웅 5,000,000.00

14 DAYUP INDONESIA 석 웅 치 10,000,000.00

15 DONG IL INDONESIA 정 철 주 2,000,000.00

16 DONG SUNG INDONESIA 김 재 유 10,000,000.00

17 DONGAN KREASI INDONESIA 박 헌 식 3,000,000.00

18 DOSON INDONESIA 양 승 진 1,000,000.00

19 E.G. 이 연 근 3,500,000.00

20 GAYA INDAH KHARISMA 김 영 욱 5,000,000.00

21 HANIL INDONESIA 유 봉 렬 2,000,000.00

22 HANIN NUSA MULYA 이 완 주 500.00

23 HANINDO EXPRESS 신 기 엽 10,000,000.00

24 HUNG A INDONESIA 손 이 태 10,000,000.00

25 J I K 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전 호 신 의류 9상자 33,596,900.00

26 K N O C 권 흠 삼 5,000,000.00

27 KIDECO JAYA AGUNG 김 성 국 10,000,000.00

28 KIPCO 김 영 만 2,000.00

29 KMK GLOBAL 송 창 근 10,000,000.00

30 KORINDO GROUP 승 은 호 50,000,000.00

31 KOTRA 김 병 권 500.00

32 LG ELECTRONICS INDONESIA 이 기 주 30,000,000.00

자카르타 최악의 홍수피해로 인도네시아 국민 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이에 한인회는 홍수 피해 교민들을 돕고자 수재의연금을 모집하였습니다. 

한인회는 수재의연금을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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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BA 1,000,000.00

34 POSCO 2,000,000.00

35 SAMICK INDONESIA 이 영 호 10,000,000.00

36 SERIM INDONESIA 김 충 훈 10,000,000.00

37 SK KERIS 진 영 휘 10,000,000.00

38 SUKWANG INDONESIA 김 경 곤 10,000,000.00

39 SUNG BO JAYA 이 진 수 5,000,000.00

40 SUNG WON 이 종 후 5,000,000.00

41 U I A 안 선 근 500,000.00

42 UNGARAN INDAH BUSANA 이 상 일 300.00

43 VICTOR JAYA RAYA 이 호 덕 5,000,000.00

44 이 선 진 대사 1,000.00

45 강 호 성 500.00

46 무 명 3,000,000.00

47 무 명 2,000,000.00

48 무 명 1,000,000.00

49 무 명 1,000.00

TOTAL 9,600.00 325,904,900.00

김덕우, 강호성 한인회 이사,

한인회발전기금 1000달러씩 기부

지난 12월 1일 한인회 신임이사로 선임된 

김덕우(좌측), 강호성(우측)씨가 한인회 발

전기금에 써달라며 각각 1000달러씩 한인회

에 기부했다. 두 이사는 평소 교민사회의 공

익을 위한 한인회의 투철한 사명감에 감명

받다고 한인회 이사로서 한인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수고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며 한인회 발전기금 기부의 

변을 대신했다.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인니지회 창립
지난 2월 1일 자카르타 그랜 멜리아 호텔에서 사단법인 세

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창립총회가 개최 되었다.

1981년 출범, 1994년 사단법인으로 공식 설립된 World-

OKTA는 세계 51개 나라에서 94개 지회가 결성되어있는 

6,000명의 해외동포기업인들의 모임이다. 이날 무궁화 유통 

김우재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경제인들 50명이 참석

한 가운데 공식결성된 World-OKTA 인니 지회의 초대지회

장으로 선출되었다.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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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뜨거웠어요.
  “눈물겨웠지요. 저 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공단(KBN) 내 한국직원, 현지직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할 것 없이 모두 눈물 나게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수마가 찾아온다면 어떻하나 그땐….”

지난 2월 2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퍼부어 댔던 폭우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수마와 싸워 

눈물겨운 승리를 일구어내 박현숙(PT. Yeon Heung Mega Sari 이사)씨는 전했다.

   KBN공단 입구는 금새 사람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 오르고 어제까지만 해도 두발로 멀쩡히 디

딜 수 있었던 땅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보트에 의지해야만 공장문을 밟을 수 있었다. 

KBN공단의 거의 모든 공장은 침수되어 버렸고 마치 호수에 듬성 듬성 떠있는 섬들을 보는 것 같

았다. 자카르타의 물난리 소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곳곳에서 톱뉴스로 다뤄졌고 그 덕분에(?) 

각국의 바이어 들로부터 안부 전화와 함께 독촉의 화살이 쉴새 없이 받았다고 하니 엎친대 덮

친 격이 KBN공단의 풍광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뜻밖의 희망을 보았다고 다음과 같이 박현숙씨는 전했다.

“핸드폰이 물에 빠지면 기능을 상실하는 것처럼, 공장 내 많은 전자 재봉틀들이 침수되는 것

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봉틀을 분리해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완성된 의류품들은 천정의 닥터에 매다는 매 일초가 아까운 시간에 하나 둘 씩 몰려들기 시작

한 직원들은 전장의 병사들처럼 일사 분란하게 합심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시만 내리십시

오’라는 그들의 의연한 눈 빛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감동시켰답니다. 보통 현지인들은 게

으르고 지시한 일도 몇 번을 체크해도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편견이 순간 180도 바뀌

어 버렸어요.”

  당시 KBN공단의 다른 한국 업체들 중엔 침수피해가 더 심한 곳도 많았다. 하지만 그날 만큼

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다. 현지 직원들은 삼삼오오 조를 짜서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공장을 

지켰다.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원들 대부분의 집들이 홍수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어

려울 때 서로 돕는 우리의 정서보다 더한 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KBN공단은 2월 10일 경쯤 그 수마를 이겨내고 어느 정도 다시 평온을 찾았다. 곳곳에서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흘러나왔지만 재 침수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10여일 간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할 임금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KBN공단 

내의 각 업체의 몫임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야만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KBN공단 둘레를 감싸며 폭우 시 수위를 제어해야만 하는 하수구는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KBN공단 내에서 쏟아지는 오수와 쓰레기들의 집합소 역할을 하수구가 대신하고 있

어 하수구의 깊이가 매년 낮아져 수위조절역할을 상실하고 있었다.

  “비가오면 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어요. 하수구는 이미 포화상태 여서 다시 폭우가 오면 또 

꼼짝없이 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각 업체에서 쓰레기처리에 신경을 써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KBN공단 사무소와의 계속적

인 대화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숙씨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 공장으로 향하다 구덩이에 빠져 가까스로 근처의 

파출소 직원들로부터 구조됐다. 생사를 넘나들었던 박현숙씨는 자신의 행동은 다른 한국업체 직

원들과 본사 사장님의 애사심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고 겸손히 말한다. 이번의 재난을 거울 삼

아 좀더 다른 업체들과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잃은 것 만큼 얻은 것도 많았고 재난 방지를 위해 

좀더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으면 한다는 소박한 마음을 전했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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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7일 인니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6년 한국 주제 에세이 콘테스트’의 시상식이 인

니 교육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우수자 8명(고등

부, 대학부 각 4명)에게 상금과 부상이 수여됐다. 이선

진 대사와 인니 교육부 파슬리 차관보 등이 참가한 가

운데 열린 시상식에는 리나 노비얀띠와 헤니다 트리아

리피얀띠가 각각 고등부와 대학부 최우수자로 뽑혀 오

는 5월 중순에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의 초청으로 1주

간 한국을 방문하는 특전이 부여됐다.

 대사관은 ‘왜 한국은 다이나믹한 나라로 생각되는

가?’, ‘한국에 대해 보거나 체험한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향후 한국과 인니간의 바람직한 미

래관계는?’  이라는 에세이 주제의 수필 콘테스트를 

통해 인니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을 배울 수 있는 동기

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중진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인니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필 콘테스트를 추

진해 오고 있다.

  이번 에세이 콘테스트에는 전국 30개 주에서 총 

2,349명이 참여, 2005년도 보다 639명이 많이 응모하여 

역대 에세이 콘테스트 중 가장 많은 응모기록을 세웠

다. 이는 인니 젊은이 층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한

국을 알고자 하는 인식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선진 대사는 축사를 통해 “작년 12월 초 한.인니 

양국 정상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함에 따

라 한.인니간 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인니관계가 더욱 밝고 가까워

지기 위해서 양국 젊은이들이 상호 좋은 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년 에세이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직을 맡아온 국립

인도네시아(U.I.)의 사파르디 조꼬 다모노 전 인문대학

원장은 학생들의 에세이 수준이 예년에 비해 크게 향

상되었고 한국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옮겨 적는 수준

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자신의 직간접 경험, 이

해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심사 소감

을 밝혔다.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 및 수상자의 한국 방문등은 

LG전자, 미원, 대한항공 등이 후원하였고 행사식장 밖

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월화차문화원’ 회원들이 

손수 빚은 맛깔스런 한국 전통음식을 준비, 양국이 한

국의 전통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왜 한국은 다이나믹한 나라로 생각되는가?’

’06년 한국주제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 열려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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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엽인도 석웅치 사장, 해외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석웅치 (주)대엽인도 사장은 해외동포사회의 융화와 단결, 복지증진에 기여한 동포에게 수여

되는 해외유공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선진 대사는 지난 2월 15일 대사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표창장을 석웅치 사장에게 전수했다.

석웅치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KBN 공단 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한인사회의 위상

을 선양한바 있으며, 재난 발생시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구호성금을 쾌척하는 등 기업인

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모범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해외 유공자로 선정되었

다. (주)대엽인도 지난 2월 자카르타 홍수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적지않은 액수를 

수재민돕기기금으로 쾌척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2월 1일 오후 3시 

코린도 홍보관에서 2명의 인도네시아 대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 2명

은 모두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 학생으로서 세종대학

교 대학원 MBA 과정에 2년간 수학할 Ahmad Kurtubi군

과 연세대학교 학부과정에서 1년간 수학하게 될 Rusli 

Halim군이다.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학문을 

통한 양국간의 협력에 크게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하였

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대학교에서 Junaidi 국제협

력처장이 참석하였으며 답사에서 세종대, 연세대 및 코

린도그룹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코린도장학재단에서 지원한 유학생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미 수학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이 6명이

며 현재 4명이 수학중에 있다. 한편 연세대학교 학부

에 다녀온 학생은 4명이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

사과정을 마친 학생 1명이 있다. 코린도장학재단은 앞

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한국으

로 보낼 예정이다.

코린도장학재단

인도네시아유학생 지원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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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소식

  자카르타 밤을 수놓은

 천상의 하모니
한소리 음악회 열려

       - 어린이에겐 꿈과 희망을 -

  - 어른들에겐 고국에 대한 향수를 전해줘 -

  천상의 목소리를 닮은 10명의 아름다운 성악가들의 

환상의 하모니로 자카르타의 밤을 수놓았다. 지난 2월 

10일 빠사르 바루(Pasar Baru) 맞은편에 위치한 자카르

타 예술의 심장인 자카르타 예술원(Gedung Kesenian 

Jakarta)에서는 수백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

카르타 한인어린이합창단’의 주최로 

한소리 음악회의 ‘천상의 하모니 한

소리 음악회’가 열렸다.

  꼬마자동차 붕붕, 날아라 슈퍼보드 

등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

에게는 진한 향수를 안겨준 노래에서

부터 단순해 보이는 고양이의 울음소

리 만으로 도 훌륭한 곡을 엮은 이중

창 ‘Cat’s Duet’의 묘함, 또한 정통

의 오페라 아리아와, 휘파람, 꽃, 어머

나 등 요즘 고국에서 한창 인기를 받

고 있는 북한 노래에 이르기 까지 2시

간 여에 걸친 공연은 관객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놀라운 기획력을 보여줬다. 한곡 

한곡이 끝날 때 마다 쏟아지는 박수세례와 앵콜 세례

를 받은 한소리 음악회는 모처럼 만에 진실되고 창의

력 높은 한국 음악의 진수를 보여줬다.

  한편 한소리 음악회 회원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천상

의 목소리 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지난 자카르타 

홍수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찾아나서며 도움

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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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소식

1. 강당 공사 
(첨단 LG 하이소바 흡음재 장착) 한국 LG 하이소바 라

는 신제품을 천장에 시공하여 흡음효과가 증대 되었으

며, 스크린 상부의 복잡하던 전력선 덮개 등을 산뜻하게 

덮어주었다. 양 옆을 지나던 에어컨 덕트 를 철거 하여 

냉방효율 증대 는 물론 시각적으로 보다 탁 트인 느낌을 

주게 하였다. 무대 벽은 청색 아트보드를 설치하여 포인

트를 주었다. 

2. 초등 화장실 Renovation 공사
초등 화장실 은 환기,디자인.실용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

여 새로운 화장실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신입학생들을 위

하여 소변기와 세면기 높이를 조정하였으며 항상 클래

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와 화장실을 새로운 문화공간

으로 변신시켰다.

3. 농작물 실습장 조성공사
수영장 옆 유휴 토지를 개간하여 농작물 실습장을 조성

하여 학생들 이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해 볼 수 있

게 하였다.

JIKS 방학 중 강당 및 화장실 
Renovation 및 농작물 실습장 조성
자카르타 학국국제학교 는 2006년 겨울 방학을 기해 초등 건물 화장실 1,2층 남,녀 화장실 을 새로 꾸몄으

며 및 강당 전체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신학기에 학생들이 보다 산뜻한 마음으로 학업 증진을 할 수 있

게 하였다. 또한, 수영장 주변 유휴대지를 재활용하여 농작물 실습장으로 개조하였으며, 문구점은 초등건

물로 이전되어 학생식당에서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문구점 입구는 곡선으로 

빗물막이를 설치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학부모 바자회 수익금 
영어도서 구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는 지난 11월

27일 학부모 회로부터 전달 받은 사랑

의 장터 수익금 2,500만 루피아로 영

어 도서를 구매 하였다.

이 기금은  학부모회 ( 초등 김순식, 

중등 허염희, 고등 남기인 ) 회장단은 

11월27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서 

열린 JIKS 30주년 기념 사랑의 장터에

서 거둔 수익금이다.

이번에 구매한 영어도서는 Scholastic 

Phonics등 총 341권이며 모든 도서를 

학교 도서실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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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회 고교과정 졸업생들의 
   힘찬 입장

2. 재단이사장상을 받은 

   제28회 초등학교과정 졸업생

3. 이제는 사회인이구나.

4. 후배들의 축하공연

5. 강당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

JIK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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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고교과정, 초등학교과정 졸업식
2월 2일과 5일 JIKS강당에서는 제8회 고교과정 졸업식과 제28회 초등학교 졸업식이 각각 거

행됐다. 강당을 가득 메운 선생님과 선후배, 학부모와 초청 내빈들은 정든 교정과 스승의 곁

을 떠나 더욱 새롭고 큰 세계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게 될 고등과정 졸업생 총159명과 초등학

교 졸업생 총 103명의 희망찬 앞날을 축하해 주었다.

 2006학년도 고교과정 졸업생 현황 (2007년 1월 31일 현재)

졸업생 수 진학 현황

남 여 계 국내 외국 미확정 기타 계

76 83 159 148 7 2 2 159

 진학 상황(합격 기준, 중복합격 포함) (2007년 1월 31일 현재)

대
학

서
울

연
세

고
려

서
강

이
화

성
균
관

중
앙

경
희

한
양

홍
익

아
주

인
하

건
국

동
국

교
원

기
타

계

합
격
자

7 26 19 10 16 15 36 13 28 19 7 5 14 12 5 92 324

 2006학년도 초등학교과정 졸업생 현황

졸업생 수 진학 현황

남 여 계 본교진학 귀국 기타

60 43 103 91 1 11

조한근 전 주 인도네시아 공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 장학금 전달

 2007년 2월 15일 오전 10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장실에서 

조한근 전 주 인도네시아 공사가 보내온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

다. 조한근 공사는 작년에 귀국한 이후 학교에 장학생 한 명을 

선발해 주면 매년 장학금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해와 이번에 처

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한근 공사의 장학금 미화 3천6백

불은 지난 해 학생회장으로서 모범을 보인 12학년의 이지형 군에게 1년 등록금으로 지원되었다. 장학금은 조한

근 공사를 대신하여 김남용 공사가 수여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전호신 신임 교장, 김보성  교감 및 정무웅 재단 

부이사장이 참석하였다. 김남용 공사는 장학금을 받는 이지형 군에게 장학금을 주신 분의 뜻을 생각하여 더욱 

학업에 정진하며 훌륭한 학생이 되라고 격려하였다. 학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근무했던 것을 인연으로 장

학금을 쾌척하여 한인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준 조한근 공사의 선행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

으로 더 많은 장학 사업이 한인사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JIKS 소식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과일들이 나무에 매달린 모양을 보면 정말 제 각각 입니

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매달린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

가 있을 것 입니다. 람부딴(Rambutan)이라는 과일이 나

무에 매달려 있는 모양은 참 특별 합니다.  노란색 빨간

색 초록색의 다양한 색들이 한 송이에 함께 어우러져 있

는 모양 입니다. 표면을 둘려 싸고 있는 껍질은‘털’이

라고 해야 할지, ‘가시’ 아니면 ‘머리카락’…… 마

땅히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특이 합니다. 그런 터벅머

리 열매가 여럿이 달려 마치 형제끼리 의지하여 기대 선 

모양 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과일을 처음 대하게 되면 그 

특이한 모양새에 이렇게 생긴 과일도 있나 하고 신기해 

합니다. 특히 이 과일의 온몸을 감고 있는 길다란 가시

같은 털이 너무 신기하여 보통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란 이름으로 쉽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숨겨진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바닥에 좀 내려 

놓기만 해도 개미들이 모여 듭니다. 길에서 한 묶음 사 

왔다가 집안 전체가 개미로 들끓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rambutan 이라 불리지만 프랑스에서

는 ramboutan 또는 ramboutanier, 인도에서는 ramboostan, 

중국에서는 shao tzu, 베트남에서는 chom chom 또는 vai 

thieu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명으로는 Nephelium lappaceum L.이라하며 식물학 분

류를 보면 종자식물문(Spermatophyta), 쌍자엽식물강

(Dicotyledoneae), 무환자나무과(Sapindaceae)에 속합니다. 

나무에 송이송이 서로 어우러져 달려 있는 모양을 한 것

이 꼭 밤송이를 연상 시킵니다. 그 색깔도 다양하여 노

란색, 초록색, 빨간색 등 원색들이 보기 좋게 조화를 이

루고 있습니다. 껍질을 까면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속

살은 하얀 우유빛을 띄고 부드러운 육질을 가지고 있습

니다. 과육과 씨를 사이에 두고 하얀 막이 있는 것도 특

징입니다.

말레이지아를 그 출생지로 보고 있으며 이후 동남아시아

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인

도, 필리핀, 태국, 중앙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

게 재배되고 있는 과일 입니다. 

열대 아열대 기후가 재배에 적당한 환경이며, 연평균 

2,000 mm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지역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더라도 자생하여 자라는 과일 입니다. 

  

람부딴은 소화기능을 도와 영양분을 저장하도록 하는 좋

터벅머리 속,

열대의 선물

람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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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g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 내 칼슘의 흡수를 도우며, 

철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할 수 있으니 간식으로 먹

기엔 제격인 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람부딴의 씨

는 옛날부터 당뇨 치료에 사용한다고 하고, 잎은 머리

가 희어지는 것을 막을 때 썼다고 하고, 과일 

껍질은 열병 및 이질을 치료하는 데 약재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람부딴을 고를 때는 들어 보았을 때 단 맛

이 확 풍기며 느껴지는 것이 달고 맛 있

습니다. 

머리카락의 색깔이 어둡지 않고 환해 보이

는 것이 싱싱한 것이며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은 

덜 익은 것 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껍질의 가운데를 잘

라서 과육을 꺼내서 먹으며 과육과 씨 사이의 얇은 막은 

먹지 않습니다. 그 막은 먹으면 떫은 맛이 나서 람부딴

의 단 맛을 경감시킵니다.

한국인들이 별 거부감 없이 쉽게 친해 지는 열대 과일

들이 있는데 람부딴 역시 그 중 하나 입니다. 다녀 가신 

친지 분들이 “그 머리가락 같은 과일” 하면서 람부딴

을 얘기 하고, 인도네시아를 떠올립니다. 아마 본적이 없

는 특이한 모양새가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우리 기억 속

에 람부딴이 깊숙이 자리하는 이유는 그 달

고 쫄깃한 듯 한 맛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

kang4333@chol.com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은 과일입니다. 비위는 물론 대장의 기(氣)를 원활히 순

환하게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감(甘), 산(酸)하고, 족태

음비경(足太陰脾經),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수양명대

장경(手陽明大腸經),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의 경

락(經絡)으로 들어가며, 비위의 경락으로 귀

경(歸經)하는 뚜렷한 특징(特徵)을 볼 수 

있습니다.

감미(甘味)로 인하여 비위(脾胃)의 기

(氣)를 보(補)하며, 비위(脾胃)의 상하(上

下) 순환(循環)을 원활케 할 수 있으니 비

경과 위경으로 귀경하는 특징이 나타나며, 

산미(酸味)로 인하여 살충(殺蟲)하는 효능

(效能)이 있고, 방향성(芳香性)이 있어서 행기

(行氣) 시키니 간(肝)과 위(胃) 또는 간(肝)과 비(脾)의 

불화(不和)로 나타나는 체증을 완화(緩和)시킬 수 있다

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람부딴을 당도가 아주 높아 가족들

이 함께 즐겨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으로 꼽습니다.

잘 익은 람부딴을 따놓고 보면 금방 개미들이 모여드는 

것에서 그 당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분, 탄수화물, 칼슘, 인, 섬유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의 함유 입니

다. 람부딴에는 평균 ‘인’이 12.9mg 정도 함

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루

에 섭취해야 할 칼슘과 인의 비율

이 1.5:1이 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하나, 사실 현대

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섭취하

는 음식물 내에서 칼슘과 인

을 충분히 섭취하기란 쉽지 않

습니다. ‘인’은 칼슘처럼 골격과 

치아를 만들어 주며, 영양물질을 운반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 및 임신 수

유기 여성께는 꼭 권해드리는 과일입니다.

또한 비타민C의 함유량도 높아 람부탄 하나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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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행장

임 철 진 

사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두 나라 중 어디에서 사는 게 더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인도에서 보다 외국인으로

서의 삶의 질이 더욱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이름으로 비교를 해보면 쉽습니다. ‘인도가 넷

이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외

국인이 삶은 질적으로 인도보다 4배는 높다고 봅니다(웃

음).

예를 든다면, 이곳 교민들이 한국 물건 구입에서부터 거의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한국 슈퍼마켓과 갖가지 

상점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

순하고 낙천적이며 잘 웃는 등 친화적입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은 좋은 만남을 준 시간이었

다. 우리은행의 주된 고객인 교민들의 수준이 다른 해외의 

Q 인도네시아 근무가 인도 다음으로 두 번째 인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3년 반의 근무에 대한 감

회가 있으실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의 생활

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일까요?

A 인도에서의 2년여의 생활은 은행원으로서는 상당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인도 뉴델리에 은행을 

개설하러 갔다가 IMF를 맞고 폐쇄까지 하고 돌아왔기 때

문입니다. 그 후 처음 인니에 온 것이 2003년 8월이었습니

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기억이 납니

다. 적어도 인도에서 만큼의 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았고 

삶의 질이 확연히 높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이사람

소중한 만남 준

교민에게 감사

‘인도가 넷이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라며 방긋 웃는다. 인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임철진 행장에

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얼굴엔 알

게 모르게 약간의 그늘이 진다고 한다.

한인뉴스가 만난 임철진 행장. 그의 얼굴에선 약간의 그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3년 6개월의 인도네시

아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게 되는 그의 얼굴엔 소중한 만남을 안겨준 교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즐거운 추억

에 대한 웃음꽃 만이 가득 피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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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수준보다 월등히 높았고 또한 끈끈한 정

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랑

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직원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고객을 위한 최선

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

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Q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에 대한 역사와 은

행 규모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A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역사는 

92년 6월18일 한일은행이 현지법인을 개설한 시점으로 

올라갑니다. 한일은행의 뒤를 이어 상업은행이 95년 11월 

16일 현지법인을 개설했고 이후 2000년 1월 19일 두 은

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한빛은행

이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 역사는 15년 정도로서 청년기에 접어든 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은행의 총자산 3억1600만불,총자본 7800만

불,지난해 단기 순이익 1300만불 그리고 총자산수익율

(ROA)이 7%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건실한 은행에 속합

니다.

   고객베이스는 수신고객으로는 4500여 고객 정도이고 여

신고객으로는 약 200개 고객으로서 우리은행 해외점포 중 

이익금액으로 최고에 속합니다. 총 직원은 50여명이며 그 

중 본국직원 6명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은행의 점포 50여 개 정도입니다. 동

남아 지역에는 중국 상해, 북경, 신천, 소주, 홍콩, 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진출해있습

니다.

Q 은행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가장 중시했던 것은 ‘고객중심의 경영’ 즉 ‘고객에 

힘이 되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Trust, Transparency, Teamwork, 즉 3T를 경영철

학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첫째 Trust 즉 신뢰는, 은행이 정한 규정과 시스템의 실

현을 통한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은행과 고객 사이의 신뢰

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과의 신뢰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한국직원과 현지직원의 

끈끈한 신뢰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은 말할 필요도 없

습니다.

   둘째 Transparancy는 즉 투명성입니다. 상호신뢰를 바

탕으로 우리은행 직원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충족

을 위해 투명한 데이터에 근거, 고객의 상태를 진단하고 은

행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오픈 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Team Work는, 진정으로 고객에 힘이 되는 서비

스 실현을 위해 우리은행 직원들은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

Q 이러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우리

은행만의 차별화 된 금융상품/서비스가 있다면 소개해 주

십시오.

A 저희가 개발한 몇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다스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달러화와 루

삐아화 예금이 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상품으로

서 일반 고시 금리보다 높고 럭키드로우를 실시하여 당첨

자에게 3%,2%,1% 차등하여 보너스 금리가 추가됩니다. 

현재 1000만 불이 넘는 자금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있

습니다.

   두 번째는 원화환전 서비스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하

여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교민들에게 원화와 루삐

아, 달러간의 자유로운 환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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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당일송금 즉 번개송금 서비스 입니다. 당일송

금을 원하는 고객이 상당이 많습니다. 물론 은행측의 손익

차원에서 보면 이익이 되지 않지만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

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팩토링 대출상품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삼

성과 LG등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는 중요한 운영자금 조

달 수단입니다.

   다섯째는 무역금융의 활성화입니다. 수출입 업체인 경

우에는 적기에 원자재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금융

의 한도를 주어서 필요할 때 LC를 개설을 돕고 원자재 확

보/생산 후 수출이 완료되었을 때 그 수출대전으로 원자제

의 금융을 결제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Q 인니 우리은행장 이시면서 또한 한인회 부회장을 역

임하시면서 인도네시아와 한인사회에 대한 원칙이 있으셨

다면 어떤것입니까?

A 우리은행의 주된 고객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계

시는 교민들입니다. 따라서 주수입원은 교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에 터를 닦고 교민들

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은행수입의 일부를 인도

네시아와 교민사회에의 환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은 일은 2004년 말 인도네시아 반

다-아체에 쓰나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우리은행 

본점의 황영기 은행장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통해 20억 루삐아라는 성금을 모을 

수가 있었고 작게 나마 인도네시아인들과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5명의 학생

에게 매년 1년 전액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작년 인도네

시아 국립대학교(U.I.)에 4년제 학사과정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되었을 때 우수한 성적의 신입생 한명에

게 1년 전액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특히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크고 작은 행

사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민사회

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한인회와 부인회의 공익사업에 

항상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업체들이 한국금융기관으로부터 최상의 금융서

비스를 받기 위한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A 우리은행은 회사신용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사가 성장유망산업인지를 먼저 봅니다.

   둘째로는 경영진(인니에서는 주로 오너)의 능력과 업계

의 평을 살피고 있습니다. 혹 경영진의 과거 신용불량자 등

재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투명성, 즉 재무제표가 실

재 회사의 자산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

다. 물론 현재 인니에서 투명한 재무제표가 세무서와의 관

계 내에서 오히려 회사 경영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인니

의 경영환경이 점점 투명하게 갈 수 밖에 없는 세계적인 흐

름 안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기본적인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업체의 신용을 판

단한 후 최대한의 금융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또한 현지 한국업체들이 한국의 우리은행 네트워크

를 이용 글로벌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토탈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인터뷰 이사람

인도네시아 은행전문잡지인‘Info Bank

(인포뱅크)’에서 받은 상패들.

우리은행은 10년 연속 인도네시아에서 우수

은행으로 뽑혔다. 트로피 마름모꼴 안의 숫자

는 각 해 년도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은행수

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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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경이 없이 세계 어디서나 세계 어느 곳으로 토탈금

융서비스를 받기 위한 네트워크는 이미 구축이 되어있습

니다. 현재 세계곳곳에 개설되어 있는 50여 개의 우리은

행 점포들은 자체 네트워크 망을 통해 최선의 서비스를 약

속 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 ‘제테크 세미나 및 고객사은 골프대

회’ 를 통해 소개해 드렸듯이 ‘절세절약’, ‘효율적인 

자산운용방안’, ‘부동산 시장 전망’등 여러분의 재산

을 Management 해 주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 은행입니

다. 인니 우리은행 Customer Service Dept를 찾아주시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Q 인도네시아의 금융환경을 어떻게 보시고 향후 인도

네시아 금융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IMF전 인도네시아에는 27개의 외국은행을 포함 무

려 239개의 은행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31개로 대폭 줄었지만 그 중 총자본이 

1000만불 이하인 은행, 즉 한국의 마을금고 수준의 열악

한 은행이 무려 57개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은 2005년도에 ‘인니 은행 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통

해 2010년까지 50여 개의 은행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

하고 있어 은행간의 M&A가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임에는 분명하지

만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인프라의 구축 여부

에 따라 인도네시아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

리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민간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투

자가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지원들이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에서는 2006년에 홍콩에 

IB(Investment Banking) 금융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민

재 차기 행장님은 기업금융의 전문가로서 런던에서 딜러

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 분야의 경륜을 갖추신 분입

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IB 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

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교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

시다면?

A 앞서 말씀 드리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제게 너무도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값진 날들이었

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주신 교민과 고객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은행은 대한민국 토종은행이며 ‘우리나라 일등은

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족 같고 

친구 같은 좋은 벗이 되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교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상담을 위해 벽을 없

애고 항상 은행을 개방해 놓고 있다. 

   제 후임자 역시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고객을 

최고로 모시는 열정이 넘치는 믿음직한 점포장이 될 것입

니다. 앞으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

이라고 믿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실 

바랍니다. 그간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God bless you!

인터뷰 이사람

2004년 직원들과 함께한 브로모산 워크숍

일출을 보기위해 새벽에 찾은 브로모산은 살을 애 

이는 추위로 우리은행 식구들을 맞아주었다. 

 4계절이 같아 자극이 부족한 인니 현지 직원들에

게 브로모산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줄 수 있었

다.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하나 둘 바뀌어 가기 시

작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색

다른 경험이었다.



28  한인뉴스

특별 연재

글:  김 문 환

제11부

고려독립청년당(高麗獨立靑年黨)

일본과 호주간에 생사(生絲) 교역량이 급증하자 1929년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는 냉방시설

을 갖춘 5,500톤급 화물선 3척을 거의 동시에 진수시켜 

호주의 3대 도시 이름을 붙여 각각 ‘Sydney Maru’, 

‘Melbourne Maru’, ‘Brisbane Maru’ 라고 명명

한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이 화물선들은 예

외없이 전쟁 수송선단에 징발되었고 그 중 브리스번 호

(Brisbane Maru)는 인력 수송선으로 내부가 개조되어 

지금 조선인 군속들을 가득 태우고 1942년 8월 19일 밤 

야음을 틈타 전송객 한 사람 없는 부산항 제3부두를 출항

하고 있다. 규슈(九州) 앞바다에서 일본군 신병들을 실

은 또 다른 수송선 9척과 합류하여 구축함 2척의 호위를 

받는 선단을 구성하여 약 10 노트의 속력으로 남지나해

(南支那海)를 향하여 서서히 남진하고 있었다. 이 10 척

의 수송선단에는 부산 서면에서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3,223명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과 군마(軍馬) 등 기타 

전쟁물자가 가득 실려 있었다. 이 3천여 명의 조선인 군

속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지 남십자성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배 밑창에서 열심히 

회전하고 있는 스크류 소리에만 촉각을 세울 뿐이었다. 

이 수송선단은 동지나해(東支那海)를 지나자 대만 북단

에 위치한 지륭(基隆) 항에 잠시 기항한 후 대만해협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미군 잠수함 출현!”이라는 고함소

리가 터져 나오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기에 분주하였

고 배는 지그재그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때 미군의 어

뢰공격으로 10척의 수송선단 중 일본군 신병을 실은 수

송선 한 척이 침몰되고야 말았다. 나머지 선단은 가까스

로 피격을 면하여 남지나해로 꽁무니를 빼자 이번에는 태

풍경보가 앞을 가로막는다. 12년 선령(船齡)의 화물선이

었던 브리스번 호는 몸부림치듯 요동하며 폭풍 속을 계속 

돌진해 나아갔다. 폭풍과의 싸움을 겨우 이겨내고 안도의 

숨을 몰아 쉬자 배는 어느덧 메콩(Mekong)강 하류의 붕

타우(Vung Tau)에 들어섰다. 출항한 지 10여 일이 지난 

8월 30일이었다. 사이공에서 남쪽으로 125키로 떨어진 

동양 최대의 해변으로 역대 프랑스 총독을 비롯한 베트남 

정부 고관들의 별장지로 유명했던 붕타우 해변이지만 전

쟁의 짙은 먹구름 속에 드리운 그림자는 이곳 기나긴 해

변을 인적없는 유령의 백사장으로 변모시키고 말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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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건너편 베트남 본토를 바라보니 짙은 녹음과 함께 두터운 

열대의 정글만이 시야를 꽉 채우고 있었다. 육로를 통해 

타이, 버마 지역으로 배치될 군속 800명이 사이공에서 먼

저 하선하였고 나머지 군속들은 사이공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상륙조차 못하고 식수마저 공급받지 

못한 채 다시 남쪽으로 선수(船首)를 잡아야 했다. 싱가

폴은 오랫만에 이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낙원 같은 곳이었

다. 이제야 갑판에 나오는 것이 허용되어 한 달 가까이 목

욕을 못한 채 땀띠와 온갖 잡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흔들고 기지개도 켜가며 모처럼 자연의 싱그러운 공기를 

만끽하며 밤하늘의 별도 세어볼 수가 있었다. 쪽배로 노

를 저어 선측에 달라 붙는 말레이인 행상들과 물물교환을 

시작했다. 그들이 열대과일을 듬뿍 바구니에 담아 올려주

면 지급받은 담배를 그 대가로 내려 보내주었다. 소학교 

교과서에서나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바나나를 생전 처음 

맛본 것이다. 싱가폴 항은 이 선단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실제 개전 초기 일본군 남방총군(南方總軍)은 

사이공에 설치하였던 사령부를 1942년 3월부터 싱가폴

로 옮김에 따라 싱가폴은 일본군 군사기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함께 출발했던 10척의 선단 중 대부분의 선박은 

싱가폴에서 군수품을 하역하거나 일부 선단은 병력들을 

계속 싣고 태국, 버마 전선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단지 브

리스번 호, 구니다마 호(國玉丸), 규슈 호(九州丸) 이렇게 

세 척의 선단만이 1,400명의 군속들과 군수품을 싣고 자

바를 향하여 계속 남진하고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선

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적도를 통과한다며 적도제

(赤道祭)를 지내고 있었다. 최종 목적지인 자바 섬이 가

까워 오자 세 척의 선단 중 브리스번 호에 탑승한 제1정

대(挺隊) 제1소대에 소속된 조선인들 중 부산 출항 직후

부터 유난히 날카로운 눈매로 동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

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 활(李 活, 일명 李

億觀)이었다. 이 활은 1915년 서울 출생으로 알려져 있으

나 일설에는 1912년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출생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그의 나이와 출생지가 불분명하듯이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차후에 

자세히 상술하겠지만 3년 반 후 이 활은 대한민국 해외독

립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한 장본인이 된다.

주: 자바에 무사히 도착한 상기 3척의 수송선들은 머

지않아 격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두 격침되는 비

운을 맞게 된다. 브리스번 호와 규슈 호는 1942년 

10월 과달카날(Guadalcanal) 전투에서 미군기의 공

습을 받아 격침되었고 구니다마 호도 1943년 11월 

11일 암본(Ambon) 해상에서 미 잠수함 Capelin호

에 의해 피격된다. 이때 구니다마 호를 격침한 미 신

예 잠수함 Capelin 호는 열흘 후인 11월 23일 또 다

른 일본 수송선 기젠 호(Kizen Maru)를 할마헤라

(Halmahera) 해상에서 침몰시킨 뒤 12월 22일 이

후 연락이 끊기며 78명의 승무원과 함께 셀레베스

(Celebes) 해역에서 끝내 의문의 실종상태가 된다.    

1942년 9월 14일 노을지는 저녁 무렵에 이 세 척의 수

송선은 바따비아(Batavia)의 외항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항에 드디어 닻을 내렸다. <자바포로수용소> 본부 

소속의 위관급 장교가 마중 나와 집합, 정렬, 점호를 실시

하며 1,400명의 조선인 군속들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그 

장교는 “말라리아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판에 박

힌 투로 일장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 사이 모기를 비롯한 

열대 해충들은 방금 온대지방에서 실려온 영양가(?) 높

은 조선인 군속들의 신체 주변을 선회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바타비아(현 자카르타) 

시내까지 도보로 행진하여 제16군 사령부 연병장인 반뗑

광장(Lapangan Banteng)에 집결하여 사령관인 이마무

라 히도시(今村 均) 중장의 열병을 받게 된다. 

1,400명의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을 태우고 부산항 제3부

두를 떠나 우여곡절 끝에 26일 만인 1942년 10월 자카르

타 외항 딴중 쁘리옥 항에 무사히 도착한 브리스번 호

(Brisbane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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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3월, 일본이 인도네시아 전역을 점령하자 자바 

섬에서만 8만 2천 명의 연합군 포로들이 억류되었다. 이

들은 화란군 6만 6천 명, 영국군 1만 명, 호주군 4천 9백 

명, 그리고 미군 883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바 이

외의 지역에는 화란군 1만 8천 명, 현지인 의용군 1만 5천 

명 등 3만 3천 명에 달하였으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억

류된 연합군 포로는 총 11만 5천 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다. 이와 같이 예상외의 많은 포로들이 억류되면서 이들

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 보급품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겪게 되자 수많은 포로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다. 한편 남방원정작전 시 필리핀 공략과 같은 격전지에

서 많은 일본군 병력이 소모되자 모반의 위험성이 덜한 

포로감시원들은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 조달하기로 

결정된다. 1942년 부산에서 교육된 3,000여 명의 조선

출신 감시원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지역으로 

파견되었으며 대만출신 감시원들은 필리핀, 말레이, 남태

평양 지역으로 송출되었다. 1944년 3월에는 억류소(抑

留所)를 추가로 설치하여 연합군측 모든 민간인들까지도 

억류하였으니 그 숫자는 11만 명에 달하였다. 포로 11만 

5천 명을 합하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만 총 22만 5천 명

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력을 감시하여야 하는 격무는 실로 

군정업무의 큰 두통거리가 되어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아 이로 인한 후유증은 결국 조선인 출신 감시원들을 

전범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1942년 7월 일본육군은 ‘포로수용소 설치’에 관한 군

령을 발하였으며 8월 15일 부로 주둔군인 제16군 예하

에 <자바포로 수용소>가 편성되어 자카르타 시내 반뗑 

광장 동편, 지금의 성 마리아 대성당 건너편에 그 본부 사

무실을 설치하여 사이또(薺藤正銳) 육군소장이 초대 본

소장(本所長)에 취임하였다. 자카르타에 총 본소를 두고 

반둥(Bandung), 찔라짭(Cilacap), 수라바야(Surabaya), 

말랑(Malang) 등 4개 지역에 분소를 두었으며 실제 포

로들을 수감하는 시설인 분견소를 20여 군데 설치하였

다. 1942년 중반 이후 태평양 상의 제해권과 제공권이 

연합군 측으로 기울어 인도네시아 동부제도가 미군기의 

공습을 받기 시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본영은 말

루꾸(Maluku) 제도에 비행장을 건설하도록 명령한다. 

1943년 4월 22일 조선인 군속 200여 명을 비롯하여 일

본군 장교, 하사관 30여 명은 연합군 포로 6,000명을 구

니다마 호(國玉丸) 등 3척의 수송선에 승선시켜 수라바

야 항을 출발하여 일주일 걸려 동부제도 각각의 섬에 도

착하였다. 암본(Ambon) 섬의 리앙(Liang), 세람(Se-

ram) 섬의 아마하(Amaha), 하루꾸(Haruku) 섬의 하루

꾸 그리고 플로레스(Flores) 섬의 마우메레(Maumere) 

지역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것이다. 이 말루꾸 제도의 비

행장건설 강제노역은 「콰이강의 다리」로 널리 알려진 

태국과 버마를 잇는 국경 철도인 태면(泰緬)철도 건설과 

더불어 태평양전쟁 기간 중 가장 비참한 참상을 빗어낸 

포로학대 사례로 남게 된다. 식량공급이 되지 않아 타피

오카(Tapioka) 죽이 주식이 되었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

해 바다에 수류탄을 터트려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의 공습이 빈번해지자 이마저 중단되고 말았

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염분부족으로 당뇨병, 각기병에 

걸린 포로들이 하루에도 10여 명 이상씩 죽어나갔다. 겨

우 비행장건설이 완공되어 자바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항

해 도중 미군의 최신예기 P-38기의 공습으로 희생되기 

일쑤였다. 이때의 공습으로 포로감시원들인 박윤상(朴允

商)은 부상당했고 김남해(金南海)는 희생되었다. 이 말

루꾸 제도의 비행장건설 책임자들과 포로감시원들은 종

전 후 개정된 전범재판에서 대부분 사형을 당하거나 중

벌을 받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특히 정글 속 전

장(全長) 400여 킬로에 달하는 태면(泰緬) 철도공사는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도 6년이 소요될 공사였으나 이를 

1년 4개월 만에 완공시킬 정도로 그 뒤에는 엄청난 희생

과 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자바 지역 

찔라짭(Cilacap)과 말랑(Malang) 수용소 포로들까지 몽

땅 동원되면서 건설대, 포로, 노무자를 포함하여 총 14만

여 명이 동원되어 그 중 4만 7천 명이 질병, 영양실조, 사

고로 희생된 세계 철도건설 사상 최악의 공사였다.

 

말루꾸 제도에서의 연합군 포로들은 물론 조선인 감시원

들의 참상, 시드니와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계속 흘러 들

어오는 단파방송을 통해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였다는 사

실을 알게 된 연합군 포로들의 노골적인 태업, 2년의 근속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된 근무기간 등

으로 인해 조선인 군속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

다. 2년의 근무기간이 끝나가는 1944년 중반에는 일본군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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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평양 상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해 군속들을 돌아가

라고 풀어 놓아도 실제로 이들을 운송할 수송선이 운항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조선인들은 군속의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라도 전환시켜 달라고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4년 4월에는 태국 서북부 국

경지대인 쳉마이 포로수용소 분견소 소속 조선인 감시원

이던 김주석(金周奭)이 연합군 포로들을 데리고 탈출하

려다 체포되어 처형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주석은 애초 

자바 포로수용소 소속으로 있다가 태면 철도건설 포로감

시요원으로 동원된 사람이었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중국

로 잡을 겸 1944년 11월 25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200여 명의 조선인 군속 ‘불순 분자들’을 소집하여 중

부자바 수모워노(Sumowono) 면에서 재교육을 시키기

에 이른다. 수모워노 면은 암바라와 읍에서 10 키로 정도 

떨어진 해발 1,000미터의 고원 지대였다. 1944년 12월 

29일 심야 시간, 해발 2,050미터의 웅아란 산(Gunung 

Ungaran) 중턱에 위치한 수모워노 임시교육대 취사장에

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10명의 조선인 

군속들이 비밀리에 모여 각자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칼로 

베어 뚝뚝 떨어지는 선혈로 흰 천 위에 무언가를 써넣고 

있었다. 먼저 이 활이 “고려독립청년당 혈맹동지”라고 

쓰자 나머지 아홉 명의 동지들이 그 밑에 각자 자기 이름

을 자신의 붉은 피로 써내려갔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

소리로 당가(黨歌)를 3절까지 부르자 이들은 감격에 겨

워 서로 부등켜 안고 울기도 하였다. 이 당가는 이 활이 

직접 작사하고 김현재(金賢宰)가 작곡한 것이었다. 이것

이 자바 섬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인「고려독립청년

당」의 탄생 순간이며 대한민국 해외독립운동사의 한 페

이지로 역사에 남게 된다. 이들 혈맹동지 10명의 면면은,

총령       이 활(李   活, 1912년, 경기),   

군사부장       김현재(金賢宰, 1916년 전남), 

조직부장          임헌근(林憲根, 1919년 충북), 

서마랑 지부장      이상문(李相汶, 1917년 전남), 

암바라와 지부장    손양섭(孫亮燮, 1921년 충남), 

암바라와 부지부장  조규홍(趙圭鴻, 1920년 강원), 

자카르타 지부장    문학진(文學振, 1919년 황해), 

자카르타 부지부장  백문기(白文基, 1921년 전남), 

반둥 지부장            박창원(朴昶遠, 1920년 충북),  

반둥 부지부장       오은석(吳殷錫, 1921년 황해)등이

었다.

총령(總領)인 이 활(일명 이억관)은 1912년 경기도 파주

군 임진면에서 출생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경성 서대문형무

소 간수로 재직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며 인생의 전

환점을 맞게 된다. 간도 농민봉기 사건에 연루된 조현갑 

등 21명의 재소자가 집단 교수형에 처해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날 고민하던 끝에 1937년 

불교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 당시 27세 나이의 열혈 청

년이었으며 자바에 근무할 당시 후일 고려독립청년당 창

당을 주도한 이 활이 거사 동지로서 미리 점을 찍어 놓았

던 인물이었다. 김주석은 자기가 관리하던 포로들인 영국

군 트레이시(Tracy) 중위, 이든(Ethen) 중위 등 영국군 

3명과 호주군 2명과 함께 수용소를 집단 탈출하였으나 

버마 쪽의 연합군 기지로 가자고 고집하는 포로들과 중국 

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기를 원했던 김주석의 의견

이 서로 엇갈려 결국 이들은 중도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

하였으나 추격하는 일본 헌병대에 모두 체포되어 태국 형

무소로 압송된 후 재판절차를 걸쳐 사형에 처해졌다.

김주석 탈출사건은 일본군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으

며 이를 계기로 그간 조선인 군속들의 해이된 기강도 바

1944년 이 활 등 10명의 혈맹동지들이 혈서를 써가며 「고려

독립청년당」을 결성한 장소. 이 위치의 현 행정구역은 중부자

바 수모워노 면 반띠르 촌(Kampung Bantir,Kecamatan Sumo-

wono, Kotamadya Semarang, Propinsi Jawa Tengah)이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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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 세 살의 나이에 그는 형무소 생활을 청산하고 단신

으로 북만주로 향한다. 독립군에 입단하겠다는 즉흥적인 

계획이 인맥이 닿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자 당장 호구지

책을 위해 용정(龍井)으로 들어가 동향인이 경영하는 한 

한약방에 몸을 의탁하였다. 1939년 10월 중순 어느 날 

‘학(鶴) 노인’이란 노인장이 당나귀 수레를 끌고 약방

에 나타났다. 주인과는 오랜 지기인 듯 했다. 노인은 이 활

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 활을 자기에게 보내 달라고 약

방 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 활은 그 길로 ‘학 노

인’을 따라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포마을에 당도하

였다. 이 활은 ‘학 노인’에 의해 마을 사람들의 보건위

생과 훈육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되

었다. 이 마을은 마을 공동체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마적(馬賊)이나 일본군에 대항할 무기를 구입하여 자체 

방위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오래가면

서 이 활은 향수병에 걸리게 되자 1942년 중순 잠시 고향

을 다녀올 목적으로 일단 이곳을 뜨게 된다. 고향에서 쉬

고 있는 동안 우연히 <남방지역 파견 포로감시원 모집>이

라는 광고를 보고 그는 인생의 진로를 바꿔 자바 땅을 밟

게 된 것이었다. 중국어에 능통한 이 활은 자카르타 거주 

화교들과의 제휴방안을 추진하던 중 화교계 통신기술자

인 오 당(吳 棠)에게 소개되었다. 이 활은 오 당에게 ‘화

교들의 통신망 이용’, ‘재정적 지원’, ‘은신장소 제

공’ 등을 요청하였으나 일차적으로 ‘통신망 이용’만 

허락 받았다. 당의 통신 책임자로 임명된 조선인 군속 지

주성(池周成)을 데리고 이 활은 오 당의 자택을 다시 찾았

다. 이때서야 비로서 오 당의 부친은 중국 국민당 계열의 

비밀결사 조직인 남의사(藍衣社)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

실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이 현재 일본 헌병대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을 나설 

때 오 당의 여동생이 이 활 일행을 친절히 배웅해 주었다. 

얼마 후 이 활은 이때 배웅해 준 오 당의 여동생 오결정(吳

潔貞)과 정식으로 혼인하기에 이른다. 이 활은 중경(重

慶)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결이 되어 김 구(金 九) 주

석으로부터 「고려독립청년당」을 공식 승인한다는 친

서와 태극기를 전달받았다. 이 태극기는 1945년 9월 1일 

「재 자바 조선인 민회」가 자카르타에서 결성되었을 때 

매일 자카르타 민회건물 앞에 게양되었다. 

수모워노 교육기간 말미에 「고려독립청년당」까지 창

설하고 12월 30일 자카르타로 돌아온 이 활을 비롯한 혈

맹당원들은 적극적인 조직확대 활동에 나섰다. 자카르타 

지역에서만 당장 13명의 새로운 당원들이 가입하였다. 

이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신경철(서울, 30세, 동맹통신사 기자),

지주성(충남, 24세, 통신기사), 

박승욱(충남, 25세, 자카르타 본소 병기계 소속),

변봉혁(평남,27세). 

한맹순(경기, 29세, 고려독립청년당가 작사),

금인석(경북, 26세), 

송병기(충북, 32세),

김춘식(서울, 32세), 

김민수(충북, 30세),

김규환(서울, 32세), 

김선기(서울, 30세),

신재관(서울, 33세), 

김인규(서울, 32세)

특히 반둥 지구당에 가입한 김두삼(金斗三), 안승갑(安

承甲) 두 군속은 그들이 감시원으로 있을 당시 호의를 베

푼 화교계 포로들 중 한 명인 정지춘(鄭志春)으로부터 적

극적인 협조를 얻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정지춘의 아

들 정이홍(鄭貽鴻)은 현재 반둥에 거주하고 있다.

  

수모워노 교육대 취사장에서 혈서로 맹세한 혈맹당원이

며 서마랑 지부장인 손양섭은 당이 결성된 지 불과 일주

일 만인 1945년 1월 4일「암바라와 의거」를 주도하여 

당의 ‘제1차 거사’를 일으키게 된다. 이 의거는 중부

자바의 한 작은 마을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패전의 막판

에 몰려있는 일본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일본 

헌병대는 후속적인 폭동을 예상하여 조선인 군속들에 대

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하였다. 자카르타 포로수용

소 본소 내에 있는 조선인 숙사 베란다에서 얼마 전에 조

직당원으로 가입한 변봉혁(邊鳳赫)에게 이 활은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었다. 군사부장 김현재, 조직부장 임

헌근, 자카르타 지부장 문학선, 자카르타 부지부장 백문

기 등 자카르타 지역에 근무하는 핵심당원 4명과 반둥 지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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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박창원, 부지부장 오은석 등 총 6명의 혈맹당원이 

말레이 지역으로 전출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0명의 

혈맹당원 중 6명이 빠져나가게 되었으니 혈서까지 써가

며 목숨을 바치기를 맹서했던 당원들이 채 활동을 펴기도 

전에 와해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 활은 긴급회의를 소

집하였다. 당이 와해되기 전에 ‘제2차 거사’를 꼭 실천

에 옮길 것을 결의하였다. 포로들과 감시원들을 운송할 

수송선을 탈취하자는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즉시 

행동이 개시되었다. 조직부장 임헌근과 박승욱 두 사람은 

수송선 ‘수미레 마루(すみれ丸)’ 호로 운송될 포로상

황을 점검하러 나갔다. 수송될 포로들은 자카르타 제5분

견소에 구금되었던 영국군과 화란군 장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일본어 통역을 맡아왔던 봉가르틴 대위도 있었다. 

박승욱은 찌마히(Cimahi) 수용소 시절부터 봉가르틴 대

위를 잘 아는 사이였다. 박승욱으로부터 수송선 탈취계획

을 청취한 봉가르틴 대위는 그 길로 동료들과 접촉한 후 

충분히 승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동조할 것을 통보해 왔

다. 탈취계획 총 지휘는 군사부장 김현재가 맡기로 했다. 

그리고 변봉혁이 김현재를 보좌하기로 했다. ‘수미레 마

루’ 호는 천 이백 명의 포로와 30명 가량의 감시원들을 

함께 탑승시켜 1월 8일에 싱가폴로 출항하도록 되어 있

었다. 인솔 지휘관은 가사하라(笠原源吾) 중위였다. 그리

고 30명의 조선인 감시원들 중에는 전출명령을 받은 6명

의 당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

다. 출항 당일 딴중 쁘리옥 항에 도착해 보니 담당 인솔 지

휘관외에도 여러 명의 일본군 장교가 증원되어 있었으며 

하사관과 사병이 30명 이상 집결되어 있었다. 승선하는 

인원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다. 

김현재는 당혹스러웠다. 무기조달을 담당하였던 박승욱

은 이미 무기를 준비하여 부두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거사를 일단 중단하자는 김현재의 제의가 있었으나 임헌

근이 강하게 반발하여 결국 강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출항 

날짜인 8일 밤 시간에 군속들도 승선하였다. 그런데 어

찌된 일인가? 승선하자마자 포로들은 물론 군속들도 전

원 선실 내로 감금되어 버렸다. 일체 갑판으로 나가는 것

이 허용되지 않았다. 포로 감시요원으로 탑승한 군속들이 

오히려 감시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배는 곧바

로 순항하는 게 아니라 자카르타 앞 바다를 빙빙 돌고 있

다는 느낌을 받았다. 배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지켜

보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배는 곧장 

나아가는 듯 하였으나 대신 머리 위로 정찰기들이 선회하

고 선실에는 일본군 경비병들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것

이었다. 그래도 김현재는 봉가르틴 대위에게 거사강행 의

사를 통보하였으나 구라파인 포로들은 심상치 않게 돌아

가는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겁에 질려버렸다. 영관급 영국

군 장교가 거사중지를 통보해 왔다. 그는 “자바를 출항

한 이래 정찰기가 계속 따라붙고 일본군들이 만일의 사태

에 대비하고 있지 않소. 분명 우리들의 거사계획이 누설

된 것이 틀림없소. 이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요. 계획

취소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소.” 결국 고려독립청년

당의 두 번째 거사인 ‘수송선 탈취 계획’은 불가피 포

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송선은 싱가폴 

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싱가폴에 도착한 당원 6명 중 

4명은 싱가폴 창이(樟宜) 포로수용소 본소로 배치 받았

고 박창원은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조호르(Johor) 분

견소로 배속되었다. 이들은 주 1회 꼴로 돌아오는 정기외

출 일에 모였다. 여기서는 조선인 군속들을 규합하는 일

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차라리 말레이 반도의 항일 중

국단체나 공산권과 제휴하여 거사를 추진하는 방법 등 여

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러나 3월 1일 갑자기 

이들 당원들은 전원 체포되었다. 이 당시 고려독립청년당

의 움직임은 이미 일본 헌병대의 정보망에 걸려 들었고 

자바 지역에서 이 활, 조규홍, 이상문, 지주성, 박승욱 등

이 차례로 체포된 후 이곳 싱가폴로 전출된 당원 6명마저 

고려독립청년당이 <암바라와 반란> 이후 두 번째 거사

로 탈취 기도하였던 운송선 수미레 마루(すみれ 丸) 

호의 스케치 모습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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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체포되어 5월에 자카르타로 압송되었다.

1945년 7월 21일 자카르타 주둔 일본육군 제16군 군사

법정에는 10명의 조선인 군속들을 앞에 두고 검찰의 논

고가 장황하게 낭독되고 있었다.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재판관 기따(木田庫之助) 대위의 선고가 떨어졌다.

이  활   징역 10년, 

김현재  징역 8년 6개월,

임헌근  징역 8년, 

이상문  징역 7년, 

조규홍  징역 7년,

문학선  징역 7년, 

박문기   징역 7년, 

박창원  징역 7년, 

오은석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박승욱  집행유예 

그리고 동맹통신사 특파원이었던 신경철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모두 사형은 일단 면했다. 예상외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의아해 하면서 “관대한 처

분에 감사한다.”라는 최후진술을 이구동성으로 합창하

였다. 그러나 박창원만은 반기를 들었다. “재판은 피고

인을 보호하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 나에게는 변

호인을 붙여주지 않는가?.......” 기따 재판장은 벌떡 일

어나 “잔말 마라! 발언을 중지하고 앉아라!” 라고 명

령하였다. 박창원은 강제로 주저앉혀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제16군 사령부 구금소에 억류되어 습기, 모기

와 영양실조로 고생한지 한 달 가까이 되던 8월 20일, 죄

수번호 18번인 이상문에게 간수가 말을 걸어왔다. “야! 

18번! 히로시마에 특수폭탄이 떨어져 20만 명이 죽었단

다. 천황도 손을 들었단 말이야. 기분이 어떤가?”  “무

슨 말씀이십니까?”  “야 임마, 천황 폐하께서 무조건 항

복을 하셨단 말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야 하겠나? 어떻든 내가 알 바 아니

야, 임마!” 이상문은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 어느새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 이젠 조국은 독립이 되는구

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즈음 자카르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국 방방곡곡에선 “히둡 머르데까! 

히둡 머르데까!(Hidup Merdeka!  Hidup Merdeka!)”라

좌: 1945년 5월 이 활 등 고려독립청년당 핵심요원들이 

일망타진되어 재판을 받게되며 동년 7월 21일 7년에서 

10년까지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사진은 당시의 자카

르타 군사법정 장소. 이 지역의 현 위치는 자카르타 모나

스(Monumen Nasional 기념탑 남쪽 지역인 ‘메단 머르데

까 가(Jalan Medan Merdeka Selatan No.8 )’에 있으며 

현재 자카르타 주청 별관 건물로 쓰이고 있다.

우: 고려독립청년당의 활동을 기록한 <고려독립청년당사> 

표지. 이 당사(黨史)를 발간한 것은 제1차 거사 격인 ‘암

바라와 의거’의 전말을 정리하여 장렬하게 목숨을 버린 

손양섭, 노병한, 민영학 3인을 의사(義士)로 명명하여 추

모코자 할 목적이었슴. 

특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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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립만세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이 온통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해방을 자축하고 있었다. 

    

구금되어 있던 10명의 혈맹당원들은 종전이 된지 10일이 

지나서야 석방되었다. 9월 1일 자로 <재 자바 조선인 민

회>가 창설되어 귀국을 앞둔 모든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

자 귀국의 희망에 들뜬 동포들이 민회로 몰려 들었다. 암

바라와 반란 당시 인근 수라까르따(Surakarta) 억류소에 

근무하였던 이상문은 암바라와(Ambarawa) 반란에서 

자결한 동지 3명의 환영(幻影)이 아른거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이상문은 동지들의 유골을 수습할 목적으

로 1945년 11월 단신으로 암바라와를 찾아갔다. 병보(兵

補) 출신의 현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겨우 유골을 수습

할 수 있었다. 이상문은 그곳에서 간소한 위령제를 지낸 

후 그대로 서마랑(Semarang)에 남아 제2대 <재 서마랑 

조선인 민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봉사하고 있었다. 

이때는 벌써 영국군과 화란군을 상대로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이 시작되어 중부자바 지역은 전화(戰禍)에 휩싸인 

시점이었다. 이상문은 이 전화 속을 뚫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온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고려독립

청년당 3명의 동지들을 위한 제1주기 추도식이 <재 자바 

조선인 민회> 주최로 1946년 1월 6일 민회에서 거행되

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성

회원들을 비롯하여 천여 명의 남녀 회원들이 참석하여 경

건한 의식을 치르며 먼저 떠난 독립투사들의 명복을 빌었

다. 그리고 이 날짜로 <고려독립청년당>은 정식으로 해산

되었다. 이제부터는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모두 굳게 다짐하였다. 

고려독립당을 창설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던 이 활은 

1947년도에 귀국하여 그 후 부인인 오결정과 함께 홍콩 

등지를 전전하며 여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편 

이 활의 지휘아래 반둥 지부장을 맡았던 박창원은 서울 

출신으로 중학교를 2년 중퇴하고 가업인 농사일을 거들

고 있던 중 주재 순사가 뻔질나게 집을 찾아와 포로감시

원 지원을 강권하여 자바 땅을 밟은 경우이다. “군대가 

아니라 군속이라구, 그리고 2년 기한의 후방근무라 절대 

위험하지 않다니까…..”  이렇게 반강제에 의해 감시원

을 지원하였을 당시엔 그의 나이 21세의 한창 때였다. 박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창원이 처음 배치받은 곳은 중부자바 남단의 석유도시 찔

라짭(Cilacap) 제2분소였다. 그러나 태국, 버마 국경을 연

결하는 태면철도 건설공사에 찔라짭 수용소 포로들이 대

거 동원되는 바람에 이 수용소는 1943년 3월 부로 폐쇄

되자 박창원은 반둥 수용소로 전출하게 된다.  박창원은 

이 반둥 지역에서 일본군인들과 잦은 싸움을 벌여 10일 

간의 영창생활을 경험한 ‘반둥의 무법자’로 유명하였

다. 훗날 귀국 포로감시원 출신 모임인 <토요회>의 총무 

일을 보다 8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서마랑 지부장 

출신으로 자카르타 제16군 군사법정에서 7년 형을 선고

받고 수인번호 제18번을 달고 복역 중이었던 이상문은 

종전과 더불어 석방되어 재 서마랑 조선인 민회 회장을 

잠깐 지내다 연합군의 전범색출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1946년에야 귀국선을 타게 되었다. 이상문은 그의 타고

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귀국 후엔 전라남도 공무원이 되어 

구례(求禮) 군수까지 지내고 지금은 광주에서 여생을 보

내고 있다. 포로감시원 출신으로 아직 생존해 계신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다. 

*다음 호에는 <제12부 암바라와 의거와 조선인민회 결성

> 편이 이어집니다.  

☞주요 참조 문헌

-조선인 반란/백남철 역, 1981년

-자바, 홀란드 소년억류소/우츠미 아이코(內海愛子) 

저, 1997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국가보훈처&독

립기념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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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도시민들에게 공원은 특별한 공간이다. ‘마

음의 공원’과 같은 문학적(?)인 호사를 누리지는 못할

지라도 공원은 휴식과 산보의 공간으로 소중하게 여겨

지고 있다. 어찌 보면 현대인들에게 공원은 ‘문명의 

빈터’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살이의 공간과 공원은 별

개의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공원

이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건 현대인들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

된다. 우리에겐 공원 즉, 공간이 없다. 공간을 소요하며 

공간을 즐길 여유가 현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문명

은 빈터가 없이 너무 빽빽하게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

다. 이 삭막한 환경에서 공원은 우리들의 유일한 ‘여

유’인지도 모른다. 공원은 그래서 더 소중하고 특별한 

것으로 다가온다. 인간의 문명이 필요에 의해 발달했듯 

공원 또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공원은 그래서 테마가 있고 목적이 있다. 

Djuanda 공원도 마찬가지다. 

  Djuanda 공원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고

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역사 현장으로서 과거에 

우리 자연이 어떠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학술적인 의미로는 과거의 생물분포도, 기후, 특징 등을 

유추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 변모 과정을 통해서 자연

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이 공원은 교육

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인

니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것

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1990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헌법 제5조항에 따라 이 공원은 교육적, 학

술적, 문화적, 역사적, 관광적 가치를 지닌 역사 현장으

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다. 

 숨쉬는 역사 현장 - Taman Hutan Raya Djuanda 

  Djuanda 공원은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

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곳은 반둥 시에서 8km 떨어진 

 문명의 빈터 - 국립 산림 공원
Taman Hutan Raya (TAHURA) IR. H. Djuanda 

            Dago Pakar Bandung  

JIKS 사회과 교사 사공경

인니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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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 북쪽의 590헥타르의 숲에 해발 770~1,330m 에 이

르는 지역으로 완만한 경사와 급한 경사의 협곡이 있

다. 1963년에 이 자연 숲을 공원으로 지정하였고 Kebun 

Raya DAGO PAKAR라고 불려왔다. 이곳에는 곳곳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고 네덜란드와 일본이 인

도네시아를 식민통치 했을 때 전략적으로 팠던 굴이 보

존되어 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Bapak Mashudi 의 

지휘 하에 ITB(반둥공대)와 UNPAD 및 관련 국가 기관의 

도움으로 이곳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당시 공원 

설립에 큰 조력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부자와 주지

사인 Aang Kunaefi, 산림부장관인 Soedjarwo, 생활부장

관 Emil Salim, 고등검사인 Ismail Saleh 가 있다. 이 곳은 

1985년 1월 14일 당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수하

르토의 재임기간 중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최초이자 

최대의 산림공원으로 원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

연에 관한 무수한 연결고리가 담긴 역사적 현장이다.   

  Ir.H.Djuanda는 서부 자와 출신이다. 인도네시아 초대 

장관(1962년)으로 활동한 독립 영웅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공원을 그의 생일(1월 14일)에 맞춰 개

원하고 공원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는 나라 안의 모든 분야를 통괄하는 장관으로서 인도

네시아 중앙 정부와 서부 자와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는 역할도 잘 수행했다.

  고지대인 이 공원의 평균기온은 22~24도이고, 연 평

균 강수량은 2,500~4,500 mm 정도이다. 또 이곳은 많

은 종류의 새와 포유류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 곳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은, Cemara Sumatra, Jati, Mohonni 

Uganda, Pines, Kaliandra  Eucalyptus, Bambu, Pasang, 

Sosis, Saninten, Angsana 등의 40과 108종 2,500그루의 나

무를 포함하고 있다.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브루마, 필리핀, 스리랑카, 열대 아프리카와 열대 아메

리카에서 온 것이다.   

  동물을 살펴보면, 포유류 3종, 조류 27종, 어류가 8종

으로 모두 인도네시아 산으로, 원숭이, 새우 새, 바나나 

새, 꾀꼬리, 야생 닭, 긴꼬리원숭이, 지빠귀(조류), 그 밖

에 고양이과 동물들이 서식한다. 가끔은 멧돼지가 출

현하여 이를 추격하는 사냥개를 만나기도 한다. 국립

공원 가까이에는 반둥 호수가 있다. 이 호수는 Gunung 

Tangkuban의 용암이 Padalarang의 Citarum 강까지 흘

러가게 되어서 생성된 것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유

물이 호수 근방에서 발견되었다. 만 천년 전에 Gunung 

Tangkuban Parahu 가 생성되었고, 6,000년 전에 반둥 호

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공원 입구에는 비밀이 가득해 보이는 Thailan 왕조의 

유적인 비문이 있는데 비문에 씌어진 내용은 아직 파악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비문의 내용이 해독된다면 인

도네시아 고왕조에 대한 소중한 비밀들이 밝혀질 게 틀

림없다. 지난 역사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역사는 오늘

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비춰보는 거울로도 소중히 여

겨야 할 가치가 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배경으로 있는 

Air Terjun Ci Omas (Ci Omas 폭포) 

이 폭포는Thr. Ir. H. Djuanda 근교에 있는 매우 로맨

틱한 장소로, 폭포 양쪽으로는 시원하고 몸과 마음까

지 건강하게 할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져 있다. 폭포에

서 굴까지의 거리는 대략 6km, 도보로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국립 산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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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포의 높이는 30m 정도로, 폭포 뒤에 다리가 설치

되어 있어서 기막힌 경관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기에 

좋다. 소설 메디슨 카운티의 로즈먼 다리와는 다르게 

지붕은 없지만 이 다리에 서 보면 성숙한 두 남녀의 진

정한 만남과 그리움과 사랑의 기억으로 일생을 지킨 절

제된 사랑 이야기가 연상되기도 한다. 주변 경관은 인

공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

지된 것으로 그 맛을 더해준다. ‘흰 나방이 날개짓할 

때 다시 들르세요. 언제라도 좋아요’라는 쪽지가 있을 

것 같은 다리에서 예이츠의 시를 읽고 싶다. ‘나는 개

암나무 숲에 갔었네. 내 머릿 속에 불이 났기에......’

서늘하게 깨우는 자연의 말씀이 있는 

Pakar Maribaya 산책로 

  이 산책로는 Pakar 언덕 정상을 향한 산책로로, 반

둥시와 Djuanda 산림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름 모

를 꽃들이 화사한 산길을 따라 흥겹게 걷다보면 구름

이 밀려오기도 하고 어느새 구름이 걷히는 풍경들과 

몸소 부딪혀 소통하며, 명상과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조금 속도를 늦추고 서서 

발밑의 깊은 계곡을 바라보면, 나무가 하늘로 뻗고 계

곡 아래로도 또 뻗어서 온통 초록 물에 잠긴 

것 같다. 

  산길을 걷다가 보면 풀잎들이 속삭이는 노

래가 있다. 바람이 실어다 주는 이야기가 있

다. 삼라만상이 꿈틀거리고 짙푸른 풀 위에 햇

발 불러 앉힌 한 폭 평화가 내 인기척에 놀

랐는지 목을 뽑아 두리번 거린다. 미물 하나

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많은 초록을 담고 

있는 이 산림 공원에서 서늘하게 깨우는 자연

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때때로 조심스러워야한다는 것을. 야생화가 속

삭이는 소리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대가 미

물이든 자연이든 우주든. 

이 신비한 자연 뒤에 또 다른 침묵의 세계가 있다. 저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며, 대담하게 광대함 속에 나를 던져 보기도 하며, 산길

을 걷는다. 낮은 산이나 나를 일깨우는 큰 산이다.‘가

끔씩 흔들려 보는 거야’라는 박성철의 시도 생각하며 

새로운 인생 설계도 해본다.

‘물이 고이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작은 상심이 절

망이 될 때까지 쌓아 둘 필요는 없어. 

상심이 커져 가 그것이 넘쳐날 땐 / 스스로 비울 수 있

는 힘도 필요한 거야. 

삶이 흔들리는 건 /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다는 건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 / 가끔씩은 흔들

려 보는 거야.  

 

  Taman Hutan Raya Juanda Dago Pakar 를 사색에 잠

겨 한 시간 정도 남쪽으로 걷다가 보면 네덜란드 굴과 

일본 굴을 만나게 된다. 굴에서 10분 정도 공원 남쪽 입

인니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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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걸어가면 Djuanda 기념비 공원이 나온다. 이 공원

에 있는 주술적인 힘이 있어 보이는 소시지 나무도 인

상적이고 Djuanda 동상과, 직접 사용했던 물품들, 아이

들의 놀이 공간, 관련 유물 박물관, 사무실 등이 있다. 

부근에 있는 Pakar 연못은 낚시터, 수력발전 터빈, 반둥

시 상류 수자원으로 사용된다.

 기원전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Djuanda 공원

 이 국립공원의 Kantor Informasi 안에 있는 작은 방에 

이곳의 관련 자료 및 Ir.H.Djuanda 에 대한 사진도 있다. 

약 5천만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는, 자와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도 있다. 이 암석은 해저에서 발견되는 석

회석이다. 암석에서 예전에 살던 동물들의 화석(lepido-

cyclina 라고부름)이 찍혀 나오기도 했다. 이는 Tangku-

ban Perahu 산(화산 폭발전의 이름은 Sunda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밖으로 뿜어져 나온 물질들의 대부분은 흰

색을 띄고 있는데, 이곳 공원까지 덮었기 때문에 그야

말로 기원전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선사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이다. 이 산림공원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도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중요하게 생

각했으며 2차대전 때는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 

현재는 반둥시와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

육적인 다양성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났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는 575/Kpts/Um/8/1980 농림부

장관 강령에 의거해서 Dago 폭포 관광 공원에서 맡아 

관리했고, 1985년부터 2003년까지는 192/Kpts-2/1985 산

림부 장관 강령에 의거해 산림부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서부자와 산림청에서 그 운영을 담당하

고 있다.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

둥 사람들, 교육의 도시로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인재들

을 길러내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보람을 안고 사는 사

람들. 그들에게 이 공원은 매우 소중한 장소로 여겨지

고 있다.  

  삶에 바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고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자연은 쉼의 장소인 동시에 재생의 장소이

기도 하다. 우리들의 찌든 마음을 가끔은 자연 속에 풀

어놓고 자연의 빛깔과 섭리를 잊지 않게 하는 것도 더 

이상 삭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폭포가 있고 시원한 물줄기가 낮은 곳으

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 공원도 

단순한 빈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한다.

133회-134회 한인회 문화탐방 

일시 : 4월 22일(일)오전 6시 30분 출발 
      - 23일(월) 오후 8시 도착

장소 : 반둥 Gunung Tangkuban Perahu, 
      Rumah Stroberi, Saung Angklung Udjo 외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sagong@hotmail.com

국립 산림공원



40  한인뉴스

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들 이야기 4

지칠줄 모르는 불도저 

자기 삶에 더할 수 없이 충실했던 한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작업이다. 광맥처럼 그 삶의 맥을 

이루었던 보석같은 교훈을 캐내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정

주영씨는 건국이후로 우리나라를 빛낸 기업인 1위에 뽑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으로 산업계와 언론계, 학계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주영씨는 조사대상자 가운

데 59명으로부터 1위 점수를 얻어 종합1위에 올랐다. 이 순

위가 아니여도 그의 생을 살펴보면 일초일각을 아껴 삶에 쏟

았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

시 일어서는 칠전팔기의 정신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어진

다. 이글을 읽는 누구나 그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의 작은 

거인이였다고 긍정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의 삶을 통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 무

엇이며 정작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해보게 

되리라 믿는다. 

정주영씨는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6남 2녀 중, 장

남으로 태어나 여섯 살부터 아홉 살까지 서당에 다닌 것과 송

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 정주영의 조부

는 서당의 훈장이였는데 조부가 운영하는 서당에서 여섯 살

때부터 3년간 소학, 대학, 자치통감, 오언시, 칠언시 등을 배

웠다. 이 서당공부는 요즘 4년제 대학 출신들도 한문으로 읽

고 해석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학습이였기 때문에 정주영

의 학문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주영은 그야말로 먹고 살길

을 찾기 위해 무려 네 번의 가출을 단행한 가출소년이였다. 

여름내내 일해야 밥한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농사일을 걷

어 치우고 돈을 벌고 싶어했던 것이다. 소설‘흙’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정주영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결국 서울로 가

서 출세하고 싶었던 그는 가출을 단행했는데 세 번째 가출

은 대담하게도 소판돈을 훔쳐 떠났다. 하지만 요즘처럼 문제

아라 할 수 없는 것은 소판돈으로 허튼짓은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서울의 부기

학원 속성과에 들어가 

경리일을 배웠던 것이

다. 그러나 다시 찾아

온 아버지에게 잡혀 고

향집으로 돌아갔고 다

시 네 번째 가출을 단

행 해서는 결국 복흥상

회란 쌀가게 종업원으

로 취직을 했다. 그는 

나중에 그 가게를 물

려 받아 堧矩鑽막 이

세계적인 기업인

정주영
작가 손은희

청년시절의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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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기업인 정주영

름을 바꾼다.

신용과 근면

돈 한푼 없던 정주영이 복흥상회를 주인에게 물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성실함 때문이였다. 정주영은 비

록 남의 집 쌀가게 종업원으로 있었지만 매일 새벽, 누구보

다도 일찍 일어나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물까지 뿌려놓았고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배달했으며 부지런히 되질과 말질을 

배웠다. 신당동에 이름을 바꿔 문을 연 경일상회는 정주영의 

성실과 신용으로 거래선을 넓히면서 성공적인 미곡상으로 발

전한다. 그러나 1937년,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한 노구교 사

건이 터지면서 총동부는 전시체제령을 내렸다. 총독부의 미

곡 통제로 쌀배급제가 실시되면서 전국의 쌀상회는 모두 문

을 닫게 되는데 정주영이 경일상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지 

불과 2년여만이였다. 정주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을 

닫게 된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 경일상회를 통해 

처! 습막 성실히 일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국제정세변화로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한 정주영

은 훗날 80대때 기자들이‘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

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변(政變)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후 정주영은 아현동의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서비스공장

을 신용하나로 남의 돈을 빌려 차린다. 당시 무려 4000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던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달구지에서 자전

거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또 오토바이에서 자동차시대로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는 자

전거로 쌀배달을 하다가 자동차 수리를 거쳐 결국 현대자동

차를 세우게 된 것이다. 정주영의 자동차 수리공장은 처음에

는 순조로웠으나 너무나 불운하게도 어느 날, 한 직공이 손 

씻을 물을 데우기 위해 시너를 불에 던지다가 수리할 자동차

는 물론 공장까지 몽땅 불타버린다. 그러나 아도서비스를 인

수할 때 90%의 돈을 빌려 주었던 사람은 정주영의 성실과 

신용을 믿고 다시 돈을 빌려 주어 정주영은 신설동으로 공장

을 옮겨 50명의 종업원과 함께 다시 자동! 수리공장을 시작한

다. 훗날 대기업가가 된 후에도 정주영은 늘 신용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고 한다. 신설동의 자동차 수리공장은 눈부시게 

잘되어 정주영은 3년에 빌린 돈을 몽땅 갚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정주영의 불운은 계속된다. 일제가 일으킨 태

평양 전쟁으로 자동차 수리공장이 다른 회사에 강제 흡수되

어 이것에도 손을 떼게 된 것이다.

그 후, 1946년 4월 정주영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다시 열게 

되는데 그의‘뛰어들고 나서 밀어 붙이는’경영방식으로 출

발부터가 성공적이였다. 다음은 정주영이 사업을 하면서 얼

마나 신용과 근면을 생활의 중요한 기조로 삼았는지를 볼수 

있는 그의 말들이다.

‘당신은 자본이 없는게 아니라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확신이 들만한 신용을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융통이 어렵단 말입니다. 

당신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용만 얻어 놓으면 돈

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게으르고 싶고 적당히 재미있고 싶고 

적당히 편하고 싶어한다.‘적당히’의 그물사이로 귀중

한 시간을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

은 없다.‘

그는 현대 건설, 현대자동차, 현대 시멘트,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현대전자 등 80여개의 기업군을 일으켰고 서울 올

림픽 유치위원장,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 대한 체육회장, 

한소경제협회 회장 등을 지내면서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

나 5시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팩스를 검토하고 전화를 받고 방

1950년대, 현대자동차공업사 초창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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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을 맞이하고 조간 신문을 읽고 오전 7시 30분이면 회사로 

나가 그날 일을 시작한 정말 부지런한 한국인이였다.

거침없는 추진력 

정주영의 임기응변은 일찍이 발휘되였다. 1953년 겨울 어느 

날, 유엔군측에서 급히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잔디밭으로 5일

안에 조성해 달라는 공사를 정주영에게 맡겼다. 5일 후면 한

국전에 출병한 각국 유엔군 사절들이 참배하기로 되어 있는

데 묘지가 너무 황량하다는 거였다. 한겨울에 잔디가 있을리 

없는데 정주영은 아이디어료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세배로 요

구했다. 그리고는 낙동강 근처에 있는 보리밭을 몽땅 구입한 

후 그 보리를 떠서 트럭으로 옮겨와 잔디처럼 유엔군 묘지에 

옮겨 심은 것이다. 물론 한겨울에 유엔군 묘지를 방문한 참전 

사절단들은 눈부시게 푸른 잔디밭(?)을 보고 원더풀을 연발

했다. 정주영은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한 아이디어맨으로 사업

에서도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밀어 붙이는 불도우

저였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실행력이 강한 정

주영은 그후 많은 대공사를 국내외에서 따내게 된다.!

그러나 1954년 4월, 조폐공사에서 발주한 대구와 거창을 잇는 

다리의 복구공사인 고령교 복구공사에서는 엄청난 적자가 생

기는 바람에 현대건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 말이 복

구공사였지 거의 전파된 다리여서 차라리 새로 다리를 건설

하는 편이 더 쉬운 그런 공사였는데 장비와 자금 그리고 겨

울에는 물이 말라 흰모래가 드러나고 여름철에는 그 반대로 

낙동강 물이 불어 수심이 몇 배나 더 깊어지는 관계로 교각 

한 개도 채박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가 120배로 뛰어버려 엄

청난 인플레이션이였다. 계약은 했으나 공사를 끝내지 못했

으니 대금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인부들은 임금을 내놓으

라고 아우성이였다. 결국 고령교 공사는 당초 계약기간보다 

2개월 늦게 완공되였으나 공사대금을 다 받아도 엄청난 적자

였다. 그러나 정주영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손해 보

면서까지 공사를 감행한 것은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

아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밀어 붙였

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았으나 그 

때 쌓은 신용덕분에 2년 뒤인 1957년,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

를 따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화려하게 재기한다. 한강 인도교

공사는 전후 단일 공사로서는 최대규모였다. 정주영은 성공

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장비의 확보가 관건임을 깨닫고 미군

들이 쓰지 않게 된 모델의 중장비를 구입하고 부속들은 시장

에서 구! 沌構킬 현대 중기사무소에서 새로 만들어 이 공사

를 불과 1년만에 해치웠다. 고령교에서 공사를 질질끌다가 빚

만 뒤집어쓴 경험이 있기에 최단시간내에 공사를 마감한 것

이다. 그리고 공사는 대성공이여서 공사금액의 40%가 이익

으로 남았다. 이 공사로 현대건설은 한국의 5대 건설업체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고 공사가 몰리기 시작, 1958년에는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 공사, 1959년에는 역시 건국이래 최대 규모

인 미국 공병단이 발주한 인천항 제1도로 복구공사 등을 현

대가 해냈다. 그 덕에 1960년에는 당시 1000여개에 이르는 건

설업체들을 물리치고 국내도급 순위1위에 오르게 되었다. 정

주영은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압력에도 자기 주

장을 굽히지 않는 황소같은 뚝심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의지 굳센  인간형이다.  

도전과 모험정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정주영은 해외로 눈을 돌

려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고속도로 공사를 따냈다. 선

진 16개국, 29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긴 것이다. 이것은 국내 건

설업계 최초의 해외진출로 고속도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

무한 한국의 건설업계에서는 일대사건이였다. 그 공사비규모

는 552만 달러로 그때까지의 현대건설의 연간 전체공사금액

보다 많았으며 1965년 국내외 공사 전체 계약액의 60%가 넘

는 규모였다. 규모가 큰 만큼 정주영은 이 공사에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날씨, 토질, 자재

의 소요량, 장비, 기후, 현지기능공들의 게으름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

1976, 최초의 국산 자동차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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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소리까지 나왔지만 정주영은 끝까지 밀어 붙여 막대한 

적자를 보고 공사를 끝마쳤다. 그러나 적자를 보았지만 한국 

건설업체 최초로 고속도로 공사를 함으로써 바로 1년 뒤에 시

행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휼륭히 해낼 수 있었다.

정주영은 1967년 2월에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자동차사업

에 진출했다. 당시 미국의 포드는 한국에 자동차 사업 진출

을 희망, 그해 미국의 포드 자동차 국제담당부사장이 한국

의 업채들과 협의하기 위해 내한했다. 포드는 그 후 합작 파

트너를 고르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현

페를 출품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는 

16번째로 고유모델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포니

는 출고 첫해인 1976년에 GMK의 카미나, 기아 브리사를 제

치고 국내 승용차 시장의 43%를 장악했고 그해 6월에는 에

콰도르에 여섯 대를 처음으로 수출해 세계시장을 향해 나아

가기 시작했다. 이어 현대에서 출시된 포니 2와 엑셀이 아프

리카, 중동시장, 캐나다, 미국 등으로 퍼져나갔고 그 중 엑셀

은 미국 수입소형차 시장에서 당당히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대국

이 되었다. 자동차를 처음 만든 영국이나 이탈리아를 앞지른 

것이다. 그 이면에는 도전과 모험정신이 강한 정주영의 피나

는 노력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의 기공식을 갖고 경부고속도로 공사

를 시작, 착공한지 2년 5개월만에 경부고속도로가 세계에서 

가장 싼 건설비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현대에 의해 이루어

진다.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정주영과 같은 기업가의 집념으

로 전 구간이 개통된 것이다. 정주영은 경부고속도로의 3분

의 1을 그것도 가장 난구간을 맡아 공사를 해냄으로써 한국

사회는 ‘우리도 하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더 생겼

고 일일생활권에 힘입어 1980년을 목표로 했던 100억달러 수

출, 1000달러 국민 소득은 2년이나 앞당겨 달성되었다. 경부

고속도로 공사의 성공으로 정주영은 정부의 절대적 신임을 

받게 되어  그 후 정부에서 발주하는 발전소, 댐, 각종 플랜

트 공사 등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을 맡게 된다. 

정주영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였다. 그가 동생 

정인영이나 다른 많은 중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진

출을 고집한 것은 낙관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 당

시로서 현실의 돌파구는 단 한군데 오일딜러 밖에 없다는 것

을 알고 중동진출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 목표

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동에서 많은 대형공사를 완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주영은 남이 안된다고 말했다고 포

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된다고 할수록  도전 욕구가 더 

강해지는 특이 체질이다. 정주영이 남들이 말린 반도체 사업

에 뛰어든지 16년 후, 1999년 현대전자(지금은 하이닉스 반

도체)는 2만 2000명의 직원과 총자산 20조 원 규모의 세계적

인 반도체 회사가 되었고 반도체 D램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세계적인 기업인 정주영

대와 정주영의 신용도는 조사대상 중 1위였다. 포드측은 내

한 이튿날, 정주영과 자동차 조립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당

시의 합작비율은 현대가 21%, 포드가 79%였다. 현대는 계약

기간보다 앞서 단 1년만에 최초제품인 코티나 자동차를 생산

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하

면서 부품 조립이 아닌 부품의 국산화에 뜻을 두었다. 주요

부품, 특히 엔진을 국산화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포드의 판매

망을 통해 현대측이 생산한 승용차를 수출하고 싶었다. 하지

만 포드측은 결코 현대에게 수출길을 열어 주지 않을 뿐 아

니라 현대의 발전을 돕고 싶은 마음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일 않고 주저 앉기보다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

타일인 정주영은 순수한 승용차의 독자모델을 100% 우리 노

력으로 만들어 수출하기로 결심하고 1974년 7월 연평균 5만 

6000대의 대규모 승용차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대

는 1974년 10월 30일 열린 제55회 토리노국제 자동차 박람회

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제품 포니와 스포츠카형 포니 쿠

1984년‘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는‘유조선 공법’



로 올랐다.

 ‘모든 일의 성패는 일하는 사람

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새로

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확실히 

대단한 모험인 것이 사실이다. 모

험이 없으면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

고 그 다음에는 뒤떨어지며 그리

고 그 다음에는 아주 주저앉게 된

다’는 그의 말속에서도  정주영의 

모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근검 절약

정주영의 근검절약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골프장에 그가 가

지고 다니는  오래 써서 성한데라곤 없는 낡은 티였다. 그것

으로 라운딩을 마치고 집에 갈때는 어김없이 챙겨서 가지고 

간다고 한다. 또 그는 구두 한 켤레를 신으면 뒤축을 갈아가

면서 10년이상 신었던 왕구두쇠였다. 세계적인 대기업과 어

깨를 견주어온 세계적인 기업인이었지만 개인 정주영은 철저

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가 이 세상을 하직했을때 청

운동 자택에 남아 있던, 그가 쓰던 물건들은 일반 서민의 살

림살이보다 오히려 더 못했다. 모양이 일그러진 구두, 구멍난 

면 장갑, 카펫대신 깔았던 하얀 광목, 낡은 금성 텔레비전이

였다. 한국형 건설의 1세대 선봉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섰

던 거인,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경제인 정주영도 떠날 때

는 보통사람이였다.

10년도 더 쓸 수 있는 가구나 전자제품을 단지 디자인이 한

물갔다는 이유로 한치의 미련도 없이 버리는 일들이 비일

비재한 한국의 현 소비실정을 보며 정작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로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풍

조’와 ‘낭비벽’, ‘무사안일주의와 퇴폐풍조’, ‘작은 일

로 절망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등이 아닐까 생

각해본다.    

정주영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어떤 불가능한 상

황이 닥쳐도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또 사업에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정

주영이 고령교공사에 실패해 빚을 많

이 졌고 그 빚을 갚는데 20년 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

았다. 태국의 나라티왓 고소도로 공

사때도 큰 적자를 보았지만 그 경험

을 살려 결국 월남전에서는 큰 수확

을 거두었다. 아마 기업인으로서 정

주영만큼 실패를 많이 해본 기업인

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자동차 서비

스 공장을 차렸다가 불이 나는 바람

에 남이 수리해 달라고 맡긴 자동차

까지 홀랑 태워먹은 적도 있었던 그

가 아닌가! 평생 운이 안 따른 경우

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 갔다. 

남의 일수돈을 빌리러 다닌 적도 한 두번이 아니였지만 그는 

늘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운동화끈을 

조이고 일터로 향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술을 마시고 방황하

다가 폐인이 되어버렸을 상황에도 그는 자신을 추수리고 다

시 일어셨다. 한두번의 실패가 아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

잡고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섰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이 말 한마디속에

는 범인과 다른 그의 강한 정신이 들어 있다. 그는 어떤 어

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일순간의 시련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

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련이 실패로 이어지기 전에 딛

고 일어선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강한 확신으로 삶을 일

관했던 것이다. 그 불굴의 정신이 그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든 것이다.

참고문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정주영 저)

이병철 vs 정주영 (홍하상 저)

독자의소리를듣습니다.
이메일:alexxba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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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제 12 편

권위가 솥을 드는 것은 아니다 

 - 진 나라 무왕

 진(秦) 나라 무왕(武王)은 참으로 웃기는 자식이었다. 바로 호

승심(好勝心)이 대단해서, 도저히 지고는 못 배기는 인간이었던 

것. 그리고,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져 본 적이 없다. 왜? 왕이었

기 때문이다. 대체 모가지가 아홉 개쯤 되지 않는 바에야 왕을 이

길 만큼 무모한 놈이 누가 있겠는가? 대가리가 아홉 개인 휘드라

도 헤라클레스와 그의 조카 이올라오스를 만나면 죽었다고 복창

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괴물은 대가리를 하나 자르면 거기서 두 

개가 다시 나온다는 희한, 맹랑한 놈인데도 살아 남지 못했다.(하

지만 이 말은 문제가 있다. 대가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두 

개의 대가리가 나온다고 하지만 히드라는 헤라클레스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목 잘린 적이 없다. 그러니 목 잘린 자리에서 

대가리가 두 개나 나올 것인지 세 개가 나올 것인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 모가지가 아홉 개도 아닌 자식이 감히 임금

을 깔아뭉갤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처럼 자명하고 명약관화, 

불문가지, 명명백백하달 만큼 당연한 일, 뻔한 일, 토끼와 거북이

가 하는 경주가 어떻게 될 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훤한, 마치 

하청업체 사장이 본사 부장과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이나 관심

도 흥미도 없는 결과를 왕이라는 이 자식만 모른다는 게 더 웃기

는 일이다. 

 이 웃기는 자식이 특히 지고 못사는 게 바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힘 자랑이었다. 씨름을 하건, 던지기를 하건 상대가 없는 게 한이

요, 그래서 더욱 살 맛 나지 않는 게 한이다. 왕이 할 일이 태산 같

을 텐데도 그저 무식한 힘 겨루기에만 팔을 걷어 부치려 드는 이 

인간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 언젠가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나라에 장사가 한 명 있

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들 수 없었던 촉산의 천 근 짜리 무쇠 솥

을 들어 올렸다는 것. 무왕은 그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하들을 파견했다. 다짜고짜 그가 누구인지 빨리 찾아 데려 오

라는 성화를 첨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하들은 장사를 찾아

내었다. 그는 한 눈으로 보기에도 힘이 장사임에 틀림없었다. 왕

과 시합을 한다면? 결과는 뻔한 일. 그렇다면? 신하들은 그를 데

리고 서울인 함양으로 돌아왔다. 그 동안 신하들은 ‘맹렬’이라

는 이 장사를 어르고 달래는 중이었다. ‘왕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이 밝혀지면 왕께서는 너를 죽여 버리고 말 것이다.’라든지, 

‘지금까지 아무도 왕을 이기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이기지 않

은 것일까?’ 라고 말하며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암시한 것

이다. ‘적당히 힘을 쓰다가 지면 뒤로 보상이 있을 것이다.’와 

같은 당근을 보여 주기도 하고, ‘만약 네가 이기면 다리의 힘줄

을 끊는 형벌을 당할 것’ 이라는 채찍 소리도 들려 주었다. 다

만 사내의 확답만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 그러

나, 신하들은 낙관하고 있었다. ‘제가 미친 놈이거나 바보가 아

닌 담에야 어찌 감히 누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리오?’ 하는 생

각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맹렬이 무왕 앞에 불려 나왔다. 맹렬은 그저 공손히 왕의 

질문에 고분고분 대답할 뿐이었다. 겁에 질려서 그랬는지 목소리

조차 두려움에 떨리기까지 한다. 그런데 오히려 고분고분하고 공

손한 태도가 점점 무왕의 호승심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저 놈

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장사란 말인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

라면 왜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가?’, ‘이제 허명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 저러는가? 그렇다면 어디 어떻게 나오나 보

자.’ 무왕이 목을 다듬으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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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 유명한 맹렬이라는 자냐?” “송구스럽습니다만, 유

명한 것은 모르옵고 그저 맹렬이라는 자가 저인 것은 맞습니다.” 

“네가 장사라는 말을 듣게 된 내력을 말해 보아라.” “예, 지금

까지 누구와도 힘 자랑에서 져 본 일은 없습니다. 자라서는 청미

산에서 하루 호랑이를 다섯 마리를 잡은 적이 있사옵고, 맥이란 

짐승을 맨주먹으로 죽인 일도 있사옵니다. 또한 장정 서른 명과 

줄다리기를 하여 이긴 적도 있고, 돌다리를 놓는 일을 마을 사람 

전체와 겨뤄 이긴 일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다. 청미산에서 하루에 호랑이를 다섯 마리나 잡은 것

은 맹렬이 아니라 ‘두예’라는 장수요, 맥이란 짐승을 맨손으로 

잡은 자도 맹렬이 아니라,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의 끈 한 자락을 

쥐고 있는 진(晋) 나라 장수 ‘위주’라는 것을. 하나, 자랑할 때 

꼭 고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아니, 오히려 터진 입

이라서 어쩌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절미도 먹고 싶고 시루떡도 먹

고 싶은 것처럼 가끔은 마음대로 혀를 놀리며 흰소리도 하고 싶

은 법이다. 어쨌든 맹렬의 이야기를 들은 무왕은 기분이 상했다. 

‘흥, 무지렁이 같은 촌놈이 아주 기고만장이군. 여기가 어딘지

도 모르고.’

 “멈추어라. 아주 마음 놓고 떠드는 구나. 좋다. 어디 나와 직접 

힘겨루기를 해 보자.”

“하오나 두렵사옵니다.” “뭐라고? 거짓이 들통날까 두렵다는 

거냐?” 

“아니옵니다. 다만 힘을 겨루는 것이라면 겁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다는 것이냐?”

“예, 소인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충고를 들었사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말씀은 무엇을 하든 무조건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

하오니 저는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지려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

면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를 찾으셨는지요? 아무나 붙잡아 겨

루시더라도 늘 이기기만 하실 텐데요.”

“무어야?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놈들이 모두 너에게 무조건 

지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너는 지기 위해 끌려 온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상대가 왕이기 때문에? 좋

다. 이 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먼저 힘겨루기를 한 뒤

에 처리하마.”

“어떻게 겨루시려는지요?”

“지금 궁궐에는 천 근이 넘는 솥이 하나 있다. 그것을 이리 가져

와서 들어 보이기로 하자. 맞서서 힘겨루기를 하자고 하면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면 이 시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니까. 어떠냐, 내 제안이?”

“예, 그렇다면 소인은 최선을 다하여 영광스럽게도 대왕과 한 번 

힘겨루기를 해보겠습니다.” 궁중의 뜰로 거대한 가마솥이 옮겨

져 왔다. 삼십 여 명이나 되는 장정이 운반해 온 솥을 본 사람들

은 절로 입이 벌어졌다. 사자나 호랑이의 앞다리를 연상케 하는 

세 개의 솥발 무게만 해도 삼 백 근은 넉넉히 나갈 것 같았다. 거

기다 솥의 몸체는 크기만이 아니라 넓이도 사람들의 입을 벌어지

게 하기에 충분했다.

“저것을 사람이 들 수 있을까?” “에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저걸 들어?”

“아니야, 저 맹렬이란 장사는 할 수 있을 걸.” “그럼, 우리 대

왕은 못 든단 말야?” “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쉿, 시

작한다.”

 맹렬이란 장사가 웃옷을 벗었다. 그가 성큼성큼 솥으로 걸어가

고 있었다. 갑자기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이윽고 솥

의 밑으로 들어 간 장사가 힘을 썼다. “윽, 으읍!” 보라. 놀랍게

도 뿌리가 저승에 박혀 있다고 생각할 만큼 거대하고 육중한 솥이 

마침내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마치 산을 들고 있는 듯, 

희랍 신화의 헤라클레스나 지구를 들고 있다는 아틀라스를 연상

케 하는 저 장사를 보라. 힘줄은 있는 대로 튀어 나왔고 그의 외침

은 사자후와도 같았다. 그가 외쳤다.

“보라, 나 맹렬이 거짓 장사가 아님을.”  맹렬은 열 걸음을 옮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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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뒤 다시 원래의 자리에 솥을 조용히 내려 놓았다. 얼굴은 붉었

으나 그리 힘들어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

은 듯 다시 한 옆으로 가서 조용히 섰다. 이제는 왕의 차례였다. 

그가 한 마디 했다.

“과연 대단한 장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긴 것은 아

닐 터. 내가 저 솥을 들어 지금까지의 대결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마.” 그러자, 옆에서 핼금거리며 눈치를 보던 생쥐 두 마

리가 이심전심으로 말을 맞추고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콧방울

을 퉁기기 시작했다.  “지극히 귀하신 몸으로 천한 것과 힘 겨루

기를 하신다는 것은 대왕의 체면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저 솥은 대왕의 위엄만으로도 넉넉히 들릴 것인 즉, 반드

시 솥을 몸소 드실 필요는 없는 줄 아뢰옵니다.” “그러하옵니

다. 몸소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대왕께서는 저 솥을 드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미 대왕의 

신력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무왕이 

얼굴이 벌개져 말을 받았다.

“그 따위 아첨은 내가 저 솥을 든 다음에 하라. 지금 이 시합은 왕

의 권위나 체면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수하게 장부 대 

장부로 힘을 겨루자는 것 뿐이다. 엉뚱한 말 하지 마라.” 

 왕은 이렇게 말하고 솥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승패는 너무 쉽

게 가려지고 말았다. 왕이 아무리 힘을 써도 솥발이 땅에서 떨어

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니 한 순간 기우뚱하던 솥이 기울어지며 

왕을 깔아뭉갠 것이다. 장정들이 솥을 치웠을 때 무왕은 이미 숨

이 끊어진 뒤였다.              쥐새끼처럼 교활하고 눈치가 빤

한 신하들은 알고 있었다. 만약, 왕이 이 시합에서 이긴다면, 자

신들은 왕을 기만한 죄로 하나밖에 없는 목을 내놓아야 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왕은 절대로 그 솥을 들 수 없으리라는 것도. 그래서 

왕의 화를 돋움으로써 체면이나 권위 때문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척, 떠받드는 척하면서, 실제

로는 목숨의 문을 닫아 걸기 위해 쐐기를 박고 빗장까지 질러버린 

것이다. 어리석게도 왕은 신하들의 만류가 자신의 화를 돋우려는 

술책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비웃음을 사면서 왕답지 않

게, 왕의 체면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과시하면

서 죽은 것이다.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여행 책자에 나오는 식상한 숫자 문구는 접어두기로 

하고, 이 글을 읽는 동안 편안히 술라웨시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 4개의 큰 섬 중

에 가장 기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섬으로서 예전에는 

Celebes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Sulawesi라고 합니다. 술

라웨시는 y자 모양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 혹자

는 k자 모양이라고도 하지만 - 모양의 섬으로 자카르

타에서 북동쪽으로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

니다. 제목대로 술라웨시 전부를 

단지 글 몇 자로 표현한다는 것

은 어불성설이겠고 주로 수도가 

위치해 있는 남부 술라웨시를 중심

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술라웨시의 중심 도시는 마카사르(Makassar)입

니다. 마카사르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주도로써 주요 경

제,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인도네시

아 자체가 많은 섬과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마카사르를 중심으로 많은 부족(Suku)이 공존하며 살

고 있습니다. 가장 큰 4개의 종족, 마카사르족, 토라자

족, 부기스족, 만다르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기 나

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기스족은 아주 오래 전 해적과 무역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부족이지만 현재는 이곳 다른 부족들과 동화되

어 살고 있습니다. 마카사르에서 Andi라는 이름을 사용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부기스족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관합니다. 오랜 세월 동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뱃사람의 기질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토라자족들은 목공예

가 뛰어나서 토라자에 

가게 된다면 커피 다음

으로 유명한 목공예 제

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

니다. 또한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서 표준어인 인도네시

아어가 없었다면 정말 ‘동상이몽’의 상황이 펼쳐졌

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카사르에는 Losari라는 해변이 있는데, 이 해변 가 

주위로 호텔들과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 편하게 Losari에 

가서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

말이면 젊은 남녀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

KOICA
인니 술라웨시 농업국

박 상 현

내 사랑

술라웨시

토라자족, 부족마다 언어 달라

인니어 없인 ‘동상이몽’

KOICA 단원들의 인니 지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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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부 술라웨시의 주요 관광지인 마나도(Manado)를 소

개하겠습니다. 마나도는 마카사르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스킨 스쿠버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다이버들이 모여드는 곳으

로 유명합니다. 주요 스팟(spot)들이 모여있는 곳이 Bu-

naken이라는 섬인데 물 속 풍경이 7~8월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한 마나도는 미인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이 곳에서 2006년 미스 인도네시아를 배출했습니다.

  이제 마카사르를 벗어나 자동차를 타고 4~5시간 떨

어진 곳에 Bira해변을 가보겠습니다. 숨겨진 해안이

라고 해야할까요? 하지만 세계적인 여행 서적 Lonely 

Planet에도 나와 있는 관광지입니다. 한 눈에 들어오는 

정말 밀가루 같이 부드러운 백사장과 물 속이 들여다 

보이는 바다를 보면 먼저 바다쪽으로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해변 그 주위로 호텔이나 

방갈로 들이 있어서 정말 한적하고 쉬는 여행을 하길 

원하신 다면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이 것으로 남부 술라웨시의 마카사르와 그 주변지와 

북부 술라웨시인 마나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술라웨시 

전체를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방대하므로 욕심을 줄이고 분량에 맞

게 줄일 수밖에 없는 점을 미안스럽게 여깁니다.

  마카사르 주변에서 나는 열대 과일이 유명한데 이름

이 Markisa입니다. 겉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고 색깔은 

주황색과 비슷한데, 안을 열어보면 개구리알처럼 생긴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먼저 

눈 딱 감고 한 입 먹어보면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달한 

맛에 금방 빠져서 5개 정도는 그냥 훌쩍훌쩍 드시게 될 

겁니다. 마르키사를 시럽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10~11월 정도면 길가에서 병에 담아 파는 마르키사 시

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여행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마카사르

에는 유명한 음식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

인 것 2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 Coto Makassar(쪼또 마카사르)라고 하는 

음식인데 길가를 지나다보면 쉽게 음식점

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고기

를 쓰는데. 말고기, 닭고기, 쇠고기. 염소고

기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말고기

는 생소한 것이니까 말고기 Coto Makas-

sar를 한 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

습니다. 맛은 우리나라의 갈비탕이나 쇠고

기국과 약간 비슷한 듯 합니다. 하지만 주

의할 것은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 혈압 올

라가니 조심하세요. ^^

술라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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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인도네시아 국적

2006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1958년 제정하

여 오래 동안 유지해오

던 배타적이고 폐쇄적

인 국적법을 폐기하고 

새 국적법을 제정 공포

하여 국적으로 향한 문

을 상당히 넓게 열었다. 까다로웠던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시

켜 인도네시아 사람과 혼인 혹은 피를 나눈 자는 어렵지 않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외국인 남성과 결

혼을 한 인도네시아 여성은 외국인 남편의 국적을 따라야 했

고,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 인도네시아 국

적 취득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비정한 조항이 없어졌으며, 국

적 신청 처리 시한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청해 놓고 

마냥 기다려야 했던 폐해를 없에기 위하여 법정 처리 시한을 

설정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신청하면 국적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해졌으며 국적 취득 시기도 예상이 가능해

졌다. 구 국적법에서 애매모호하던 사항들이 새 국적법에서 상

당히 명확해졌으며 국적법 시행에 관한 정부령 및 관계 장관 

규칙도 모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제정 공포되어 이미 운용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에 관련하여, 누가 인도네시

아 국민이 되는지,  국적 취득 조건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

에 국적을 상실하는지, 국적 복적 조건은 무엇인지, 국적을 취

득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 등 국적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은 어떠한지 등 국적법의 골자를 설명한다.

    

1. 인도네시아 국적법의 기본 원칙

1.1. 속인주의(ius sanguinis) 원칙

혈통주의라고도 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

어난 아이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을 취득한다는 주의이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출생은 물론이

고 한국에서 출생하던 미국에서 출생하던 인도네시아 부모에

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된다. 인도

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도 인도네시아 국적이 주어지

지 않고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원리와 마찬가지이다. 한국, 일

본,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

다. 수년 전에 일본 정부가 페루의 실각한 후지모리(Fujimori) 

대통령을 일본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호하는 법적 근거

는 일본 국적법의 속인주의 원칙 때문이다. 소멸하지 않고 남

아 있는 후지모리의 일본 국적이 페루의 법망으로부터 후지

모리를 보호해준 속인주의 국적법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고 할 수 있겠다.  

               
1.2. 한시적인 속지주의 (ius soli) 원칙

속지주의는 속인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출생지 국가의 국

적이 주어지는 주의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적법에 명시된 조건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

글 :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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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

하고 있다. 한국인 임부가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는 목적은 미

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미국 국적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

라 부모가 한국 국적일지라도 미국 국적이 주어지기 때문이

다. 이민으로 건국이 된 나라가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는, 자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국의 국적이 주어지지 않고, 

떠나 온  부모의 조국의 국적이 주어지게 되므로 국가 운영에 

큰 장애 요인이 되므로, 이민으로 건국된 나라들은 대부분 속

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3. 단일 국적 원칙(이중 국적 금지 원칙)

인도네시아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

시아 국민이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 상실 이유에 해당되면 국

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고,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

득했으나 원래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국적

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1.4. 한시적인 이중 국적 허용 원칙

국적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에 한하여 한시

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부모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이

를 낳으면 이 아이는 인도네시아의 속인주의에 의하여 자동으

로 인도네시아 국적이 주어지고, 동시에,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국적도 자동으로 주어저서 인도네시아 국적과 미

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가 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만 미성년자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나 성인이 되기 전에 반

드시 양자택일하여 단일 국적 보유를 강제로 하고 있다. 성인

이 되어서까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국적

은 자동 소멸한다. 

1.5. 인도네시아 국적법은 상기 기본원칙 이외에 국가이익 원

칙, 국민보호 원칙, 국민 평등원칙, 귀화 내용 사실 원칙, 비차

별 원칙, 기본권 원칙, 공개 원칙 및 국적 취득 및 상실 공포 

원칙을 가지고 있다.

2.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는 방법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는 방법은 국적법에서 규정

한 조건에 해당되어 출생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

민이 되는 방법과 법정 구비 요건을 갖추어 국적

을 신청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적

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방법이 있다.

3. 인도네시아 국민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다.

3.1. 관계 법규 혹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타국과의 협약에 따라 

새 국적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 국민이 된 자.

3.2.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3.3.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3.4.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

버지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난 아이.

3.5.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무국적자 혹은 국적법이 아

이에게 국적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

지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

난 아이.

3.6.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한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3.7.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혼외 관계에

서 낳은 아이.

3.8.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혼외 관계에서 낳

은 아이로써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혹은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라고 확인

한 아이.

3.9.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출생한 아이로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불명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3.10.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갓 난 아이로써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밝혀질 때까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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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로써 부모가 무국적자

이거나 부모의 행방을 알 수없는 아이.

3.12.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로써 출생국의 국적법이 이 아

이에게 출생국의 국적을 주는 경우에도 이 아이는 인도네시

아 국민이다.

3.13.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승

인을 득하였으나 국민으로써 서약을 하기 전에 사망한 부모로

부터 태어난 아이.

4.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되는 자

4.1.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인도네시아 아이로써 18세 미만이

며 미혼인 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이라고 고백하는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국민

으로 인정한다.

4.2. 5세 미만의 아이로써 외국 국적 보유자에게 법원의 허가

로 입양이 된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한다.

6.2. 국적 신청 당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최저 계속 5년 

이상 혹은 비계속 통산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 계속 혹은 비

계속 거주 여부는 기한부 거부 허가서(KITAS) 혹은 거주 허

가서(KITAP)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번호의 KITAS 혹은 

KITAP으로 5년까지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속 5년 거주로 인정

되어 국적 신청 자격에 해당되나, KITAS 혹은 KITAP의 번호가 

달라지면 그 유효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 되어야 국적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그러나 KITAS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국

적 신청 자격에 미달되며 국적을 신청하려면 KITAP을 먼저 받

아야 한다.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

로 계산되지 못한다.  

6.3. 심신이 건강하며,

6.4. 인도네시아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건국 

5대 이념과 1945년 헌법을 인정하며, *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

시아 역사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6.5. 징역 1(일)년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6.6.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며

6.7. 고정 직업/고정 수입이 있으며,

6.8. 귀화금(국적 취득금)을 국고에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7. 국적 수속 소요 기간

국적 신청에 대한 최고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며 법정 구비서

류를 법규대로 그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신청-심사-장관-대통

령-통보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125일이나 국민 선서까지 합치

면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

8. 유공자 혹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국

적을 부여하는 제도

대통령은 인도적인 분야, 과학 지식 분야, 문화 분야, 환경 분

야 혹은 체육 분야의 발전 유공자 혹은 인도네시아 국가와 민

족의 명성을 떨친 외국인에게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적

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국적 원칙(이중 국적 금지 원

칙)에 따라 자국 국적을 포기하는 외국인에게 한하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9. 외국 국적을 보유한 아이의 입양

인도네시아 국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을 보유

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으며 구비 요건은 다음

과 같다.

법률 상식

5. 미성년자의 이중국적 처리 

여러 가지 사유로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18세

가 되거나 18세가 되기 전 일지라도 결혼을 하면, 18세가 된지 

혹은 결혼한지 3년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한 국적을 버리고 

한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6. 국적 신청(귀화) 자격

국적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6.1. 18세 이상 혹은 기혼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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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양 대상인 아이의 출생증명서

9.2. 입양 대상인 아이가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민국에서 발급한 거주 허가서

9.3. 입양 대상인 아이가 인도네시아 국내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

활 동장이 발급한 거주지 증명서 

9.4. 입양 대상인 아이의 여권 사본

9.5. 법원의 입양 허가서

9.6. 입양 대상인 아이의 국가의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발급한 인

도네시아 국적 부여에 대한 동의서

9.7. 양부모의 출생증명서

9.8. 양부모의 주민 등록증 혹은 여권 사

본

9.9. 양부모의 결혼증명서

9.10. 입양 대상인 아이의 사진 6매(4x6) 

           

10. 국적 상실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에 한 사항에 해당되면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다.

10.1. 자의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0.2.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10.3. 대통령으로부터 시전 승인없이 외국군에 입대한 경우

10.4. 외국에서 외국 국가의 공무원 및 정보기관원에 종사하는 경우

10.5. 외국 국가에 충성을 서약한 자

10.6. 법정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거에 참여한 자

10.7. 외국 여권 혹은 여권에 상응하는 여행 서류를 보유한 자

10.8. 국무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해외에서 계속 5년 거주한 

자가 5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혹은 고의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각서를 거주국 관활 인도네

시아 공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최초 5년 이후 매 5년 마다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

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러나, 당사자가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9. 이중국적 보유자인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거나 결혼을 하

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도네시아 국적 상실 신

청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국적상실을 승인하는 경우

10.10. 국적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문

이 나온 경우

11. 국적 복적

상술한 “10”항의 “10.1.”항에서 

“10.7”항까지의 사유로 국적을 상

실한 자는 국적 복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적 승인은 대통령 전결 사

항이다.

12. 국적 취득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12.1. 국적법에 부여된 임무 수행 소홀로 개인

의 국적 취득, 국적 복적 혹은 국적 상실의 권리 

침해를 야기시킨 공무원은 징역 최장 1년에 처하며, 

고의로 권리침해를 초래케한 공무원은 징역 초장 3년

에 처한다.

12.2. 국적 취득 목적 혹은 국적 복적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

게 진술하거나 선서하거나, 다르게 진술하도록 교사하거나 관

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

류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교사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

에 추가로 벌금 최소 Rp.2억5천만 최고 Rp.10억에 처한다.

12.3. 국적 취득 목적으로 상술한 “12.2.”항에 기술된 사항을 

고의로 이용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4년에 추가로 벌금 최

소 Rp.2억5천만 최고 Rp.10억에 처한다.

12.4. 상술한 “12.2.”항 및 “12.3.”항의 범죄를 단체가 저지

른 경우에는 단체 및/혹은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처벌한

다. 단체는 벌금 최소 Rp.10억 최고 Rp.50억에 처하며, 단체의 

대표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5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Rp.10억 

최고 Rp.50억에 처한다. 

인도네시아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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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 규모 6억 루피아 이하의 사업자

는 Pengusaha Kecil 이라 하며, 원칙적으로는 

PPN 을 mungut 할 수 없습니다. 이말은 거

래시 Faktor Pajak 을 발행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Faktor Pajak 을 발행 하기 위해서

는 NPWP(사업자 번호) 외에도 NPPKP (Nomor 

Pokok Pengusaha Kena Pajak)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NPPKP 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Faktor Pajak 발행을 위해 필요한 Faktor Pajak 

Nomor Seri (일련고유번호) 가 주어집니다.  고

유 번호 뒤로 는 또다른 다섯자리의 숫자 (혹은 

일곱자리도 있습니다) 가 주어지는데, 이 번호

는 매번 Faktor Pajak 이 발행 될시 고유 번호 

에 이어  일련 순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 CWNPQ-013-0000001 에 이어 CWNPQ-013-

0000002 가 사용 되어집니다.

Pengusaha Kecil 사업자 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

한 다면 NPPKP 등록을 하고, PPN 을 mungut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Pengusaha 

Kecil 은 사업자 본인의 필요에 의해 NPPKP 등

록 여부가 선택사항 이 되는 것입니다. 즉, Pengusaha Kecil 인 경우, 부

가세를 mungut 할수 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Faktor Pajak 의 발행 및 수령과 관련하여 주의 사항은 Faktor Pajak 양

식중 필요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그 Faktor Pajak 이 Faktor Pajak Cacat 

으로 분류되는 경우 입니다.

Faktor Pajak Cacat 으로 분류되면, 그 Faktor Pajak 과 관련되어 납부 

및 징수한 PPN 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하

는데, 구체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첫째는 Tidak boleh 

dikreditkan 이며 둘째는 Tidak boleh biayakan 입니다. 즉 Kredit Pajak 

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비용 처리도 허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

무 조사시 상기의 장애 세금 계산서는 세무 공무원이 인정을 안해 주는 

관계로 세금을 적게 납부 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두 가지 Faktor 

Pajak Cacat 의 예 를들어 보면, 첫째 Faktor Pajak 의 양식중 최 하단

에 있는 Jabatan 기재가 누락된 경우, 물론 Faktor Pajak Cacat 으 분류

되어  Kredit Pajak 으로도 인정이 안 될뿐만 아니라, 비용처리도 허용

이 안되게 됩니다.

둘째, 주요 사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래로부터 발생한 Faktor Pajak 도  

Cacat 으로 분류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판매 사업자가 목재를 구입하

고 받은 Faktor Pajak 은 Cacat 으로 분류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재 

구입시 납부한 모든 PPN 이 인정 되지 않게 되므로 세무 조사시 세금을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글: 박규영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Pengusaha Kena Pajak (PKP/과세사업자) 와 
Pengusaha Kecil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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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납부 한 것으로 간주 되게 됩니다. 하지만 첫번째 Jabatan 누락으로 인해 Cacat 으로 분류된 Faktor 

Pajak 과 다른점이 있다면 Kredit Pajak 으로만 인정이 안될뿐이지,  비용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redit Pajak 으로 인정 된다는 말의 의미를 하기의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즉, 

Kredit Pajak 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관한 예제 입니다.  PPh Badan (법인세) 이 다음과 같이 되었다

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전 순이익 : 170,000,000

그러면 법인세 는 하기와 같이 세액이 확정 됩니다.

법인세      : 50,000,000 x 10% = 5,000,000

             50,000,000 x 15% = 7,500,000

             70,000,000 x 30% = 21,000,000

              -------------------------

              Total              33,500,000

참조) 법인세 Tarif 은 세전 순이익 5천만 루피아 까지는 10%, 5천만 루피 초과 1억루피까지는 15%, 

1억루피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로 누진적용 됩니다.

상기의 경우 납부해야할 법인세는 33,500,000 이 됩니다. 하지만 Kredit Pajak 이 10,000,000 루피아가 있다면 

세금을 선납한 경우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33,500,000 에서  10,000,000 루피아를 차감 한 금액, 22,500,000 

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즉, Kredit Pajak 은 Pajak Terutang (납부할 세금액) 에서 Kredit Pajak 만큼이 차감된후  그 차액만 납부가 

되게 된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Kredit Pajak 으로  출국시에 납부하는 Fiscal 

Fee 1,000,000 가 있으며, 그 외에도  PPh 21, 22, 23, 24, 26 이 있습니다. PPh 25 는 왜 Kredit Pajak 이 아

닌지는 다음번 지면을 빌어서 살펴 보겠습니다.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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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지속적인 혁신

  지난 2월 16일, 비슷한 시기에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 산업에서 있은 두 개의 뉴스가 이채롭다. 

뉴스 1: 북미시장에서도 1위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전세계 생산현장에 도요타 

방식을 전파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원화환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80조원, 

순이익 17조원의 사 상 최고의 실적에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더욱 매진한다는 소식이다.

뉴스 2: 세계 5위의 자동차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합병 9년만에 경영부진으로 크리이슬러부문을 매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

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이 회사는 미국 크라이슬러부문의 직원 1만3천명을 향후 3년에 걸쳐 해고하고 뉴어크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산업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전혀 반대되는 뉴스, 한 쪽은 잘 되는 사업을 더욱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진한다는 소식

인 반면, 다른 한 쪽은 실적악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식이다. 무엇이 두 회사의 성과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왜 도요타라는 한 기업은 성공을 구가하는데 다른 한 회사는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일까? 그것도 동일한 산업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이런 의문을 한 번쯤 해 볼 만 하다.

◈ 왜 혁신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산업이든지 그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원가의 차이, 즉 이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오늘날과 

같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제에서는 더욱 분명해진다.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더 싸게 생산할 방법을 찾아 나서고, 구매자들

은 끊임없이 더 싼 상품과 서비스를 찾아 나선다. 이것은, 기업이 상품의 혁신을 이루지 못하거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

면 이익의 감소 또는 적자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즉, 경쟁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쟁자보다 

소비자에게 더 어필하는 상품을 빨리 내어 놓는다든지, 비슷한 상품이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다시 자동차사들의 이야기를 보자.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실적 악화가 “고유가(高油價)로 픽업트럭·SUV(지프형차) 수요가 급

감하면서 미국 크라이슬러 부문이 큰 적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으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고

객 즉 소비자의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요타의 생산방식은 낭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오늘도 (중국의 한 경제주간지의 표현을 빌리면) “마른 해면체에

서 물 짜내기”, 또는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마른 수건에서 물을 또 짜내는” 낭비제거를 추구를 하고 있다.

◈ 언제 혁신을 해야 하는가
  보통 혁신이라 하면 어떤 시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방법을 도모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기

업이 처한 경영환경은 어떤 시기에 맞추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에는 크고도 

급속한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지속적으로 변한

다. 수요의 트렌드의 변화, 판매처의 상황변화, 원부자재의 공급 상황 변화, 경쟁자의 등장과 소

멸, 전혀 새로운 상품으로 인한 기존 상품의 수요의 변화, 새로운 기술과 기법의 등장 등. 어떤 

변화든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경영의 한 측면이 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생존하는 것이라 한다면 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일 때 경영의 변화도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환경은 기업이 처한 모든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한다. 이와 같이 환경

변화가 시기를 정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혁신도 그 시기가 따로 정해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혁신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이 기업의 체질화되어 이루어질 때 그 결과

로 혁신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이다.

오늘의 도요타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이는 도요타가 앞으로도 혁신을 지속적

으로 할 수 있는가가 대답해 줄 것이다. 반대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글: 윤장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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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_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지속적인 혁신

따라 시장의 호응을 받고 원가혁신을 이루게 될 때에는 다시 재기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

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면 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기업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 혁신은 누가 해야 하는가
  최근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기업인 하이닉스의 차기 사장으로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명되었고, 업계

에서는 그가 하이닉스의 사장이 될 수 있는가가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가 사장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소식이 나

왔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한 투자자의 소감이 나왔다. 즉, “하이닉스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은 누구도 아닌 하이닉스

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입니다”라는 말이다. 앞뒤 문맥을 살펴 보면 하이닉스의 사장에 이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해서 투자자

들이 실망할 이유가 없으며, 누가 사장이 되든 지금까지의 임직원이 있는 한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

  맞는 말이다. 혁신을 하고, 회사를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고, 기업의 발전은 한 사람에 의

해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은, 그럼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무

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장은 혁신의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사장이 신상품을 개발한다거나 낭비를 제거한다거나 할 수 없는 것

은 자명하다. 그것은 기업의 임원 이하 중간관리자와 현장사원이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들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에

만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면 기업은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혁신을 현장에서 추구하는 사람들

에게 그 동기를 부여하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성과가 있는 부분에 

보답을 해 주는 사람은 기업의 경영자이자 리더이며, 그 리더들의 정점에 사장이 서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혁신 활동은 경영자의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혁신활동은 현장에서 직접 상품을 다루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실현된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혁신의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고,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개선활동의 여건을 지원하지 않는 경영자를 가진 기업에 혁신과 발전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혁신의 방법은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혁신이 지금부터 바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경영

자가 있다면 그 조직은 지금 바로 어디서나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하기보다는 경영자

들의 경영에 대한 시각과 자세에 관하여 먼저 언급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기업을 경영하면 언제나 문제는 발생한다. 그런 문

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1)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가, 아니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가

기업1: ‘우리 회사의 품질 또는 생산성의 수준은 국내 경쟁사와 비교해서 상위 수준으로 만족할 만 하다.’ 

기업2: ‘우리의 현재 수준은 업계 최고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과는 아직 차이가 많고 그 수준에 도전해야 한다.

‘문제’란 이루어야 할 수준(목표)과 현재수준의 차이라면 위 기업1의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해결할 노력을 할 

것이다. 반면 기업2라면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과제

를 설정해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할 것이다. 

도요타는 세계 최고의 Ford와 현격한 격차가 있을 때인 1950년대에 이미 Ford를 따라잡을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 왔

다. Ford를 목표로 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2) 현재의 문제해결에 그치는가 아니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가

어떤 기업에서든 발생된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간다. 물론 간혹 최악의 경우에 해결을 못해서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

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번 해결한 문제는 앞으로 유사한 것이 반복되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의 경영자

들은 이번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그런 문제는 생기

지 않은 것을 자신하듯이. 또는 재발방지책을 세우는데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사한 문제의 재발의 잠재원인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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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를 이기면 

손인식 (서예가, 자카르타 YPKI 주재)

   미명의 새벽, 뒤척이는 잠결을 따라 꿈결처

럼 스미는 것이 있다. ‘민속 대명절 설날’이

다. 몸은 타국에 있고 뇌리도 아직 혼곤에서 덜 깨

어났으며, 눈도 감긴 체인데 ‘오늘이 설날’이라

는 이유하나가 오래된 추억을 사정없이 끌어다 붙인

다. 어린 시절 고향의 설날로 내몰아 간다. 

  내가 어렸을 적 설날은 늘 어머니의 분주함으로 대변

된다. 물론 어머니의 분주함은 동짓달이 지나고 섣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설날을 대엿새쯤 앞

두고는 그 분주함이 절정에 다다랐다. 더러 맷돌을 돌리

는 일이며 물을 길고 어머니가 시루에 쪄준 밥을 방앗간

에 가져가 가래떡을 뽑아온 다음 적당히 꼬들꼬들해지기

를 기다려 어기진 타원형으로 썰어 떡국을 예비하는 일 

등을 가족들이 돕는다고는 하지만, 농주를 날에 맞춰 담

그고, 이불빨래를 해서 다음이질과 꿰매는 일, 조청을 고

아 강정을 만들고 갖은 떡을 빚는 등 어머니만 꿰고 있는 

설 준비 스케줄과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야만 해결이 나는 

일들은 항상 어머니를 홀로 분주하게 만들었다. 그 틈 사

이에도 어머니는 차례 상에 올릴 제수(祭需)를 만들어 큰

댁으로 보내고 또는 직접 달려가 차례음식을 장만하고 돌

아오시곤 했다. 조상님께 바치는 정성 말고도 오붓하게 

모이는 가족과 길게는 보름날까지 찾는 세배객을 위한 음

식 준비 등은 분명 어머니를 허리 한 번 못 펴게 했다.

  

“막내야 그만 일어나거라.”  

  두터운 솜이불 속으로 머리마저 파묻었지만 아버지는 

나의 선잠을 아셨을 것이다. 한복 두루마기의 옷고름을 

매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큰집에 늦지 않게 가려면 서

둘러야 한다는 것을 온 집안 식구에게 알리는 신호였다. 

우리는 큰집으로 출발하기 전 항상 집에서 한 가지 의식

을 치렀다. 아랫목에 나란히 앉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향

해 형제들이 순서대로 

서서 세배를 하는 것

이었다. 나름대로 설

빔을 차려입고 세배를 

하고 큰댁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무렵에도 아직 

날은 어둠에 감싸여 있던가. 

잔설위에 싸락눈이 설핏 덮

인 대밭사이를 가로 지르고 

샘터를 지나 아랫마을로 가는 

길은 밝아오는 설날과는 상관없

이 늘 혹한이 기승을 부렸다. 손

발이 시리다 못해 아리던 기억쯤에 다다르자 남방의 더운 

나라에 누운 몸이 한기를 느끼며 한 순간 저절로 움칫거

리는데, 차례와 문중 어른들께 세배, 그리고 그날 먹은 떡

국 그릇 숫자를 행여 하나라도 빠트릴세라 세고 또 세던 

그 때가 무애 이리 선명히 떠오를까. 

 

  타국살이의 설날, 재외 동포 600여만을 헤아리는 현재

에 유독 나만 고향의 설날이 그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따

지고 보면 고국에 살 때도 성장과 성가이후부터는 이향하

여 살았으니 고향의 설날을 경험하지 못한 때가 많지 않

았던가. 타국에서 맞은 설날이라고 해서 유난스러울 것도 

없고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아마도 얼마 전 함께 살던 막

내딸마저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돌아간 탓이리라. 

  한국인이 설날 아침 의례 떡국을 먹는 것은 고국에서나 

타국에서나 다 마찬가지 의식일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끼리 과일상자나 꽃바구니를 주고받는 것도 특별

히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느낌은 더하거나 덜하거나 

어쨌든 같지 않을 것이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국슈퍼에서 

년 중 가래떡을 팔고 있고 철을 따라 고국의 과일 또한 맛

볼 수 있지만, 설날을 앞두고 대하는 가래떡이나 한글로 

OO배라고 쓰인 상자를 보면 유독 새삼스럽지 않던가. 물

론 이런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곳에서 설을 맞는 한국인들

克己(극기)/ 인재 손인식/ 

2007년 작/ 자신을 이기다.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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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다. 설 연휴를 맞아 남방의 따뜻한 나라에 휴양을 왔

거나 지인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없

는 것이 교포들의 타국에서의 설날인 것이다.

  가톨릭 신자인 우리 부부로서는 설날 아침 설 특전미사

를 가는데, 이것이 내게는 마치 어릴 적 큰댁에 가는 것과 

다름없는 설렘이요 행사다. 제대 앞에 설치된 분향 항아

리에 미사 중에 분향을 하고 묵념을 하는 것이나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과 더불어 세배를 하는 것, 많은 교우들과 

정초 덕담을 나누는 것 등으로 인해 어쩌면 고향을 찾지 

않고 서울에서 맞이한 설날 보다 더 설다운 분위기에 젖

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설날은 아내가 예쁜 한복으로 치

장을 하고 나섰거니와 늘 그렇듯 교우들 또한 여기 저기 

한복 차림으로 나와 설 분위기는 만끽이었다. ‘평화를 

빕니다.’ 좌우와 앞뒤의 교우들께 평화를 비는 순간이 

어느 미사 때보다 절정이었던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타국에서 설날을 맞아서 그럴까 기도 지향 한 가지가 는

다. 내가 사는 현지와 더불어 사는 현지인들을 위한 기도

다. 그들만의 몫이 아님에도 지진과 쓰나미, 홍수 등 유

독 다사다난을 겪는 가난한 현지인을 위한 기도를 빠트

릴 수 없다. 

  작은 이야기 거리도 생긴다. 성당에 가기 전 조상님을 위

한 특별 봉헌금을 챙기고 겉봉투에 기도문 한 마디를 적

어 넣다보니 생각키는 것이 있다. 집안일을 거드는 고용

덥석 받아 쥔다. 세배를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식이 아니

라면서 불쑥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천진하게 웃는

다. 그들에게도 정해년 한 해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

원한다. 

  고국에서 볼라치면 색다른 풍경일까? 설날 오후 가족 끼

리나 부부끼리 즐기는 골프는 마치 정초의 윷놀이와 같

다. 산하가 꽁꽁 얼어있을 고국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라

운딩은 열대의 나라가 부여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 부부 또한 약속시간에 맞추느라 달리는 차 안에서 한

복을 갈아입느라 부산을 떨었지만, 정월 초하룻날 무성한 

푸르름을 벗해 백색타구를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 날리

는 것은 설날의 소망을 담아 하늘 높이 띄우던 연날리기

와 다름이 없다. 물론 묶은 해의 잡다한 생각들을 시원하

게 날리는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타국살이 작가의 정초, 이런 저런 일로 분주하지만 작가

에게 작품을 하지 않는 일상이란 순간순간이 아무리 즐

거워도 돌아서면 허전하다. 맘에 드는 작품 한 점 생산하

고 난 날이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고, 한잔 술의 맛도 최

고조이며, 만나는 사람이 다 반가운 것에 기저한 상대적 

허전함이다.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이런 저런 상념들 모두를 낱낱이 

분해해 검은 먹 속에 용해해 넣는 것만이 허전함의 해결

책임을 알기 때문이다. 아내도 다구(茶具)를 준비해와 차

를 내리며 휘호를 참관한다. 

정초이니 스스로에게 다짐해둘 말을 쓰고 싶다. 쉽잖은 

타국살이를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말을 쓰고 싶다. 

정해년이 끝나는 날 되돌아보면서 겨우 정초의 다

짐으로만 끝났다고 후회할망정 오늘 꼭 다짐하고 

넘어가야겠다. 

“극기(克己)! 오직 자신을 이기자.” 쓰고 또 쓰

고 새기고 또 새겼다. 

작품은 꼬리를 물고 생산해야 제 맛이 난다. 언젠

가 소설을 읽다가 새겨두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오늘’이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라는 구절. 

이 얼마나 촌철살인인가. 그렇다. 자신을 이겨내고 바로 

오늘 최선을 다 한다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무엇일까. 세

상의 모든 이가 모두 ‘오늘’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 평화, 평화를 얻기를 빈다.

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정서를 미루어 헤아리건대 

한국의 민속명절 설날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만, 설날 풍

습이라고 세뱃돈을 내밀었더니 두 눈이 동그래진다. 세

뱃돈의 의미가 집안 어른에게 큰절을 하고 나서 받는 돈

이라고 설명을 하며 농담 삼아 세배를 하라고 하니 돈만 

오늘,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 

인재 손인식 2007년 작

오늘 나를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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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함께한 

 배낭 여행기   1

소중한 추억이 숨쉬는 자바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8학년 이태경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에서 전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요즘 청소년

들에게는 스스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난관을 헤쳐 나가는 체험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 땅 곳곳을 밟아 보는 경험

도 필요하다. 이 글은  겨울 방학 동안 자바섬, 발리섬, 동남시아 등

을 다녀온 한 중학생의 배낭 여행기이다.

14시간 동안 야간버스를 타고 도착한 족자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빠를 졸라 필리핀을 엄마와 

함께 40일 동안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는 거기에 가면 ‘싸

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다’ 고 아빠를 6개월이나  

졸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 쉽게 아빠를 설득할 

수 있었다. 그 만큼 몸과 마음이 자란 덕일까?

   1998년 무서운 인도네시아 폭동을 겪은 사람들은 기사 없

이 자카르타를 돌아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를 경험하지 않은 나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했다. 그

래서  LB. Bulus 라는 집 근처의 터미널에서 장거리 버스를 

타고 엄마와 함께 족자로 향했다. 떠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밤새 달린다는 버스에서 강도나 소매치기가 나올까봐 은근

히 무섭기도 했다. 오후 4시에 탔던 버스는 다음 날 새벽 6시

가 넘어 도착하였다. 택시를 타고 가장 번화한 ‘마리오보 거

리’에 있는 ‘소소로 위자야’ 라는 지역에 가서  숙소를 

구하였다. 족자는 호텔과 싼 여관인 로스멘 시설이 많아서 숙

소 잡기에 어려움이 없었고 전 세계 배낭 여행족에게 유명한 

“Superman”이란 식당이 ‘Gang 1’이라는 아주 긴 골목에 

있는데 그 곳에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다.

  족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내 곳곳

에서 투어를 많이 모집하고 있었다. 투어 예약을 한 후 우리

는 족자에서 유명한 베짜와 택시를 이용해서 시내를 관광하

였다. <Kraton>이라는 왕궁은 문이 닫혀서 관광하지 못했지

만 다행히 <Taman Sari> 라는 술탄이 살던 왕궁은 볼 수 있

었다. 제국의 왕답게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가지를 둘

러보았다는 곳은 작년 4월 지진의 영향으로 축대가 많이 무

너져 있었다. 술탄이 기도하던 곳, 술탄과 자녀들이 목욕하

던 곳, 술탄의 방, 우리나라 온돌처럼 밑에서 불을 피우면 따

뜻해지는 나무 침대 등을 재미있게 구경하였다. 마치 멋진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술탄이 막 문을 열고 들어 올 것 같

은 느낌을 받았다. 인니어 통역을 다 알아 들을 수 없는 것

이 안타까웠다.

   보르부드로 사원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가보지 못했다. 

대신에 동남아 최대의 힌두교 사원으로 거대한 불꽃같은 사

원이라는 쁘람빠난 사원을 가게 되었다. 엄마는 지진 나기 전

에 이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쁘람빠난 사원 안에 직접 들

어가서 여기저기 만져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자랑하

시는데 이제는 들어 갈 수 없게 되었다. 지진으로 또 무너질

까봐 건물 높이만큼 울타리를 쳐 놓아서 사람들은 밖에서 구

경할 수밖에 없었다. 저 많은 것들을 돌로 다듬어서 깎았다

는 사실이 놀라웠다. 밖에서 본 규모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지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구경하였다. 

  족자는 바틱, 은세공품, 가죽제품 유명하다고 한다. 번화가

인 거리에 시장에는  바틱 제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시

장 안을 헤치고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나는 여행에 같이 오지 못한 아빠 선물을 사려고 은세공 거

리로 유명하다는 <Kota Gede> 라는 마을을 찾아갔는데 결과

는 실망스러웠다. 현지인들이 사는 집마다에 은을 깎는 기

술자 아저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화려한 건물의 멋진 

유리장 안에 많은 비싼 은제품들만 전시되어 내 용돈으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족자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다

음 목적지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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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행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 브로모산

  브로모산을 가기 위해 족자에서 수라바야까지는 기차로 갔

다. 한국의 기차와 비슷했는데 차안에서 접시를 들고 다니면

서 나시고랭을 팔거나 음료수를 파는 것이 차이가 났다.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소개된 “Bamboe 

Denn”이라는 숙소를 어렵게 찾아 갔는데 이곳은 발리 폭발 

사건 이후(수라바야에서 묵고 발리행을 이용하려는 여행객) 

아무도 찾아 주지 않아서 숙소가 귀신 나올 것처럼 썰렁하였

고 넓은 집에서 혼자 골동품을 닦고 있는 아저씨도 저승사자

처럼 보였다. 2007년이 시작되는 첫날이라 모든 여행사가 문

을 닫아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면서 어렵

게 망고로 유명하다는 프로볼링고(Probolinggo)라는 마을을 찾

아서 베모를 타고 브로모 산에 도착하였다.

  브로모 정상에 있는 쩨마라 인다(Cemara Indah)라는 숙소

에 도착했는데 나는 그 산의 장엄함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흥분이 되었고 가슴이 뛰었다. 우리가 묵은 숙소는 브로모산

에 가장 가까운 있는 숙소인데 숙소에서 바라만 보아도 그 

산이 주는 기운에, 그 웅장한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는다. 나

는 이번 여행 기간 동안 많은 곳을 다녔고 멋진 곳을 많이 

보았지만 이 브로모는 ‘내 여행 중 최고였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산.......... 저녁에는 숙소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 모여서 여

행객끼리 정보도 나누었다. 특히 숙소는 너무 추워서 그래도 

식당이 좀 따뜻해서 그곳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내가 어려 보여서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인도네시아 대학

생 형의 가족들이 10명도 넘게 내 주변에 몰려 와서 영어로 

나에게 온갖 종류의 질문을 하였다. 이들 형들은 우리가 르

바란 휴가 때 갔던 수까부미에서 왔다고 했는데 차 두 대로 

가족들이 왔고 모두 기사를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자카르타에 산다’고 하니 다들 신기해 하였

다. 브로모의 아름다운 광경을 담은 시디를 보면서 밤이 깊

어 가는 줄 몰랐다.

  밤중의 브로모 숙소는 너무나 추웠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온몸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일어 났다. 화산의 정상(뿌

난자깐)과 그 옆의 바똑산까지 데려다 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를 계약을 하였다. 또 추울까봐 장갑과 목도리와 모자도 각

각 구입하였다. 옷은 두꺼운 점퍼를 빌렸다. 사막처럼 된 화

산 분화구를 넘어서 달렸던  새벽 길은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날이다. 3년 전인데 프

랑스 사람이 가다가 추락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약간 겁

이 났지만, 정상에 오르니 벌써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각국

에서 몰려 온 외국인들이 해를 기다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

다. 솜털 같은 구름 사이에서 보이는 산의 모습도 정말 아름

다웠다. 해는 살짝 얼굴을 보였지만 선명한 해는 볼 수 없

었다. 그래서 브로모 산은 선명하게 해를 볼 수 있는  건기

에 찾는다고 한다.

  화산 정상을 마치고 다시 유황냄새가 진동하는 바똑산으

로 이동을 하였다. 산 정상까지는 말을 타고 올라갔다. 나는 

말 위에서 장군이 된 듯 기분을 느꼈다. 일출을 마치고 와서 

나는 부족한 잠을 자느라 아침 10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어

제 밤까지 많은 사람으로 붐볐던 마을은 일출 구경을 마치자 

모두 떠나서 쓸쓸하기만 하였다. 특히 말을 타는 경험은 정

말 짜릿하여 남아서 승마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마부 아

저씨와 승마 개인지도에 대한 가격협상도 해 두었지만 그런 

내 욕심과는 반대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더 있을 수가 없었

다.  나는 다음에 난방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다시 말타기를 배우러 오기로 하고 베모를 타

고 프로볼링고로 왔다. 

  이곳을 여행할 때는 비교할 수 없어서 잘 

몰랐는데 동남아시아를 돌면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어려운 여행코스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터미널만 나오면 무섭게 달려 드는 베짜 아

저씨, 택시 기사들... 가는 곳마다 외국인이라

고 너무 심하게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머

리를 써서 따돌려야 하고, 적당한 값을 흥정

해야 하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는 이 땅을 좋아한다. 내가 숨 쉬며 살고 있

고 나의 추억이 담긴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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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기적
인니 고교,대학생 대상 2006년 한국주제 에세이 콘테스트 대학부 최우수작

글: Henidar Triarifiyanti

  우리가 아이의 성장과정을 보자면, 출산한 아기에서 유아과정을 거쳐서 어린시절,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서

의 끊임 없는 변화를 통하여 성장하게 된다.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변함 없는 성장 발전 과정을 보고 경

험하게 된다. 그 아기는 자신의 어린 시절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메모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성격과 행동

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의 어머니는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해 하면서 생

활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가져볼 수도 있다. 어머니는 아기의 변화 및 성장 과정

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왜냐하

면 그 아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고 경험하게 되고 ,̀ 그러는 동안 변화성장 과정 속에서 보다 많은 것을 보

고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 발전시키며 노력해 나가기 때문이다.

  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

  1953년 한국은 6.25 전쟁의 영향으로 매우 가난하였고, 당시 1인당 국민소득(GNP)은 겨우 미화 80불 정도에 불

과했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다. 즉 외국인 투자와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는 전혀 없었

고 반면 실업자 수만 높게 늘어났을 뿐이었다. 바로 그 무렵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마치 아기가 걸음

마를 처음 배우듯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발전하며 노력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 한국인 친구가 상세히 이야기 해주었다.” 한국은 매우 가난했었다. 곡류의 거의 7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였고, 그리고 국가 예산도 거의 제로 상태였다. 또한 전쟁 이후 몇 년 동안 굶주렸

다는 말을 들은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고 하였다. 내 생각에는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의 모태는, 바로 

전쟁 이후 그 당시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국민 개개인

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굳은 의지가 국민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과 같은 한국이 다른 경제 발전의 모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이 발전하는 데 일조하여 왔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국이 전쟁 

이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 한국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성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산업 국가로서의 발전 모델로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빠르게 발전하

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별명으로 “아시아의 호랑이” 즉 맹주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국의 기적”, 그것은 전쟁 이후 매우 어려웠던 시기를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고도의 경제성

장을 했다는 말이다. 그와 같은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었고, 한국 경제성

장에 적지 않은 원동력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안정화된 인플

레이션 현황, 낮은 실업 율, 높은 수출 성장 율 등을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력이 하나로 이루어진 상부상조의 결과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 결과 1953년 1인당국민소득은 미화 80불에서 2006년에는 미화 16,000불로 성장했다. 그 

성장 비율은 무려 200%에 달했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규모는 세계에서 11위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

다. 1960년대에서 1990년도 중반까지는 연 평균 9%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며, 국내총생산의 경우도 매년 배 이

상의 성장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결국 아시아의 호랑이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국가들 보다 한국이 제일 발

전 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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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발전은 적지 않은 경제 원동력을 불어 넣었는데, 이는 바로 1961년도 당시 지도자

인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쉽 덕분이었다. 그는 약 20년 동안의 오랜 국가 지도자로서 경제 발

전에 노력해 왔고, 특히 경제 발전의 모델을 기업과 자본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과학기술 발

전에 적지 않은 균형적 발전을 기울여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과의 

합작 방식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삼아 각 분야별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으나, 

결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발전 모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

작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발전정책의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원점

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영농산업,수산업을 병행 발전토록 하였고, 그리고 고

(高) 기술분야 진흥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발전에 원동력을 주었으며, 특히 1차 비즈니스 산업 

즉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에도 함께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부와 민간기업 등에 은행대출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

였고,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처를 취하는 한편,  일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서는 수입을 하여 국내에서 다시 제조 후 역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통하여 국내 자본의 투자, 

그리고 노동력 일자리 마련이라는 고용창출에도 한몫 했다. 중소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고 기

술력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지원을 정부차원 하에 끊임 없이 해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

히”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은 세계 경제의 거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쟁 이후의 한국인의 노력 그리고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발전과정을 볼 때 순탄한 것 만

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1997~1998년 아시아 지역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의 한파로 결국 한국

도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한국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기업이 연쇄부도 등으로 문을 닫고 하루 아

침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 결과 나라의 부채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었으

며, 경제 모델의 균형은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들 스스로가 IMF 경제위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은 결국 IMF의 구제 자금 600억을 지원 받게 되었다.

  결국 한국은 경제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한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한국은 

IMF의 지원하에 약 2~3년 동안 경제 재 도약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GDP 7% 성장세를 보여 주었고, IMF도 졸업하게 된

다. 그리고 IMF 측과의 약속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경제발전을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2003~2005년에는 무려 4%대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그와 같은 한국의 경제발전의 주 원동력은 바로 정부 만이 아닌 한국인 모두의 노력의 결

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마치 한국인 모두가 자신의 숙원 과제처럼 개

인 하나 하나가 모두 경제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항상 숙지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은 연간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최장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였다. 2004년

도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의 순위는 28위이며, 국내총생산인 

GDP (Gross Domestic Product)는 미화 16,950불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한국 내의 모든 성과는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까지 처음 아무것도 모르

는 상태에서 결국 그렇게 성장하듯이, 한국의 경우가 바로 “아이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빠른 경제 성장의 비결, 이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할 수 있을까? 네, 그 대답

은 바로 한국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끊임 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성공열쇠가 아닐까요?. 우리는 바로 한국 사람들이 그 결과를 

증명하게 되었지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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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senang-senang / Rekreasi
레크레이션/기분 전환을 한다

Satu dari tempat utama untuk rekreasi dan tempat hiburan di 

Jakarta, Taman Impian Jaya Ancol masih menjadi tempat hiburan 

yang digemari untuk Jakarta. Pusat rekreasi yang dilengkapi ta-

man fantasi, Sea Word, bermacam-macam kolam renang, laguna 

buatan untuk memancing dan berperahu, lintasan bowling, klub 

malam, restoran dan hotel berbintang.

레크레이션 레저 장소로서 알려진 최고의 장소로는 따만 임피얀 자야 안

쫄(놀이 공원)은 아직도 자카르타 근교 내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의 하나 이다. 레크레이션 장소의 멕카라 할 수 있는 이 장소에는 듀니

아 판타지아,씨 월드,넓은 수영장,낚시터,놀이 배,볼링장,대형 클럽,식당,유

명 호텔 등이 있다.

Tidak jauh dari Teluk Jakarta terhampar lebih dari 130 pulau, 

yaitu pulau karang dan bukit pasir yang berbentuk kawasan Pulau 

Seribu. Kumpulan pulau ini menawarkan berbagai jenis kegiatan 

rekreasi : dari sekedar bermalas-malasan di atas pasir pantai 

yang berwana keemasan, berkemah direruntuhan benteng kuno 

Belanda atau menikmati layanan hotel kelas dunia. Sekitar dua 

jam dari Marina Ancol juga terdapa lokasi untuk menyelam yang 

ditumbuhi terumbu karang yang indah.  

자카르타 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약 130개의 섬이 있다.산호와 모

래 등으로 천 개의 섬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이 

섬들은 많은 볼 거리에 재미 있는 볼 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방문객

들을 황금 빛 같은 모래 사장 내에서의 자연의 낙천적인과 함께 게으름을  

피우며 자연의 고마음을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다.이들 섬 내에는 화란 

시절하의 성터,커테지,유명 호텔 등이 이들 섬을 찾는 방문객을 유혹하고 

있다.그리고 마리나 안쫄에서 약 2시간 떠러진 곳의 바다 밑에는 아주 아

름다운 산호들이 각종 바다 해저 내의 볼 거리를 또한 제공하고 있다.

Perayaan-perayaan
축제

Dari berbagai macam perayaan / upacara yang dirayakan oleh 

berbagai macam kelompok etnis dan agama yang ada di se-

bagian masyarakat Jakarta, dua diantaranya berhubungan. Pada 

tahun baru Cina dirayakan oleh masyarakat Cina, di daerah 

sekitar Kota atau Pecinan.

자카르타에서는 각기 다른 종족 및 종교 계통을 통하여 각기 다른 축제와 

종교 예식에 대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데,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중국의 

신년 새해 이믈렉 구정을 맞이하게 되면서,도시 중심의 글로독 이나 중국 

촌 등에서 연례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Kaum Muslim adalah mayoritas di Indonesia. Hari Raya Lebaran 

adalah waktu untuk saling memaafkan diantara teman dan sanak 

saudara secara lahir-batin. Di Hari Raya Lebaran, kaum Muslim 

mengenakan pakaiannya yang terbaik, mengunjungi handai taulan 

dan keluarga sambil menikmati hidangan khas ketupat dan aneka 

gulai atau kari daging, ayam atau sayuran. 

인도네시아 인들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스람 이다.르바란 명절에는 형제와 

가족 들을 서로 방문하여 한해의 용서를 

서로 빌고 그리고 새해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사 표시를 서로 나눈다.

르바란에는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가 하면,음식에는 르바란 떡 ,꿋

밭 등 각종 사골탕,닭고기와 쇠고기를 이

용한 카레 요리,채소 요리 등을 차리어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과 함께 서로 나

누어 먹는다.

Museum Nasional
국립박물관

Museum Nasional ini memiliki salah 

satu koleksi terlengkap artefak pe-

runggu dan keramik dari Cina za-

man dinasti Han, Tang, Ming, serta 

koleksi patung dan arca yang mem-

이번호에는 33개 지방도시의 소개 중 지난호에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하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도시(IBU KOTA)”라고 불리우는 자

카르타 스케치를 통해 문화정보를 익히고, 현

지인과의 대화시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안선근 교수와 함께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3   자카르타 - 하편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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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lihatkan pengaruh agama Hindu, Budha dan Islam pada kebu-

dayaan Indoensia. Koleksi kain, uang serta alat musik, kesenian, 

dan kerajinan tradisional.

이 박물관내에 비취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청동기 장식품과 중국의 자개 제

품 예를 들어 중국의 한나라,당나라,명나라 등의 도자기 유물 등이 있고,이

외에 힌두교,불교,이스람교의 유물과 유적들이 있는 가?하면,화페,고전 악

기,전통의 가내수공업 제품 들이 늘비하게 진열 되어 있다.

Agenda Kegiatan
연례행사 프로그램

Dalam rangka memperingati Hari Kemerdekaan Republik Indone-

sia pada tanggal 17 Agustus, pertandingan olahraga, permainan 

dan perlombaan dengan semangat keakraban dan sportifitas. 

Pada ulang tahun kota Jakarta setiap tanggal 22 Juni, ibukota ini 

menyelenggarakan pameran Jakarta Fair di Jakarta Fairground 

Kemayoran selama sebulan penuh.

Barang dagangan yang dapat dijumpai termasuk mobil, elektronik 

hingga kebutuhan pokok seperti sandang dan pangan, seperti 

makanan dan pakaian dengan harga yang relatif rendah.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8.17일을 기념하여 체육대회 행사를 통한 각종 경

기와 시합이 건전한 스포츠 정신 하에 정규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다.그리

고 6월 22일에는 자카르타 탄생 기념일을 통하여 매년 끄마요란 박람회가 

거의 한달 간 지속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전시 품목으로는 자동차,가전제품 그리고 각종 생필품에서 의류,식.음료 

가내수공업 제품 등에 이르기 까지 각종 다양한 제품들이 아주 저렴한 가

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Aktifitas Seni dan Budaya
예술.문화 장소

Gedung Kesenian Jakarta dan Taman Ismail Marzuki menawarkan 

berbagai program bulanan yang terdiri dari pameran, pementasan 

teater, pentas seni dan pembacaan puisi, kesenian daerah, per-

tunjukan tarian dan drama yang dipersembahkan oleh seniman 

lokal maupun asing. 

자카르타 예술문화원과 이스마엘 마르주끼 공원을 통한 여러 가지의 공연 

예술 행사의 프로그램 안에 각종 전시회에서 드라마,음악,예술,시 낭송,지

방 예술 공연,춤,드라마에서 국내 해외공연에 까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가 열리고 있는 장소이다.

Batavia Tempo Dulu dan Pecinan
예전의 명성 베타비아 그리고 중국촌

Pada awal abad ke-16, Sunda Kelapa merupakan pelabuhan 

dagang penting bagi bangsa Portugis dan kerajaan Hindu Padjad-

jaran. Hingga kini, sisa kejayaan masa silam tersebut masih ter-

lihat pada reruntuhan Kastil Batavia, gudang serta benda-benda 

peninggalan zaman perdagangan Rempah di masa silam. Ban-

gunan tua Belanda dan Rumah Toko dengan desain Cina. Area 

Glodok merupakan Chinatown/pecinannya kota Jakarta. Sebagai 

pusat perdagangan terpadu, Glodok masih menawarkan kilauan 

dari cara hidup yang telah merubah sedikit dari generasi. Tapi 

daya tarik Chinatown lebih banyak berhubungan dengan makanan, 

mulai kue bola yang dikukus(bakpao) yang dijual dalam warung 

kakilima di pinggiran jalan sampai ke mie mangkok yang lembut, 

bebek Peking dan kaki kodok yang merupakan masakan spesial 

dari restaurant yang telah ada dari beberapa generasi.   

16세기경,순다 끌파파의 경우 포르투기스와 파자자란 힌두 왕국의 무역 

항구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활을 해왔던 곳이다.그 여파는 오늘날에 이

르기 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대 왕국의 유물들이 오늘날 

베타비아 도시의 옛 성터,건축양식물 들은 마치 오늘날에 주택과 창고 그

리고 향료무역 시대의 흔적이 있는 것을 아직도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마치 생생하게 직접 접하여 볼 수 있다.네덜란드의 건축양식 및 중국 고

대 건축양식의 디자인을 들러 볼 수도 있다.

글로독은 중국인 촌 일명 차이나 타운 이라고 불리우고 있다.글로독내에

는 아직도 예전의 전통 역사 모습을 그대로 들러 볼 수 있으며,현재 까지

도 약간의 변화 만 보여 줄 뿐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나 중국 

촌에 대한 매력은 지금 까지도 온갖 먹을 것과 볼 거리가 풍부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특히 다과류의 과자에서 박파오 빵 그리고 거리의 상인 들

로 부터 국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중국 음식 들을 직접 시식할 수 있

으며,특히 오리 고기와 개구리 뒷다리 요리 등의 이색음식점의 특별 음식 

등을 운영하는 식당 들도 조상대대로 몇 대에 걸쳐 계보를 타고 운영되

고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Jalan-jalan ke Seluruh Nusantara Dalam Satu Hari!
일일 하루에 인도네시아  전국을 여행할 수 있다

Taman Mini Indonesia Indah merupakan miniatur Indonesia, se-

buah kawasan luas yang menampilkan keanekaragaman budaya 

dari berbagai daerah di Indoesia. Di dalamnya terdapat antara 

lain taman angrek, taman burung, teater Imax, Keong Mas dan 

Museum Indonesia.  

자카르타 - 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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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만미니는 인도네시아 전국 33개 지방도시를 하나로 축소한 작은 공

원 이라고 보면 된다.한 큰 장소내에 인도네시아내의 모든 각기 다른 전

통 문화 장식을 모두 한 곳에 모두 다 전시회 놓은 미니 인도네시아 라

고 보면 된다.

이 안에는 앙그렉 꽃 화원,새 공원,경오마스 아이멕스 극장,인도네시아 박

물관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한 곳에 다 모아 놓은 인도네시아 작은 

축소판 미니 인도네시아 라고 볼 수 있다.

Berbelanja Barang Antik
골동품 쇼핑

Di Ciputat dan Jalan Surabaya dapat kita temui mebel repro dan 

antik, barang-barang dari kuningan, lampu hias, barang antik dan 

keramik tua Cina. 

남부 자카르타의 찌풋탓과 중앙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멘뗑 

지역 내의 잘란 수라바야 거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전통 가구와 골동

품,청동기 장식품,장식용 전등,중국 고대의 접시,화페,동전,자기 등의 옛 제

품의 골동품을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다.

Bermain Golf di Dalam Kota
시내 한 복판 내에서의 골프 운동

Klub Golf Senayan di jantung ibukota terkenal dengan fairway 

tradisionalnya yang dibatasi oleh pepohonan. Padang golf Ceng-

kareng Soewarna yang terletak dikawasan bandara internasional 

Jakarta memiliki fairway dan green yang panjang dan berbukit-

bukit. Satu jam dari kota Jakarta terdapat Gunung Geulis Country 

Club dengan dua lapangan 18-hole bertaraf dunia, sedangkan 

Imperial Golf Club disamping jalan tol Jakarta-Merak dilengkapi 

dengan berbagai macam hole. 

스나얀 골프 클럽은 시내 한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오랜 전통의 페어

웨이와 나무들이 즐비 하게 들어서 있다.쯩까랑 골프장은 페어웨이와 그

린이 간결하고 홀과 홀 사이가 아주 길고 평지가 아닌 언덕들의 높고 낮은 

페워와 경사 등을 가진 각 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구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눙 글리스에는 인텨네셔날 규격의 18홀 짜리 골프장이 2 곳이나 있다.반면

에 임페리얼 골프장의 경우 자카르타와 메락 사이의 땅그랑에 있으며,각 

홀마다 저 마다의 각각의 매혹적이며 스릴 있는 마돈나 모양으로 만든 이

색적인 디자인의 특득한 홀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 이라고 할 수 있다.

Ondel-ondel, Delman dan Kembang Kelape
베타위 예술

Di sekitar Jakarta, sering kita lihat atribut Betawi yang berbeda. 

Selamat perayaan, patung besar yang biasa disebut ondel-ondel 

dipajang berpasangan, ondel-ondel laki-laki dan perempuan, baik 

itu untuk mengusir setan maupun untuk menyambut kedatangan 

tamu. Pada parade, ondel-ondel menjadi hidup ketika dipakai-

kan ke seseorang pria untuk membuka jalannya prosesi dan 

pada saat yang sama juga menghibur penonton. Hal lain yang 

wajib ada pada hari perayaan Betawi adalah kembang kelape, 

yang jika diartikan secara harafiah adalah bunganya kelapa dan 

tepat untuk ditampilkan. Dibuat dari kertas tipis berwarna, orna-

men ini meramaikan hiasan di sana-sini. Hingga pertengahan 

70 an, kendaraan yang paling 

popular dan murah adalah 

delman, kereta yang ditarik 

oleh kuda, bisa menampung 

hingga 5 penumpang. Seka-

rang ini delman lebih ber-

fungsi untuk sarana hiburan, 

membawa pengunjung kelil-

ing kota.     

자카르타 내에서도 같은 베타

위 지역이더라도 이들 나름대로

의 각기 다른 예술 문화 행사

가 있다.나무 다리 목각이나 나

무 인형 등을 연이어 있는 “온

데 온데” 행사는 특별 손님을 

맞이 하거나 귀신을 쫓는 행사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이를 보

기 위하여 구경나온 사람들의 흥

을 돕는 전통 예술 행사이다.베

타위 행사 중에서도 끔방 끌라페

의 경우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그리

고  차량에 온갖 꽃 장식을 통

하여 모든 구경꾼 들을 불러 모

으는 행사가 있으며,그리고 한때 

70년 대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델

마의 경우는 주로 말을 이용하여 마차를 끌고 보통5명 까지 탑승하는 카

드색션 행사가 있고,그리고 오늘날 에는 자카르타 시내를 주로 전전하면

서 거리에 행보하는 사람 들을 태워주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목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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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 투

자전략 제시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2일 오후 2시 국

립산림과학원에서 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정

부 및 투자기업간의 간담회를 열었다

고 밝혔다.

이날 정부측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

사관 이선진 대사, 산림청 윤영균 자원

정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민간기업측에

서는 산림조합중앙회, 무림페이퍼, 이건

산업, 포스코, 한화석유화학 등 10여개

사에서 참석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 특별히 인도네시아 조

림허가권을 관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Mr. Hadi 산림개발청장이 초청

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조림

투자 제도개선 동향등의 설명과 인도네

시아 조림투자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8월 한.인도네시아 산

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후 50만ha 조림투자 촉진을 위

해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제1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은 오는 

7월 대전에서 열어 투자기업의 대인도

네시아 조림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

이다.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투자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

재 해외조림을 시행중인 기업과 해외조

림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해외조림 간담회도 가졌다.

한편, 현재 산림청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교토의정

서 발효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적

으로 해외에 조림투자를 할 경우 조림수

종 및 지역에 따라 10~28년간 저리(금

리 1.5%)로 사업비의 100%까지 융자.지

원하고 있다.

한국- 인도네시아, 원전 사업 협력 

논의 

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5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 쿠스마얀토 카

디만 장관을 초청, 양국간 원자력 공동

위원회 구성 및 원전 건설분야 등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카디만 장관은 인도네시아 원자력발전

소 건설과 관련, 안전성 및 기술 심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고위 인사다. 

과기부는 카디만 장관의 방한으로 인도

네시아에서 내년 중 실시할 예정인 원전 

사업자 입찰 관련,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6년부터 원

자력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한국은 지난해 12월인도네시아 원전시

장 진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원자력 협

력 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양국간 상설 

협력채널인 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

로써 인도네시아 원전 시장 진출에 발빠

르게 대처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카디만 장관의 방한

을 기회로 협력을 강화해 인도네시아 원

전사업자 입찰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고

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방한 기간 중 카디만 장관은 김우식 부

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예방, 원

자력 기술을 포함해 안전, 규제 및 법

령, 인력개발 및 국민 수용성 등의 분

야에 관한 구체적 협력안을 논의할 예

정이다. 

카디만 장관은 또 ESCAP 주최 정보통

신기술 포럼에 참석하고 영광 원자력발

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발전소 설비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 및 삼성전자 등

을 방문한다. 

‘우정IT’ 수출지원활동 본격 가동

우정사업본부, 몽골-인도네시아와 우정

IT협력 양해각서 체결추진

우정사업본부 황중연 본부장은 국내 우

정 IT 기업체들의 국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수출 유

망 국가인 몽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다고 2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몽골과 인도네시아의 우정 정상을 

직접 찾아, 우정협력 및 우정 현대화 방

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

이다. 아울러, 이 국가들과 우정사업 협

력관련 양해각서(MOU)을 체결해 우호

협력체계를 구축, 국내 우정 IT기업체들

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첫번째 방문국인 몽골에선 유 이더트

소그트(Yumdorj Idertsogt) 우정 총재와 

우편·금융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정보

의 교환, 국제환 서비스의 제공, 우정

현대화 자문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6월, 코리아 포

스탈 포럼(Korea Postal Forum)에 참가

한 몽골 직원에게 한국의 우정 IT정책을 

소개하고, 우정현대화시설 등을 직접 견

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8월에는 전문가 

2명을 파견하여 몽골의 우정현대화 컨설

팅을 지원한 바 있다. 

두번째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의 하나 수

리아나(Hana Suryana) 우정 총재와 양

국간 우정 IT협력증진, 우편개혁 및 우

정 IT 서비스에 관한 의견교환, 우정 IT 

인적자원 교류 등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우정 IT 협

력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한국의 선

진 우정 IT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 우

편개혁을 위한 의견교환과 우정 IT 서비

스 증진 및 인적자원 교류확대 등에 관

한 협력 의향서(MOM)를 체결했다. 또, 

인도네시아 정보화책임자 등 2명을 한국

에 초청, 우정 IT 정책을 설명하고 우편

물류시스템 등 우편시설을 견학할 수 있

도록 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기

업인 로얄포스팅(주)이 인도네시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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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체결한 USD 1억 7천만 달러 규모

의 우정현대화 추진사업의 진행 상황

과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그리

고 한국 우정 IT 기업체들의 인도네시

아 우정현대화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

의할 예정이다. 

印尼 화약고 아체州 새 주지사 유수

프 극적 변신

수의사→반군지도자→정치인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아체주의 복

지를 위한 영원한 투쟁만이 있을 뿐입

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

로 실시된 아체주 지방선거에서 첫 민선 

주지사로 선출된 이르완디 유수프(47ㆍ

사진)가 8일 주도 반다 아체에서 취임식

을 가졌다. 수의사에서 반군 지도자로, 

반군 지도자에서 주지사로 숨막히는 변

신을 보여준 그의 극적인 이력에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수마트라섬 북단의 아체주는 1951년 인

도네시아에 강제 합병된 이래 30년 가까

이 분리독립 문제를 놓고 반군과 정부

군 사이에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유

혈의 땅. 인도네시아 가스와 석유의 약 

70%가 생산되는 이 천연자원의 보고에

서 양측의 유혈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

만 1만5,000명에 달한다.

1960년 아체에서 태어난 유수프는 

1987년 반다 아체의 시아쿠알라 대학 수

의학과를 졸업한 수의사 출신이다. 88년

부터 이 대학 강사로 수의학을 가르치며 

수의사를 겸업했고, 93년에는 미국 오리

건대학에서 수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아체주의 분리 독립운동을 주

도해온 반군 자유아체운동(Free Aceh 

MovementㆍGAM)에 가담하면서 그의 

인생은 급격한 커브를 틀었다. GAM의 

대변인이던 그는 2003년 반역 혐의로 투

옥됐고, 2004년 12월 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이 감옥까지 삼켜버리면서 침

수된 감옥을 탈출, 자유를 되찾았다.

하지만 쓰나미는 모든 상황을 바꿔버렸

다. 지진해일의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아

체주의 엄청난 폐허 앞에서 반군과 정

부군의 평화협상은 불가피했고, 반군은 

정부군에 구호활동을 위한 휴전을 제안

했다. 정부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15일 양측은 GAM은 독립을 포기

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주에 지방

자치권을 부여하는 헬싱키 협약을 맺었

다. 쓰나미가 뿌린 씨앗이 활짝 만개하

는 순간이었다. 

협약에 따라 실시된 첫 자치선거에서 

38.2%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유수프

는 당선 직후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쉽다. 진

짜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될 것”이라

고 말했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반군 수뇌부

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지못해 출마한 

후보였습니다. 주지사가 됨으로써 자유

를 잃게 될 테니 이제 나는 감옥에 갇히

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우린 여

전히 쓰나미의 폐허 속에 있습니다. 피

해 복구를 위해 경제회복부터 일궈내겠

습니다.”

<AsiaNet>인도네시아 신생 일간지, 

Woodwing의 스마트 커넥션 엔터프

라이스로 출범 

동남아의 한 대형 출판업체가 신생 일

간지는 물론 기존의 주간지와 월간지

를 위해 우드윙 소프트웨어(Woodwing 

Software)의 스마트 커넥션 엔터프라이

스 솔루션을 채택했다. 

콤파스 그라메디아 그룹(Kompas 

Gramedia Group)의 일부인 콘탄(Kon-

tan)은 다년간 인도네시아어로 월간지

와 주간 경제지를 발행해 왔다. 2007년 

2월26일에는 신문 편집 시스템으로 스마

트 커넥션 엔터프라이스를 사용하여 콘

탄이라는 같은 제호로 새로운 일간 신

문을 창간했다. 이 신문은 상부 지향으

로 움직이는 재계 인사들을 목표로 비

즈니스,투자 및 라이프 스타일 뉴스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발행부수는 하루

70,000에서 100,000부 사이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유력한 출판 그룹인 콤파

스 그라메디아 그룹은 콤파스,와르타 코

타,볼라 등 다른 제호의 간행물과 전국

지 및 지방신문과 월간지 100여종을 발

행하고 있다. 

우드윙 아시아 태평양 담당 전무인 렘코 

코스터는 “콘탄이 새로 발행하는 일간

지와 기존의 월간지를 위한 최고의 솔루

션으로 스마트 커넥션 엔터프라이스를 

심층 조사한 끝에 선택한 데 대해 우리

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콘탄은 또한 철자법 오류를 크게 줄이

고 정확한 하이픈 넣기와 정판을 보증하

면서 우리가 최근 시장에 내놓은 인도네

시아어에 맞는 스마트 하이픈 앤드 스마

트 스펠러의 아.태지역 첫 번째 고객이

기도 하다.”고 말했다. 

콘탄의 간부들은 스마트 커넥션 엔터프

라이스를 설치키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

지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콘탄의 요피 히다야트 전무는 “완벽한 

기능성과 개방적인 구성,그리고 웹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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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가 정리편집을 하고 copyfit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Adobe InDesign 

서버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등의 이

유로 우리에게는 스마트 커넥션 엔터프

라이스가 장래를 위한 솔루션이라는 것

이 분명했다.우리는 우리의 신생 일간지

가 그렇게 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만들

고 동시에 기존의 잡지들에도 마찬가지 

새로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

는 놀라운 수행 속도에도 똑같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을 위한 

우드윙의 제휴업체인 시리어스 테크놀

로지(Serious Technology)는 훈련과 설

비를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Serioustech의 전문인력은 스마트 

커넥션 엔터프라이스와 아울러 InDesign 

and InCopy사용에 관해 콘탄 직원들을 

교육시켰다. 

코스터 전무는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한 존 퐁과 여타 

시리어스텍의 프로젝트 요원들에게 깊

은 감명을 받았으며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은 매우 단기간에 잡지 설치작업을 

마치는 한편 새로운 신문의 브랜드와 신

문의 복잡한 작업과정을 동시에 설치,시

험했다.몇 개의 잡지들과 신생 신문의 

모든 일들이 시작해서 끝마치는데 단지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고 모든 일이 아

주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코스터는 “스마트 커넥션 엔터프라이

스는 어떤 신문,잡지 작업에도 많은 혜

택을 주며 콘탄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그들의 신문제작은 시작부터 바

로 효율이 높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신

문의 성공에 도움을 줄 것이다.동시에 

기존 잡지들의 작업도 효율적으로 합리

화되고 디자인 질도 향상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印尼, 콘크리트 球로 진흙화산 틀어

막기 공사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거대한 `진흙 화

산’의 입구를 1천500개의 무거운 콘크

리트 구(球)로 틀어막는 `역사’에 나

섰다가 초장부터 난관에 부딪혔다고 

BBC방송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문제의 화산은 작년 5월29일부터 지금까

지 매일 수백만 배럴의 진흙을 뿜어내며 

인근 공장과 마을을 뒤덮어 1만3천명의 

이재민을 낸 동자바주의 시도아르조. 

인도네시아 지질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진흙량을 최대 70%까지 줄일수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된 바 없는 

이러한 신(新)공법에 착수했다. 개당 무

게가 최고 250㎏에 달하는 지름 20㎝와 

40㎝의 콘크리트 구를 각각 2개씩 길이 

1.5m의 쇠사슬에 매달아 분화구 속으로 

밀어넣는 계획이다. 

획을 세웠다. 

그러나 첫 날 콘크리트 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돌발사고로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콘크리트 구 4개만 분화

구에 들어간 상태다. 

9개월째 분출 중인 이 진흙 화산은 앞으

로도 몇 달간 계속 활동할 것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부 과학자들은 가스회사의 가스 채굴

이 진흙 화산의 분출을 초래했다고 비난

하는 반면, 가스회사측은 지진으로 원인

을 돌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댐을 건설, 화산에서 

빠져나온 진흙더미를 바다로 빼내는 방

법을 동원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

를 보지 못했다.

印尼, 美 백스터와 AI 백신 공동 생

산 합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가 미국 제

약업체와의 AI 백신 공동 생산에 합의

했다.

시티 파딜라 수파리 인도네시아 보건장

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 제약업체 백

스터 헬스케어가 7일 인간 AI 백신 공

동 생산을 위한 예비 협정에 조인했다

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AI 환자에게서 발견된 변종 AI 바이러스

를 백스터에 제공하고 백스터는 이를 연

구, 분석해 백신 제조 기술을 인도네시

아에 제공하게 된다.

실제 백신 공동 생산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사팀은 첫 날 5-10개의 쇠사슬 세트를 

밀어넣고, 이후 수량을 늘려 하루에 최

대 50개 세트까지 투입해 콘크리트 구 

1천500개를 분화구에 집어넣는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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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어 특강BOOKS

똑똑하게 사랑하라
  저자 필 맥그로 | 역자 서현정 | 출판사 시공사  

  

남자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멋진 방법 

“자신을 바꿀 의지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다. 또한 먼저 자신을 사랑해

야 남자도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핑계만 늘여놓는 수동적인 여성들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하는 필 맥그로식‘연애론’에는 저자 곧,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들의 사랑법’에 대한 충고를 흥미롭게 풀어놓았다. 특히 여자들이 

놓치기 쉬운 ‘남자 고르는 법’이나 선수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연애할 

때 남자에게 꼭 해야 할 질문’ 등은 여는 연애 책에서는 보기 힘든, 자세

한 사랑 방법론으로 사랑에 서투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남자의 조건, 80%면 충분하다 

  그의 말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 너무 수동적인 자세만 취한 

것일지도 모른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자세하게 자신의 남자상을 

그려본 적이 있는가? 뚱뚱한 자신만 탓하면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

력은 했는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연애에 투자

했는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찾아간 적은 있는가? 대충 

이런 질문만 들어도 자신의 수동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명쾌하게 

풀어놓았다.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똑똑한 사랑법’은 남자를 찾을 때 100퍼센트 완벽남을 찾기보다는 

80퍼센트 조건의 남자를 찾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눈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다. 눈높이는 더욱 까다롭게 높이되 

그 조건의 80퍼센트만 충족하는 남자를 찾고 나머지 20퍼센트 자신이 채워 넣으라고 말하고 있다. 

100퍼센트 완벽한 사람을 찾는 시간에 80퍼센트는 남자도 놓치고, 결국 60퍼센트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한탄하며 살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닥터 필의 똑똑한 사랑법은 서

로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면서 영원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있지도 않는 완벽남을 찾아 인생을 허비하

거나 허상의 남자를 만나 후회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남자가 쓴 진정한 여자연애백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책에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공개하기 싫어하는 그들만의 욕구와 두려움이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는 법도 담겨 있다. 남자들의 실체 폭로(?)야말로 여자들이 꼭 읽어

야 할 여자연애방법이 아닐까.

빛나라 지식의 별 | 스펀지 2   
  저자 KBS 스펀지 제작팀 | 출판사 홍진P&M  

  

 빛나는 지식은 모두 모여라~! 

세상에는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책이며, 인터넷을 뒤져 정답을 찾아내고

야 마는 궁금증들도 있지만, 문득문득 궁금해 하다가도 이내 잊어버리고 마는 가벼운 궁금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궁금증들... 대체 누가 그런 것을 궁금해 할까? 

고개까지 갸웃하게 만드는 엉뚱한 이야기들... 하지만 듣고 나면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런 

세상의 모든 재미있고도 알찬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스펀지가 우리들을 즐겁

고 유익한 상식의 세계로 안내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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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저자 신시아 샤피로 | 역자 공혜진 | 출판사 서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금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금기 사항 외에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열 배쯤 더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 이 금

지구역에 멋모르고 발을 들여 놓은 직원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직장생활이 꼬여간다. 

회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 회사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회

사가 알려주지 않는 이런 비밀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나 실적이 뛰어나더라도 성공이 보장되

지 않는다. 그저 현상유지에 급급한 불안한 직장생활을 지속할 뿐이다. 반면에 실력이 부족한데도 승

진되는 직원들이 있다. 그들은 구조조정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되고, 적게 일하면서도 더 인정받고 승승

장구한다. 그들은 바로 회사의 시각에서 사안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미 포춘 100대 대기업에서 인사관리 전략을 담당했던 저자 신시아 샤피로의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

지 않는 50가지 비밀>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자

리 잡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회사가 무엇을 기반으로 직원을 평가하는지 무서우리만큼 솔직하게 밝힌

다. 회사가 어떤 직원을 승진시키고 누구를 구조조정 명단에 올리는지 알려주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

떻게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조언한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한만큼 인정받고 성

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한다. 

엑또르 씨의 사랑 여행   
  

저자 프랑수아 를로르 | 역자 이재형 | 그림 베로니크 사바티에 |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파리의 정신과 의사 엑또르가 사랑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 

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작가인 프랑수아 를로르의 소설 ［엑또르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엑또르 씨의 

사랑 여행』. 주인공 엑또르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 비밀을 찾아 또 한번 깨달음의 

여정에 오르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무대로 여러 사건들이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소설은 현대인들이 완전히 행복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랑’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엑또르는 마시면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묘약’을 둘러싼 사건에 휘말린다. 엑토르와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남

녀관계를 고찰하며, 사랑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문들을 풀어나간다.  

다윈의 대답 - (전4권)   
  
저자 피터 싱어 , 콜린 텃지, 킹즐리 브라운   | 역자 최정규, 김상인, 강호정 | 출판사 이음  

사회과학적 논제의 패러다임을 진화생물학으로 뒤집는다! 

전체 4권으로 분권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 현대사회의 논쟁적 이슈를 전권에 담고 있다. 특히 논쟁의 가장 중심

에 서 있는 책은 제3권과 제4권으로서,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자와 진화생물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마

주한 곳에 뜨거운 감자로 놓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3권(다윈의 대답 3: 남자 일과 여자 일은 따로 있는가?)은 당장 페미니스트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여성은 발끈할 

주장을 담고 있다. 저자는 여성이 경영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차별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장벽

을 비유하는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라는 유명한 신조어를 빌려와 이 “유리 천장”의 현실을 전혀 새롭게 

설명한다. 즉 “유리 천장”은 우리 현대사회와 문화가 만들어낸 고의적인 남녀 차별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

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성차(sex differences)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기에 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채 얼마 

되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와 가치가 바뀌어도 기질적으로 남성이 잘할 수 있는 일과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

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진화생물학적인 해석이 그렇다. 



MOVIES

드림걸즈 Dreamgirls  
 

재능도 열정도 있다. 하지만, 성공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 

디트로이트 출신의 여성 트리오 디나(비욘세), 에피(제니퍼 허드슨), 

로렐(애니카 노니 로즈). 꿈과 재능, 열정까지 가진 그녀들이지만 오

디션에 실패하는 등 화려한 스타의 길은 멀기만 하다. 그런 그녀들

은 쇼 비즈니스 계의 성공을 꿈꾸는 야심찬 매니저 커티스(제이미 

폭스)와 절호의 만남을 갖게 된다. 그는 그녀들이 가지지 못한 성

공의 카드를 쥐고 그녀들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이제 그녀들은 최

고의 인기가수인 제임스 ‘썬더’ 얼리(에디 머피)의 백보컬로 투

입, 기회와 경험을 쌓아 가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으로 다

가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커티스는 팀을 변모시키기 위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

기기 시작한다. 음악 스타일 뿐만 아니라 리더인 에피 대신 뛰어

난 외모를 가진 디나를 리드싱어로 교체하려는 것. 이에 에피는 반

발하고 팀은 위기에 봉착하지만, 디나는 그렇게 찾아온 기회가 싫

지는 않다.

이제, ‘더 드림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녀들은 계속 노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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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걸스 

   훌라걸을 꿈꾸는 포스트 탄광촌 세대는 기성세대

의 무력한 편견 앞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하는 반

항의 길을 택한다. 그 진통을 견뎌내는 것은 젊은 세

대의 의지이자 선택이다. 그 와중에 기미코(아오이 유

우)는 어머니와 소통을 단절하고 절친한 친구가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는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는 새로운 세대의 선택

에 손을 들어준다. 시대를 희롱하거나 혹은 겉돌거나, 

젊음이라는 단어가 끌어안은 성장통. 그는 이번 작품

으로 갈등과 진통의 구체화를 꾀한다. 기성세대가 형

성한 노선이나 사조, 혹은 환경과의 대립이 아닌 소박한 삶의 의지를 표출한다.

   그녀들의 화려한 무대가 경쾌한 환희만으로 점철되지 않는 것은 무대를 바라보는 기미코의 어머니 치요

(후지 스미코)가 흘리는 눈물과 무대 위 훌라걸들이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근원이 시대의 변

화라는 페이소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대 간의 갈등과 진통은 이해와 화합으로 맺어지고 연결된

다. 세대차이라는 한마디로 정의되는 어긋난 소통이 결코 편안하지 않지만 이뤄져야 마땅한 과정이라는 것

은 <훌라걸스>가 추구하는 사연의 궁극지점이다. 그리고 사연 속의 소녀들은 그 갈등을 견뎌냈기에 대견해 

보인다. 시대라는 사유 속에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던 모자관계가 눈물의 화해로 빚어지는 과정이 닳고 

닳은 클리셰가 될지라도 감정의 본의까지 퇴색되진 않는다.

   그녀들의 미소 뒤에 맺힌 눈물을 볼 줄 아는 관객에게 이 영화는 소중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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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발급 신청자격 완화

거주여권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종전 : 4년이상 장기체류한 자로서 KITAP(5년유효 장기체

류허가증) 소지자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

변경내용 : KITAP 소지자 또는 KITAS(1년 유효 체류허가

증) 4년이상 소지자로서 동 소지기간중 4년 이상 당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

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

       

※ 4년 이상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당지에 파견되어 국내

에서 보수를 받는 상사주재원,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거주여권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사람은 추후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여권 신청

시 자격충족 거주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체류자격이외 활동 단속강화 안내

1.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불법 활동 외국인 단속을 강

화하면서 불법체류는 물론 체류자격외 활동여부도 조사하

고 있습니다.

2. 주재국 이민법 제50조는 제한체류증 (KITAS) 에 표기된 

직책이외의 다른 일을 하거나  2가지 이상 직책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주재국 이민국 특히, 보고르 이민국이 이의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사례, 회사의 제품관리자로 체류허가 받은 자가 공장매

니저를 겸하여 활동하는 경우 등 

3. 이는 비록 같은 회사 내에서 근무부서를 추가하거나 변

경하여도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 하에 단속 대상이 되고 있

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유의사항

1. 최근 인도네시아에 장기 체류해온 교민이 공항 출

국 수속과정에서 재입국허가(EXIT PERMIT) 스탬프가 위

조되었다는 사유로 이민국당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습니

다.                                   

2. 확인 결과 평소 체류기간연장 등 이민국 업무를 현지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속해 왔으나 현지인이 임의로 재입

국허가스탬프 심지어 KITAS(체류증) 까지 위조하여 이민

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발급 받은 것처럼 우리 교민을 기

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체류증명서나 각종허가 스탬프 위조는 단순 과태료 처

분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위조하지 않았

다 할지라도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

을 수 있으니 공신력 있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시거나 합법

적으로 연장절차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간 자살폭탄 테러 계기 신변안전 유의 

내용 

1. 2.27(화) 현지시각 오전 10:35경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군기지 앞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0여명이 사망

하였고, 사망자중에 우리 다산부대 군인 1명이 포함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 인도네시아에서도 과거 수차례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동포 여러분께서는 신변안전에 항상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시행 

내용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 보안 통제지침을 제

정하여 2007.3.1부터 시행 할 예정임.

2.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다소 불

편을 초래할 수 있는 통제지침 내용을 아래 첨부하오니, 

출입국 수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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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위 및 테러발생 가능

성이 우려되고 있는 바, 교민여러분들은 신변안전에 각

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

법무.투자.지적재산권 상담 안내(무료)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58, 

       Jakarta Selatan

전화: (021)529-60643 

휴대폰: 0816-1911245

상담방법: 면담 혹은 통화 

상담범위: 기업법무.개인법무.투자.지적재산권.

             파산.가사 등 법적인 문제 전반

상담자: 이승민(변호사.변리사.관재사)

자카르타 한글학교 학생 모집

지난 3월 3일부터 개강한 자카르타 한글학교에서 한

국어를 배울 학생을 모집합니다

자격: 국제결혼가족 부모, 자녀

반 편성: 성인반, 어린이반

모집인원: 성인반, 어린이반 각 00명

모집기간: 1차 모집: 3월 1일 ~ 3월 31일

  2차 모집: 4월 1일 ~ 4월 30일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음악

수업일: 매주 토요일 10시~12시

수업장소: 코리아 센터

수업료: 한학기 50만 루피아(1년 2학기제)

문의처: 이순재 0812-911-8126

주최: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회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3: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8:3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

객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항공사 운항스케줄 안내

대한항공

금번 동계 KE628편 자카르타 출발시간은 인천공항 도

착시 동절기로 인한 기후상태 및 육상 교통편 운행시

간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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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627    인천  자카르타   17:15 / 22:20     매일

  *) 다음날

기간: 2006년 10월 29일 ~ 200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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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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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안내문

미주 출/도착 일반석 수하물 규정 변경 안내

  대한항공은 2006년 10월 1일 (항공권 발권일 기준)부터 기존 미주 출/도착 일반석(이코노미클래스)에 적용되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32킬로그램인 수하물 

2개’에서 ‘개당 23킬로그램인 수하물 2개’로 변경한다

단, 대한항공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비지니스석(프레스티지클래스)수하물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안전 관련 각국 정부의 규제가 확대되고, 수하물 취급 근로자의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농법 입안 등에 따라 개별 수하물

의 무게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03년부터 가입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미주 출/도착 여정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를 추진 중이며, 해당국 정부 규제 등을 감안, 

미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23킬로그램 2개’로 이미 변경 시행 중이다.

  이처럼 각국 정부 규제와 승객 위탁 수하물 무게 감소 현상 등을 고려해 현재 스카이팀 항공사인 컨티넨탈항공(CO), 노스웨스트항공(NW), 델타항공(DL) 등을 포함

한 다른 미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이미 축소 시행하고 있어, 해당 항공사 포함 연계 수송시 대한항공 규정과 달라 혼란이 생기는 등 문제도 

빈번히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번에 대한항공도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게 됐다.

  현재 아메리칸 항공(AA), 에어 캐나다(AC), 에어 프랑스(AF), 알리탈리아(AZ), 컨틴넨탈항공(CO), 델타항공(DL), 에미리트항공(EK), 이베리아항공(IB), KLM(KL), 루

프트한자(LH), 노스웨스트(NW), 에어 뉴질랜드(NZ), 체코항공(OK), 유타이티드 항공(UA), 스칸드나비아 항공(SK), 포르투갈항공(TP), 버진 아틀랜틱항공(VS) 등의 항

공사들이 동일 또는 유사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영국 발 미국행 여객기 공중 폭파 테러음모 적발에 따른 미주 출/도착 항공편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로 인해 액체 및 젤류(음료, 샴푸, 선탠로션, 크림, 치약, 헤

어젤 등 유사품)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다. 탑승수속 후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 및 주류도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