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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에서 시트, 기내 편의시설까지

대한항공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를 향해

대한항공의 더 큰 고객사랑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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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뉴스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소식지 입니다.

한인뉴스는 인니 한인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낀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경험이

나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5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 잎사귀 

위에 투명한 그림자가 겹겹히 놓일 때 

4월의 초록은 그 깊이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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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일 자카르타의 포

시즌 호텔에서는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김원기 국회의장, 

이한구(한나라당), 김낙성(무소

속), 정의용(열우당), 김재홍(열

우당), 제종길(열우당), 나경원

(한나라당)등 여섯 분의 국회의

원과 이선진 주인니한국대사, 승

은호 한인회장 겸 인니한인상공

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현지한국

기업인 25인이 참석한 가운데 『

김원기 국회의장방문 현지 기업

인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승은호 회장의 환영

사와 건배 제의, 김원기 국회의장

의 격려사, 오찬, 국회의장에 대한 

건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승은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WBC 

대회에서 한국이 내로라하는 야

구 강국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어젠 미국을 7대 3으로 기분 좋

게 이겼을 땐 승리의 기쁨에 겨

워 폭탄주를 마셨다면서“인니 

김원기 국회의장 방문, 현지 기업인 오찬 간담회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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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은 항상 고국을 생각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

다. 또한 “아직은 화상(華商)처

럼 한상(韓商)이 전폭적으로 고

국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

번 WBC의 성과처럼 머지않은 장

래에 한상의 저력을 보여 줄 것이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1960년대 1인단 

국민소득이 79달러로 세계 최

대 빈국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

이 많은 역경을 딛고 오늘날 세

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원동력에는 바

로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

업인들의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

이다”라고 화답하였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어“세계화의 흐

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특

히 동남아시아와 손을 잡고 협력

체제를 갖춰 발전해야 한다는 것

이 소신”이라면서 “미국, 중국 

다음의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

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체제

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한-인니 관계의 장래성은 

잠재력이나 경제구조의 상호 보

완성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여지

가 많다”면서 “한 단계 더 도약

할 가능성이 있는 적기가 바로 지

금”이라고 현지 한인 기업인들

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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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 인니 대통령 Susilo 

Bambang Yudoyono 예방을 위

해 인도네시아룰 공식 예방 중

안 국회의장과 그 일행이 귀국

을 앞 둔 3월 17일 오후 3시 한

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KBN 공단 내 PT, MOLAX(대

표 김기성)을 방문하였다.

 김경곤 봉제협의 회장의 간단

한 KBN 공단과 재 인니 한인사

회의 최대 기업인 모임인 봉제

협의회 (KOGA) 연혁 소개에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역만

리 해외에서 각자의 업종에 최

자카르타

7

김원기 국회의장 일행  PT. MOLAX 방문

선을 다 하는 여러 기업인들이

야 말로 민간 외교관이자 애국

자라며 그 간의 수고를 치하하

였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

한 기업인들은 최근 한인 사회

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착 비

자 면제 환원”과 한국인 해외 

거주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 형

식을 취한 “참정권” 부여 문

제, “아시아나 항공 운항 재

개” 등 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동석한 주 인니 이선

진 대사는 현재 적극적으로 인

니 정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조

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한구 국

회의원(한나라당)은 해외 거주

자 참정권 부여 문제는 현재 국

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사안으

로 이 법안 역시 사견이지만 년 

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본 간담회에는 국회의장 수행 

일행 21명과 한 인니 친선 국회

의원 모임 소속인 인니 국회의

원 2명,  KBN내 봉제, 가발, 기

타 기업 대표 등등 47명이 참석

하였다. 



한인뉴스 4월호

11

한인회 소식

8

  재 인니 업종별 최대 한인 협의회

인 재 인니 한국 봉제 협의회(이하 

KOGA)의 2006년도 총회 및 세무

세미나가 지난 3월 7일 힐튼호텔에

서 열렸다. 100여 이상의 봉제업체

장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회된 

이번 총회에는 김세형 KOGA 사무

총장의 사회로 개회 및 국민의례에 

이어 제 17대 회장 추인 및 새로운 

회장단의 소개, 2005년도 KOGA 

행사 및 결산 보고 순으로 진행됐

다. 김경곤 서광 인도네시아 사장

이 제 16대 KOGA 회장에 이어 제 

  제 17대 재 인니 한국 봉제협의회 회장단

회장: 김경곤, 부회장: 김갑한(Bekasi 지역), 김기필(Bogor 지
역), 박경영(Jakarta 지역), 김주철(KBN 지역), 배도운(KBN 지
역), 김영욱(Tangerang 지역), 강희범(Sukabumi 지역), 이옥찬
(Semarang 지역), 대외협력: 정철주, 사무총장: 김세형

'06년도 KOGA 총회 및 세무 세미나

세무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자 참가
자들이 준비된 
자료를 주의깊
게 보고 있다.

17대 회장으로, 김갑한 사장(PT. 

Sinar Gaya Busana)을 비롯한 8명

이 부회장에, 대외협력에 정철주 사

장(PT. DONG-IL Indonesia),  사

무총장에 김세형 사장(PT. B tex B 

Indonesia)이 제 17대 KOGA를 이

끌어갈 회장단으로 추인되었다.

  회장단 추인식에 이어 요즈음 한

인기업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되고 있는 기업세무에 관한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불공평한 과세를 강요 받았거

나 불합리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인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번 세무 세미나는 KOGA 뿐

만 아니라 모든 한인기업들에게 중

요한 자리였음에 틀림없다. 이번 세

미나는 한인기업들이 세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세무 문제에 합리

적으로 대처하고 불공평한 과징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

어진 만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무사 겸 변호사인 

Jhon Eddy SE, SH의 세무법 해설

과 이승민 변호사의 통역으로 치러

진 세미나는 세무법의 각 세목별 종

류 해설 및 세무 신고의 시기와 적절

한 방법, 부가세 신고 및 환급 방법 

및 절차, 세무 신고 후 법인세에 대

한 세무 조사 시의 진행 절차 그리

고 이에 불복 시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언급되었다. 

2시간이 넘는 해설에 이어 간단한 

다과 후 세무에 대한 열정적인 질의 

응답을 시간을 가졌다. 

  김경곤 신임회장은 이번 세무 세미

나의 자료를 한국어로 정리하여 배

포할 것을 약속하며 세무 문제에 대

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무

문제 스터디 모임을 만들 것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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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7일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

텔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

사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공동 주

최로 인도네시아 여행사 직원을 대

상으로 하는 ‘한국관광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 목적은 세계 

4대 인구 강국인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관광 프리젠테이션

과 더불어 한국의 투어 오퍼레이터와 

현지 여행사들간의 실질적인 비즈니

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

인 자리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한국

관광설명회는 2005년 도에 있은 두 

차례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 열리게 

됐다.

인도네시아 여행사 직원대상

‘한국관광설명회’개최

이선진 주인니한국대사가 
한국관광설명회의 축사를 
하고 있다.

자카르타

9

 이선진 주인니한국대사관은 축사에

서 지난 몇 년간의 한-인니 양국간 

관광객 수의 추이를 언급하면서 "내

년에 있을 '한국관광설명회'에서는 

올해 보다 20~30 퍼센트가 넘는 관

광객 유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

자"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인니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문제에 관

해 인니 외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슬

기롭게 해결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주인니한국대사관에서는 행사에 참

가한 인니 여행사 직원들에게 관광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을 알

리는 기본홍보 책자를 배부했다.

 권창근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

사장은 "한-인니간 비자관계로 인

해 관광객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점

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

로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

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사계절의 한국이

미지를 형상화 한  'Korea-Colorful 

Adventures'라는 주 테마로 외국 관

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면서 이에 한-인니 여

행사들의 많은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로 30주년을 맞

이하는 에버랜드 리조트(Everland 

Resort)에 대한 영상홍보의 자리도 

가졌다. 30년 변천사를 담은 영상에 

더해진 김정현 에버랜드 리조트 팀장

의 맛깔스런 입담은 자리한 많은 여

행사직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

분했다.

 이번 행사는 200여 여행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김창모 대한항공 지점

장, 김상술 주인니한국대사관 홍보

관, 가루다 항공사 관계자등이 참석

하여 한국관광 홍보에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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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6일, 23일, 28일  자

카르타의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한국 시장개척단 방문, 현지 기

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상담회가 

개최됐다.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려는 한국

업체와 자카르타무역관의 협력

하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몇달

여 간의 철저한 준비를 거처 이

뤄졌다. 이번 상담회는 작년에 

두번째다.

 16일에는 부산 IT 시장개척단

이 방문하여 부산 소재 8개 IT 

업체와 총 100여 현지 기업들이 

상담을 벌였다.

 "작년 IT 수출상담회 이후 인니 

기업들의 호응과 더불어 실질적

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

이어서 이번 행사는 한발 더 나

아가 한-인니간의 IT 기술 격

차를 감안한 철저한 현지화 전

략을 가지고 준비하게 됐다"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최원석 

국제협력 팀장은 말한다.

 IT 상담회에서는 특히 한국이 

현재 인니 온라인 게임과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의 90 퍼센트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어서 인지 이 부문 상담이 활

기차게 이뤄졌다. SOFTORB 

시장개척단 방문 및 수출 상담회 개최

Technology사의 루키토 누그

로호 부대표는 이번의 상담에 

만족한다면서 한-인니간의 상

담회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이 주로 이뤄지는 곳은 와르넷

이고 와르넷 경영주는 경비절감

을 위해 리눅스(Linux)등 오픈

소스 운영체제를 선호한다"면서 

한국이 인니의 IT 실정을 더욱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맞추어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것

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

견을 내기도 했다.

 23일에는 충북소재 시장개척

단이 방문하여 총 60여 현지 업

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플라스

틱 안료, 재래김, 폴리카보네이

트 필름, 송신장비, 산업용 호수 

, 인조피혁 등에서 상담을 벌였

다. 1년 전 모회사의 과장으로 

상담회에 참여해서 매월 1만달

러의 매출 실적을 내게 됐다는 

이제명 솔모몬 무역 대표는 올

해 직접 창업을 하여 인조피혁

과 사무용가구의 아이템을 가지

고 이번 상담회에 참여했다. "인

도네시아에 오기 전에 대만과 

싱가폴에서 있은 수출 상담회에



한인뉴스 4월호

11

자카르타

11

도 참가 했습니다. 경쟁력있는 가격과 좋은 품

질임을 바로 알아보고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

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계약 성사를 끌어내

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일 겁니다."  그는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적극 도와주신 관계자들에

게도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28일에는 경남도의 16개 업체가 참여하여 

유망 바이어 100여개 사와 상담을 벌였다. 각 

업체들은 보다 효과적인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해 많은 자료와 영상물을 준비하는 철저함

을 보였다.

 한편 이선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행사

장을 방문하여 상담중인 바이어와 참여업체를 

격려하였고, 민경선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장은 “인도네시아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끈기를 가지고 접근한

다면 머지않아 우리 기업의 성장활력으로 탈

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바이어들의 

요구조건과 지역 여건에 맞는 업체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회를 개최된 후 실질적인 계약 성사가 이

루어지기 까지는 보통 5~6개월 정도 걸린다

고 한다. "상담회의 기획과 준비, 결과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예술 작품 같다" 라는 한 행사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상담회를 통해 멋진 예

술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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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인을 보면 친

근감의 표시로 하는 인사말로서 이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다. ‘안녕하세요?’라고 쓰인 대형 

휘장이 나부끼는 가운데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자카르타 

찌뿌뜨라 몰에서는 사랑스런 한국

의 이미지를 만끽하게 한 「From 

Korea with Love」라는 행사가 열

렸다.  몰 내에는 그윽한 김치향기

와 함께 사물놀이 장단이 울려 퍼

졋고 청사초롱 불빛 아래 태극문

양이 꽃처럼 만발한 가운데 연인

원 2만여명의 시선을 집중시키면

서 한국의 이미지가 종합적으로 소

개 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의 만화 「챔프」의 

인도네시아어 출간 1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KOMPAS 신문 계열사인 

"사랑스런 한국의 이미지 가득 싣고 와"

From Korea with Love

Elex Media Komputindo사와 한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

CHAMP」와 「Dynamic Korea」 

로고를 내세워 개최한 행사였다. 여

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이

미지인 김치, 태권도, 한복, 유네스

코 문화유산, 한글 등이 각종 프로그

램과 경연대회를 통해 소개되었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발전

상과 관광유적과 문화유산 등이 영

상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무대 주변에 설치된 다이내믹 코

리아 부스에는 한국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및 영상홍보물이 비치되

어 이곳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에

게 열람, 검색 또는 무료배포 되기

도 했다. 한국부스를 찾는 학생들

의 눈빛에는 한국을 배우려는 모습

이 역력했는데 가장 인기리에 배

포된 홍보물은 해외홍보원이 발간

한 Fact About KOREA인니어판과 

APEC 정상회의를 특집으로 다룬 

KOREA Policy Review 12월호였

다. 또한 다이내믹코리아 부스 옆

에 마련된 한복촬영장에는  화려함

과 부드러움이 색과 선으로 조화를 

이룬 한복의 맵시에 지나가는 쇼핑

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한복을 

입어보려는 젊은 여성들이 줄지어 

기다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APEC정상회의에서 각국정상들이 

입고 뽐낸 두루마기 옷맵시가 세인

의 주목을 끌었듯이 한복은 국적을 

불문하고 잘 어울리는 의상이 분명

하기 때문에 한복의 세계화 가능성

이 충분히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행사장 주변에는 자카르타에서 활

동하고 있는 손인식 작가의 서예 작

품 25점과 공예가 정홍렬 작품 전통

탈 34점, 한복인형, 전통악기 등이 

전시되어 한국의 이미지를 종합적으

로 보여 주었다. 한편 무대 위에서는 

KOICA 봉사단원들의 태권도 격파

시범과 월화차 문화원이 준비한 한

국 전통춤이 펼쳐지면서 관객의 시

선을 집중 시켰고, 무궁화(MGH)가 

후원하고 직접 참여한 김밥, 떡볶이 

시연, 김치 담그기 시범에 이은 김

밥 말기대회와 김치먹기대회, 그리

고 재기차기대회

는 많은 참가자들

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면서 한국

에 대한 친근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몰은 중산층과 

젊은 층이 선호하

는 대형 몰로서 

주변에 3개의 대

학과 3개의 고등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인지 연일 

많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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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의 특징은 그 동안의 

한국소개 행사와는 달리 우리 문

화 및 정보의 일방적 전달방식이 

아닌  현지인의 참여를 통한 한국

의 문화 및 발전상에 대한 체험 기

회를 제공하고 역동적으로 변모하

는 한국의 이미지를 느끼고 배우

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행사라는 

점이다. 이틀간 계속된 이번 행사

는 김밥말기대회, 김치먹기대회, 

재기차기대회, 한국노래자랑, 한

글 읽기대회, 한국만화 주인공 흉

내내기대회 등 현지인의 참여 프

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참가자

들의 김밥 마는 솜씨는 놀라웠고, 

김치 먹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국 노래자

랑 신청자가 넘쳐 시간이 연장됐

고,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은 우열

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음정과 가

사발음이 정확했다. 노래자랑에서 

가장 많이 불러진 노래는 한국 드

  현지인의 참여를 통한 체험 기회 제공

라마 풀하우스의 주

제곡이었는데 풀하우

스가 젊은이들 사이

에 얼마나 인기리에 

시청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7시간 거리에 위치한 

상하의 나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다른 나라에 비해 거리상 여행하기

에 다소 부담스런 곳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한류

가 다소 늦게 확산되고 있는 곳이기

도 하다. 이곳의 한류의 특징은 동

남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슬람문

화 특유의 이질성과 배타성으로 급

속히 가열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

로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식

어버리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던 것은 이곳 젊은이들 사이에 한

국을 배우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머지않아 한

류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이다. 이번 행사를 풀로 취재한 K-

TV의 최민실장은 이번 노래자랑 

수준을 보니 한국노래자랑 프로그

램을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하

면서 이번행사를 요약한 프로그램

을 K-TV채널을 통해 방영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CHAMP 

직원인 Miss Sinta는 “이렇게 호응

이 좋을지는 몰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챔프 만화가 일본 

만화의 독주에 급제동을 걸 수 있

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이것

이 바로 Dynamic Korea의 위력인 

것 같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 유학하여 사랑스런 한국의 

이미지를 가득 싣고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기사 제공:

김상술 주인도네시아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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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 내 외국인 불법 체

류자를 양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현지 공무원과 

결탁된 불법 커넥션을 차단하

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경

재 의원 (한나라당 국회 환경 

노동 위원장)과 신상진 의원 

(한나라당)이 3월 6일 인니에 

도착했다. 

좌로부터 신동학 산자관, 조대현 입법 조사관, 신상진 국회의원, 박재한 BPG 사장, 

이경재 국회의원, 허철 BPG 상무, 유재연 비서관 

이경재, 신상진 국회의원
PT. BUSANA PRIMA GLOBAL 방문

 회담에 앞서 인니 노동법과 

실제 한국 기업이 현지 근로

자에게 대우하는 각 종 현안

에 대한 실무를 숙지하기 위해 

대표적 의류 수출 기업 중 하

나인 PT. BUSANA PRIMA 

GLOBAL(대표 박재한) 를 방

문하였다.

 허철 상무의 회사 소개에 이

어 현재 인니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약 2시간 가까

이 진지하게 간담회가 진행되

었다.

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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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6일부터 15일 까지 북

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보로부두

르 호텔에서는 한국음식 축제인 

‘Absolutely Korean’ 행사가 

있었다. 보로부두르 호텔과 J & 

S 인도네시아의 공동주최와 주인

니한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치러진 

한국음식 축제인 ‘Absolutely 

Korean’은 한국음식의 우수성

을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알

려 한국음식이 더 이상 한국인들

‘Absolutely Korean’을 공동 주최한 J & S 인도네시아 장성재 사장.

중동에서 17년간 건설 및 장비 업종에 종사하다가 IMF 이후 우연히 인도

네시아에 들렀다가 인도네시아에 한국음식을 납품하는 전문업체를 일궈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자카르타에 보여준

한국음식의 진수

"한국음식은 처음인데 참 맛있네요. 
또한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 놀랐어요." 

만을 위한 음식이 아닌 인도네시

아인들도 같이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잡기 위함이라고 호텔측은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인터콘티넨탈 호

텔에서도 대한항공 인도네시

아 지사의 후원으로 ‘한국요리

전’이 열려 3월 26일 까지 계속

됐다. 김치, 파전, 잡채, 떡, 김밥, 

생선회, 떡, 갈비, 해물요리, 소꼬리

탕 등 60여 가지가 넘는 한국 대표 

요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입맛

에 꼭 맞게 요리된 퓨전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 행사장은 음식축제기

간 동안 호텔 객실 손님들 이외에

도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가족단위

로 나온 한국인들로 붐볐다.  특히, 

이번 한국음식전을 위해  박수용, 

이병우  특급요리사가 한국으로부

터 특별히 초빙되기도 하였다.

 ‘Absolutely Korean’ 축제

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엔 메리어

트 호텔, 8월엔 포시즌 호텔에서 

또 다른 한국음식축제가 열릴 예

정이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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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월드스타 영화배우 장동건이 자카

르타에 왔다. 3월 29일 부터 31일 

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자카르

타에 방문한 장동건은 30일 낮 힢

튼호텔에서 인도네시아르 TV, 

Kompas, Jakarta Post, Bintang 등

과 개별인터뷰를 가진 후 11시 부

터는 150여 명의 취재진과 합동 기

자회견을 가졌다. 장동건에겐 마

지막  TV 드라마였던  '이브의 모

든 것'으로 인니에 처음 모습을 보

인 장동건은 특히 영화 '무극(The 

Promise)'이 이미 인도네시아내에 

개봉,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

어, 이번 방문이 각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었다. 장동건은 기자

회견에서 드라마에 다시 출연할 계

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좋은 

작품이 주어지면 드라마에 출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부터는 자

카르타의 발라이 사르비니에서 팬

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자카

르타를 처음 방문한 그이지만 팬미

팅회장을 꽉 매운 열기는 장동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영화‘태풍’영상 상영과 장동건 

고 한국관련 홍보물 소개에 이어 인

도네시아 토라자의 전통 춤과 애니

원, 립까의 공연으로 막이 오른 팬

미팅회는 사회자에 의해 장동건의 

이름이 소개되자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과 함께 자신의 카메라에 월

드스타의 모습을 담으려 연신 카메

라 플래시를 눌러댔다. 

 2000여명의 팬들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린 이 행사에는 주 인도네시아 

이선진 대사가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장동건은“지금은 한국 영화의 중

흥기이다. 이 분위기를 인도네시아

에서도 이어가고 싶다”며 이달말 

영화‘태풍’의 개봉을 앞두고 있

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태풍'에서

의 악역 때문에 싫어하는 팬들이 생

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영화를 보

고 시기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악역을 맡은 보람

이 있을 것 같다' 고 말해 팬들로 부

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인도

네시아 장동건 팬클럽 회원들이 장

동건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준

비했고 한국어로 불려진 생일축하 

노래는 장동건-인니팬 뿐만 아니

라 한-인니가 더욱 가까워 졌음을 

느끼게 했다. 

 장동건은 31일 인니 정부의 고위 

관료를 예방해‘한류스타’로서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같은 

날 밤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

국하였다.

 이번 행사는 엘에이치(대표 정철

웅)가 라자왈리 코레시아그룹, 주

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더불어 개

최했다.

이선진 대사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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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EIN (대표 이기주)에서 2006년 2월 

24일 JIKS 초등학교 컴퓨터실용으로 

LCD 모니터(17”) 40대를 기증했다. 기

존의 컴퓨터 모니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

여 학습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로서는 얇

고 세련된 디자인의 LCD 모니터 덕분에 

2006학년도 신학기를 산뜻한 기분으로 맞

이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자제품 시장에서 한국의 자

부심을 높이고 있는 LG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기자재를 기증해준 것은 더없

이 고마운 일이며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기

부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면 더욱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사실 LG의 JIKS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

다.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에 건

축성금 미화100,000불을 기탁하였고 이

후, 1997년 29인치 TV 10대, 2003년

과 2004년 두 해에 걸쳐 DVD/VCR 

COMBI PLAYER 50대를 기증해 주었으

며 2004년 1월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

생들을 위하여 미화 10,000불을 장학금으

로 기탁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

끼지 않는 LG에 대해 학교는 늘 깊은 감사

를 표하고 있다.

위: LCD 모니터 기증식. 김정일 교장, 이기주 LGEIN 대표, 정무웅 재단 부이

사장이 JIKS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LCD 모니터로 새단장을 한 JIKS의 컴퓨터실

LGEIN, JIKS에 LCD 모니터(17”) 40대 기증

새로 오신 국어과목 오현주, 정선주 선생님 2006학년도 부장선생님들

JIK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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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학부모회 구성

 학교 행사를 뒷받침하고 학교와 학생, 재

단의 가교 역할을 할 학부모회가 구성되

었다. 지난 3월 15일(수), 강당과 소강당

(12학년)에서 실시된 학부모 총회에서

는 김보성 교감의 학교 행사 운영 계획

과 교사 소개, 김정일 교장 선생님의 인

사에 이어 전반적인 학교 소개가 이어졌

다. 강당에서 각 교실로 이동한 학부모들

은 담임 교사와 만나 각 반의 학부모 대

중학과정

학부모 회장: 이부미(정후영)  부회장: 김은영(임현수)  총무: 허영희(곽희주) 

서기: 최은숙(박재영) 회계: 장옥자(이소라)  

새로 선출된 학생회 간부들이 24, 25 양일에 걸쳐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신임 학생회 간부 임원수련회 개최

고등과정 

학부모 회장: 남기인(이지형 학생 어머니) 부회장: 김순식(안선경)  

총무: 김애자(박헌진)  서기: 장명숙(명혜진) 회계: 엄재순(전수찬)

표와 부대표를 선출하고 반 대표들은 다

시 학부모 총회에서 2006학년도 학부모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날로 변화하고 있

는 학교 주변의 환경과 학교와 학생의 미

래를 학교와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과 진

지하게 생각하는 의미있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금년도 학부모 임원진은 다

음과 같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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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과정

총학생회장에 이지형 군 당선
 2006학년도 총학생회장에 이지형(11-2) 군이 당선되었다. 지난 3월 6일에 실시된 총학생

회장 선거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출마 학생들의 재치있고 열렬한 출마의 변이 어

우러져 열띤 분위기를 이루었다. 학생들의 주인 의식과 성숙한 자세가 돋보이는 행사였다. 이

반 행사가 학생들의 성숙한 행동으로 이어져 시민 의식을 함께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구성된 학생회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 회장: 이지형

 12학년 학년 대표: 어현준(12-2) 전년도 총학생회장이 겸임함

 11학년 1학기 학년 대표: 백미란

 10학년 1학기 학년 대표: 임규선

  9학년 1학기 학년 대표: 김정원

  8학년 1학기 학년 대표: 오재원

  7학년 1학기 학년 대표: 이수헌

  12학년 임원:김현주, 이창수, 김유빈, 이양걸, 조우현, 김명순, 제복내, 이재원,

       문주영, 신세현.

  11학년 임원:정찬권, 박선미, 성지수, 김태훈, 임예지, 노홍래, 박세준, 백미란

  10학년 임원:임규선, 전수찬, 공한이, 정승욱, 강채리, 조재완, 윤형미, 최준현

   9학년 임원:김성은, 정후영, 정아주, 남궁혁, 임현호, 김진아, 김정원, 임현수

       8학년 임원:김수연, 성종욱, 윤정원, 서경민, 조재헌, 이보배, 김완철, 김민지

    7학년 임원:박지원, 김무혁, 김태근, 김지은, 이수헌, 장유숙, 고성화,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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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일 한 학기 동안 학급을 이끌어 갈 학
급회장을 뽑는 선거가 4~6학년 학급별로 치

러졌습니다. 또한 3월 10일, 본교 대강당에서 아

래 전교어린회 임원을 뽑는 선거가 질서가운데 치

러졌습니다. 1주일간의 열띤 선거 운동을 통해 이

미 얼굴과 선거 공약을 알렸던 후보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당찬 모습으로 자신들의 소견을 발표하

였습니다. 이어서 4~6학생들은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표를 받아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투표

함에 넣어 귀중한 한 표씩을 행사하였습니다. 개

표 결과 전교어린이 회장에 6학년 1반 안선호 어

린이가 당선되었으며 부회장으로 6학년 4반 정현

수, 5학년 1반 김진영이 당선되었습니다. 전교 임

원으로 당선된 어린이들에게는 축하하고, 당선되

지 못한 다른 후보들의 몫까지 열심히 활동하기

를 기대합니다. 

 한편 3월 20일 본교 대강당에서 학부모 총회
가 열렸습니다. 지난 해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학부모 임원들(회장-이영미, 부회장-

김순식, 총무-안경아, 감사-김양순, 서기-국명

란)은 감사장을 받고, 임원단을 도와주신 여러 학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김정일 교

장 선생님은 학교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가운데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초등학

교 때부터 준비해가는 교육을 할 것을 약속하면

서 부모님들께서도 따라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날 새롭게 뽑힌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김순식, 

부회장-손미숙, 총무-황정혜, 감사-박미선, 서

기-최경숙 어머니입니다. 올 해에도 교육적인 많

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JIKS 소식

초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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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사는 우리나라 수출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

다. 1964년 8월 설립되어  인니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기업들의 손과 발이 되어 수출

을 선도해 온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그 중심에 민경선 관장이 있다.

민 경 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관장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으

로서 수출은 중요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KOTRA(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사는 

우리나라 수출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1962년 제 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해 설

립된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

외지사가 거의 없던 시대부터 우

리 수출기업들의 손과 발이 되어 

수출을 선도해왔으며, 현재 75개

국에 설치된 101개의 KOTRA 

해외무역관은 해외에 구축된 우

리나라의 무역 인프라로서 해외

에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민경선 관장님 안녕하세요. 우

선 자카르타 무역관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카르타 무역관은 1964년 8월

에 개설되어 42년의 역사를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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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인니에 진출한 한국 기관이

나 회사 중에서는 가장 고참이 아

닌가 생각됩니다. 자카르타에 총

영사관이 개설된 것이 1966년이

고, 대사관도 1973년에 설치되었

으니까요. 러시아나 중국, 동구권 

국가에도 대사관보다 무역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직 외교관

계가 없는 쿠바에도 지난해 무역

관이 설치되었고요. 무역 관계는 

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에 무역관 

개설을 허용하는 예는 종종 있습

니다. 자카르타 무역관은 대사관 

옆의 Korea Center에 입주해 있

다가 2002년 12월 현재의 GKBI 

빌딩으로 옮겨왔습니다.   

자카르타 무역관은 동남아의 거

점 무역관이라는 얘길 들었습니

다만, 무역관 직원 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역관에는 본사 파견 직원이 관

장 포함 4명이고 현지직원이 8명 

있습니다. 장준상 부장은 마케팅

을 맡고 있고, 김현철 차장은 지사

화 사업과 투자진출 지원업무, 복

덕규 차장은 정보 조사 업무를 맡

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무로는 한

국에서 오는 시장개척단 지원, 세

일즈 출장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인니 

바이어를 유치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시장

개척단 20개 팀이 다녀갔고, 한국

에 120명의 인니 바이어를 보냈

습니다. 또 한국에 가기 어려운 인

니 바이어들을 위해 무역관에 사

이버 상담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화상 상담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

습니다. 전시회의 경우 인니에는 

경쟁력 있는 유명 국제 전문전시

회가 없어 무역관이 주도하여 국

가관 형태로 참가하는 전시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한국

상품 단독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화 업무는 연간 일정 수수료

를 받고 중소기업의 지사역할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24개 

중소기업이 자카르타 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역

관에서는 2명의 지사화 전담 현지

직원이 각각 12개씩 국내업체를 

맡아 카탈로그와 샘플을 들고 뛰

면서 거래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업무는 경제, 무역, 투자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띄

우고 있고, 또 정부나 국내 무역유

관기관의 통상 관련 정보 조사 요

청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자신만을 위해 정

보가 필요할 경우 약간의 수수료

를 받고 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어 발굴 조사나 해당품

목의 시장동향 조사인데, 2005년

에 저희 무역관에서 수행한 유료

조사가 640건에 달합니다.

(사진: 앞줄 중앙 민경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관장,  뒷줄 좌측부터 조성희 경상북도

통상투자주재관, 장준상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부장, 김현철 차장, 복덕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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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도 최

근에 많이 증가했지요?

 한-인니간 교역규모는 2004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으

며, 2005년에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13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

다. 그러나 무역 수지면에서는 우

리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

습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이 50억 

달러였고, 수입은 82억 달러로 

3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습니

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니로부

터 자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천연가스는 인니로부터 가

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 동광, 펄프는 인니가 2위의 

수입선이고, 석탄은 3위, 원유는 

7위의 수입선입니다. 대인니 수입

의 80% 이상이 자원입니다.  그

만큼 인니는 자원 공급국가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수출하는 주된 품목

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의 대인니 수출품목은 매우 

다양한데, 소비재 보다는 자본재, 

원부자재의 수출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철강, 플라스틱, 직

물, 전자부품, 통신기기, 자동차 

등이 주종 수출품목입니다. 특이

한 것은 지난해의 경우 인니에 경

유를 16억 달러어치나 수출했습

니다. 산유국에 기름을 수출한다

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컬하기

도 하지만, 인니의 정유 시설이 부

족하여 가공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래로 한국에서 시장개

척단이 방문하여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

는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개척단은 지방자치단체나 

수출유관기관이 경비를 일부 지

원해서 아직 해외마케팅의 경험

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로 구

성해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무역관에서는 사전에 바이어들을 

발굴하여 상담회 당일 하루 동안 

8-10명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

도록 합니다. 그 당장에서 거래가 

성약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자

리에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남으

로 인해 시장 파악이 용이하고, 또 

이중 괜찮은 바이어 한두 명을 골

라 귀국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

해 가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무역관에서는 상담 후 6개

월간 후속 서비스를 해 줍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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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시장개척단 방문, 수출 상담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장개척단 참가 업체 중 약 20% 정

도는 1년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인니 시장에 거는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우선 인니

는 인구가 2억 2천만 명에 달하

니 소비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

미이고, 통계상으로도 인니는 우

리나라의 9번째 수출 시장입니다. 

따라서 인니 시장을 노크하는 한

국기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KOTRA 해외무역관이 101개 있

습니다만 지난해 각 무역관별 국

내 기업 지원 수에서 자카르타 무

역관은 1,285개사로 전체 무역관 

중에서 동경, 상해, 북경, 모스크

바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개척단 지원은 20개 팀으로 

전 무역관중 1위, 업계 유료조사 

수행건수는 640건으로 2위입니

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인니 시

장의 잠재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

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쉽

지 않은 시장인 것만큼은 틀림없

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소득 수

준이 낮아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

선하는 시장이다보니 중국제품에 

밀리고, 또 IT와 같은 우리의 첨

단제품은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시장입니

다.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는 최

근에 어떤가요?  

 인니의 BKPM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대인니 투자가 

309건 4억 17백만$로 건수면에

서는 1위, 금액면에서는 8위를 차

지했습니다. 건수에 비해 금액이 

작다는 것은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싱가폴, 말

레이시아의 대 인니 투자가 대규

모 프로젝트 투자가 많은 반면 한

국의 투자는, 특히 근래에 들어 소

규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많

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니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최근 2-3년 동안 저조한 것은 사

실입니다. 인니의 투자 여건이 중

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

기부터 인니에 대한 투자문의를 

하는 국내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

습니다. 중국이 노동집약적인 산

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

기 시작하면서 인니가 그 대체 지

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

남도 최근에 투자유입이 늘어나

면서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

다. 금년 2월에는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40%-60%까지 오른 것

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

니의 투자환경만 개선된다면 투

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

는 절호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인

니 정부가 문제점을 이미 다 파악

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점

차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국의 대 인니 투자는 대부분

이 미국이나, EU등 제 3국 수출

을 위해 인니를 가공기지로 활용

하기 위한 것인데, 인니의 내수 시

장 진출이나 AFTA를 활용한 인

근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도 고려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

각입니다.   

앞으로 무역관이 중점적으로 추진

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

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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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KOTRA에 새로 도입

된 사업으로 벨트 사업이라는 것

이 있습니다. 산업과 무역이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무

역관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전문

화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도시인 디트

로이트 무역관은 자동차 분야, 실

리콘 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무역관은 IT 분야, 미국과 EU의 

중심인 워싱턴과 브뤼셀은 정보

조사 중점 무역관으로 전문화시

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전문화

된 품목과 기능별 무역관을 벨트

로 묶어 상호간의 공동 사업도 개

발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여 시

너지 효과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무역관의 경우 기능별

로는 해외투자진출 거점 무역관

에, 품목별로는 IT, 기계, 섬유, 문

화상품의 중점 무역관에 속해 있

습니다. 물론 다름 품목도 지원을 

하지만 이들 지정된 분야에 대해

서는 더욱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진출 지원과 새로운 분

야인 문화상품 수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리

고 금년에는 예년에는 없던 전시

회 개최도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9월경에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 

우수상품전을 자카르타에서 개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

으시다면요? 

 사실 KOTRA는 해외에 지사가 

없는 우리 중소기업 지원에 우선

을 두어야 하고, 또 자카르타 무역

관은 업무가 너무 많아 그동안 인

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원

이 다소 소홀했었고, 이점이 늘 마

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얼 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니

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기업은 

섬유이기 때문에 재인니 봉제협의

회(KOGA)와 공동으로 2004년

에 ‘섬유쿼타 해제 이후의 세계 

섬유시장 전망’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2005년 6월에도 두 번

째 섬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KOTRA 무역관이 수집

한 섬유 관련 정보를 매 주 1회씩 

봉제협의회 회원사들에게 이메일

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당장의 업무에는 별 도

움이 안 된다고 해도 세계의 섬유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자카르타에 오

는 시장개척단을 한인 신문을 통

해 홍보하여 교민 기업인 여러분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번 행사 때마다 교포 기업

인들이 여러분 참여하여 국내기

업들과 공동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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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무역관은 해외에 설치

된 우리나라의 무역 인프라 입니

다. 우리 기업의 사랑방 역할을 하

는 것이 무역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인력의 한계,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 등으로 많

은 것을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울

지라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

니다.    

      

해외 근무를 오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근무 경력과 해

외 근무하면서 느낀 점,  또한 인

도네시아에 대한 느낌 등을 말씀

해 주십시오.

 KOTRA는 통상 해외 3년, 국내 

2-3년씩 순환 근무를 하는데, 저

는 그동안 중남미쪽에서 해외 근

무를 했습니다.  첫 근무지는 20년 

전 콜롬비아였고, 멕시코, 베네수

엘라에도 근무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해외 근무인데, 인니가 중

남미 보다는 비즈니스나 생활 여

건이 좋습니다. 여기는 우선 외국

이란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정도

로 한국 생필품을 바로 구할 수 있

고, 한국 신문이나 방송도 바로 접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

과 가까워 비즈니스도 훨씬 더 많

고요.   

 KOTRA 생활한지 이제 2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참 많이 변했다

는 걸 느낍니다. 20년 전 콜롬비

아에 근무할 때는 주방용 수세미

에 이쑤시개까지 수출했습니다. 

무역관 한 켠에 샘플 전시실이 있

어서 선반에 샘플들을 죽 늘어놓

곤 했는데, 지금은 수출품목이 대

부분 첨단 제품으로 바뀌어 샘플

을 늘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만

큼 우리 경제와 산업이 발전한 것

이지요. 지금 한국기업들이 수출 

지원을 요청하는 품목들은 설명

을 듣지 않으면 어디에 쓰는 물건

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

제품 소비재보다는 원부자재, 부

품 등 전문화된 품목이 주종을 이

루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속한 발

전을 이루다 보니 향상된 품질만

큼 우리 상품이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있는것이 흠인데, 국가 이미지

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니 조만간 

일본이나 미국, 독일 제품과 동일

한 반열에 오를 날이 올 것으로 봅

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교민 여러

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

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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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정관념을 버려라
현대인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매체의 발달로 풍부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제까지 서양의학만이 절대적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여 한의학을 비롯한 자연의학이나 

대체의학 등에 대해 배타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요즈음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심지어 유럽 각 국에서도 동양 의학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

초기 단계의 소아당뇨 환자를 평생 인슐린에 의존하여 살게 만든 경우는 편파적인 

의학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뇨병에서 서양의학의 맹신

은 췌장의 퇴화와 그로 인한 합병증을 의미한다.‘당뇨병은 불치병’이라는 고정관

념을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불치병일 수밖에 없다.

2.면역력을 높여라
당뇨병을 비롯한 모든 난치병들은‘면역 저하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위적

으로 혈당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어 우

리 몸 스스로 혈당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필자가 88년에 개원한 이

래 진료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감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의 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연식을 하며, 여름엔 덥

게 겨울엔 춥게 자연의 원리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면 면역력은 자연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3.약물로부터 해방되라
당뇨병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몸의 자율적인 혈당조절능력을 무시한 채 외

부에서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투여함으로 인하여 췌장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 및 

혈당조절기능을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려 결국 치료로부터 멀어지

고 인슐린 의존성이 되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먼저 당뇨병에 사용되는 약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약물

이나 주사를 갑자기 중단하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만 해준다면 혈당치는 자신에게 알맞은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가게 된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그 기능이 

강화된다. 인위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오장육부의 기능 위축은 근본치료를 점점 어렵

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10계명

건강 상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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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혈액을 맑게 하라
당뇨병은 혈액질환이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이 탁하다는 것이고 이는 혈액을 

걸러주는 간장과 비장의 부담을 늘어나게 하여 췌장의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 혈

액이 탁해지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당뇨 합병증도 발생

할 수 있다.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 혹은 밀가루 음식의 섭취가 많을 때, 과음, 과식, 속식, 

폭식을 할 때 혈액이 탁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혈액을 맑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음식물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5.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당뇨의 발병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고량진미의 섭취로 인한 경우가 많았

으나 요즈음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생겨난 몸속

의 열기로 인하여 혈액이 줄어들면 췌장의 베타세포 속으로도 혈액이 부족하게 된

다. 따라서 혈액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인슐린 역시 크게 줄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게 

되어 혈당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당뇨가 심해지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을 긴장시켜 가슴 두근거림, 혈관수축, 혈압상승, 위장운동의 

억제, 호흡 제약 등의 많은 증상을 일으키고, 이러한 나쁜 증상들은 마음의 상태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이 연속된다. 

‘병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欲治其疾 先治其心)’

6.활성산소를 차단하라
활성산소로 인하여 췌장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인슐린 생산기전 및 생체 화학반

응에 변화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당뇨병이므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

이 당뇨병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유해한 활성산소가 체내에 많이 축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화된 것

(스낵과자나 오래된 유지류, 탄산음료, 쪄서 말린 생선류 등)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

고, 이와 함께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7.좋은 물을 마셔라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물(오염되지 않은 자연수, 즉 생수)을 마셔야한다. 생

수에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있다. 또 그 안에는 화학

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자연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수를 마시는 것은 곧 

자연의 생명력을 마시는 것이다. 질 좋은 물을 하루 1.5~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인체의 면역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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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휴식하라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운동요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강하제를 쓰지 않아도 혈당이 자기 몸에 맞게 조절된다. 운동을 통해 당뇨

병의 원인인 비만을 치료할 수 있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 시켜 말초혈액 순환 장애

로 인해 야기되는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요법의 최상의 그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 걷기이다. 그러나 당뇨병 환

자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발톱을 짧게 잘라준다. 적당한 운동

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이 향상되어 췌장의 기능이 

회복 될 수 있다.

  

9.신념을 가져라
누군가에 의해 치유되기보다는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 치유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것이 치유에 대한 신념이다. 당뇨병 치료에 성공한 사람들에

게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식습관, 생활습관 등 자신의 삶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준다.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찾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치유된 사람을 만나 자신감과 치료의 노하우를 얻어낸다.

-질병을 선물로 받아들여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

10.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동식물에게는 병이 없다. 질병이라는 것도 사실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몸의 어떤 조건과 상태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몸의 자연현상

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산속 깊은 곳이나 전원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

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자연으로 나아가 대자연의 기운을 몸속 깊숙이 받아들여보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참

으로 유쾌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건강 상식(1)

글 제공: 김승호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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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음'이라는 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찌든 자카르타의 공해도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뽐내지 못하리라. 상쾌한 마음으로 해맑은 4월을 시작

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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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계약의 종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관계를 규정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이다. 인도네시아 노동

법에서는 근로계약의 종류를 임금의 계산 방법, 즉,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년봉제, 능력급 혹은 도

급에 관계없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별하

여 무기한부 근로 계약 과 기한부 근로 계약이 있

다. 무기한부 근로계약이란 문자 그대로 고용계약

의 기한이 없이 노동법, 사규 혹은 단체 근로 계약

서에 정해진 정년퇴직 때가지 근무를 전제로 하는 

근로 계약을 뜻하며, 기한부 근로계약이란 근로계

약을 할 때 근로 기간을 미리 약정하고 기한이 되

면 근로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하는 근로계약을 뜻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계약직”이란 기한부 근

로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무

기한부 근로계약이나 기한부 근로계약 둘 다 시간

적인 요소 때문에 근로자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어 생산성에 연계되어 있으며 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근로

계약이 더 유익한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과 기한

부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제약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장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는 

기한부 계약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가 무기한 근로 계약서로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기한부 근로 계약으로 바꾸

고 있는 추세이다. 

2. 노동법상의 근로관계

가. 노동법상의 근로관계란 사업자와 근로자 간

에 체결한 근로관계를 뜻한다. 일반법인 민법에서

는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약속에 근거하여, 명령을 하고 일을 해

주고 반대급부로 임금을 주고받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법의 상위법이며 특별법인 노동법에서

는 고용관계란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일, 임

금 및 명령 이상 3가지 기본 요소를 갖춘 근로 관계

를 뜻하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법적신분

인 사업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근로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법적 

신분이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근 로 계 약  

글 제공 :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ERS)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법적신분인 사업자인 사용자와 근로

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근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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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나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비사업자 밑에서 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

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노동법상의 이러

한 사항을 지적하고 비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근로

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인권단체조

차 없는 상황이다.     

나. 노동법상의 사업자(사용자)

노동법에서는 고용관계 상의 사업자를 자연인, 민

사단체 혹은 법인으로써 자신의 소유 혹은 타인 소

유의 사업을 하거나,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주소를 

둔 자연인, 민사단체 혹은 법인 소유의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이란 영리 및 비

영리사업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노동법상에 사

업자에 대한 크리테리아를 축소 제한하여, 사업자

가 아닌 가정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운전기사, 

경비원, 정원사, 간병인 혹은 간호원 등 수 십만 명

의 가정집 근로자는 노동법상으로는 이부 자식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 노동법상에 사용자의 명령에 근

거하여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이며,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로써 동일한 기본권이 주어

져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에서 사용자

의 법적신분을 축소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인 사용

자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도상으로 

사업자에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근로자를 

과잉보호하여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

져오고, 가정집 근로자는 근무시간, 휴일, 최저임

금, 년가, 해고 등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잘 못된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생

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야

기되고 있는 차제에, 노동법상에 사용자인 사업자

의 범위를 사업자와 준사업자로 구분하여, 가정집 

근로자의 사용자는 준사업자로 분류하여, 가정근로

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

호 차원에서 가정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근거

근로자와 사업자(사용자) 간에 근로관계를 규정하

고 있는 근거는 실정법(민법, 노동법, 노사분쟁 해

결법, 근로자 사회보장법,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

령, 조례 등 입법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공포한 성문법), 근로계약서, 사규 및 단체근로

계약서이다. 

(1) 실정법

종전에는 노동 관련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에 비

중을 두고 있다고 해서 사법으로 분류됐으나 지금

은 거의 모두 공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법의 특

징은 강제성이며 범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른다. 노동법의 기본 정신은 사용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지정된 법규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너무 근로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안고 있는 가장 심각

한 문제 중에 하나인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외자 유치가 필요하며, 외자를 유치하려면 노동법

의 내용 중에 기업들이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

부엌일을 하고 있는 가정부. 가정부는 근무시간, 휴일, 최저

임금, 년가, 해고 등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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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정부 측에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 진출 기업의 책임자는 최소한 현지 실정

법의 골격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노사관

계에 대한 기본 골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조항

들 과 노동 기본법인 2003년 법률 제13호 노동법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인사담당자는 실정법 중 시행

규칙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

이다. 시행규칙은 대부분 노동 이주부 장관령으로 

되여 있다.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은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며, 법정 의무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노사 분쟁 시에는 법정 의무

사항은 법리상으로는 협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강제 사항에 속한다.  

자에게 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면하고 성실

한 근로자,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만들려면 

근로계약서부터 신경을 써서 만들 필요가 있다. 회

사에서 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들(근무수칙 등)을 

되도록 상세히 기재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

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도움

이 된다. 아주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보

다는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더 좋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 법인의 정관에 등

재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허가서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호받기 위

해서는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써 취임 조건

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받아나야 한다. 현지 법인

의 이사 혹은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퇴직 시 퇴직금

을 받지 못하여 분쟁이 난 경우에 노동법상으로 보

호가 불가하다.      

(3) 사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규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규 내용은 실정

법의 범위 내 이어야하며, 사규의 내용에 근로자 혹

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하며, 

지방노동청의 승인 후에 발효한다. 노동부에 준비

되어 있는 사규 모델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사용

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냥 그대로 모방

하지 말고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실속 있는 사규를 

(2) 근로계약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현지인, 한국인, 생산직, 영

업직, 관리직, 보조직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

가 지불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 체결 원

칙 적용이 바림직하다. 근로 계약서의 법적인 본질

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

정하는 것이나, 처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너무 근로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자,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만들

려면 근로계약서부터 신경을 써서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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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근무 수칙과 

위반 시 벌칙을 되도록 자세하게 할수록 더 바람직

하다. 사규는 지방 노동청의 승인 후 2년 간 유효하

며 만기가 되면 다시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연장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만기가 되기 전에 노사 합의로 

개정이 가능하며, 사규를 전 현장에 비치하고 전 근

로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의 내용은 상세하게 시시콜콜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사항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밀할수록 

노사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의 5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노조가 근

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근로조건을 협상하

고 단체근로 계약서에 당사자로 서명한다. 회사 내

에 노조회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50% 이상인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지지를 얻은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근로 계약서 조건에 대하여 

회사와 협상하고 서명하는 당사자가 된다. 복수 노

조인 경우에 복수 노조가 연합으로 총 회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노조연합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한다. 회사에 노조가 새로 생기

고 단체근로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사용자는 사용

자와 노조 측에서 각각 따로 단체근로 계약서 초안

을 작성하여 교환 후 같은 사항은 협상 없이 확정시

키고 서로 다른 사항만 협상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는 합의된 단체근로 계

약서를 지방 노동청에 등록 의무가 있다.

(4) 단체근로 계약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단체근로 계

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가 단체근로 계

약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사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 노동법원까지 가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 계약서와 사규로 되

어 있는 노사관계는 수직관계로 단체근로 계약서로 

되어 있는 관계는 수평관계로 본다. 쉽게 풀어 말

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 계약서와 사규만 

있으면 상명하복처럼 노무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체근로 계약서를 체결하면 사용자와 근

로자가 동등한 레벨에서 파트너를 관리하듯이 노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최

초 단체근로 계약서 체결에 진통을 겪고 최장 2년 

유효인 최초 단체근로 계약서 만기 후 매년 연장 시 

진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체근로 계약서

노동부에 준비되어 있는 사규 모델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실속 있는 사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기한부 근로 계약

노동법에서는 기한부 근로 계약을 최장 3년 이내

에 종료되는 시한성 사업장, 계절성 사업장, 신상

품 개발 및 일용 근로 계약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

단체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상세하게 작은 사항까지 포함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밀할수록 노사분쟁 예방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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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법에서 허용되지 않

는 업종에서 지금까지 존속해온 무기한부 근로 계

약을 기한부 근로 계약으로 바꾸는 작업이 빠른 속

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한 근로 계약의 

문제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의 형편, 회사가 어

려워지면 퇴직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근로자

의 우려 및 감독관청인 노동부의 묵시적인 용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한부 근로 계약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기한부 근로 계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 최장 3년 이내 종료되는 시한성 사업장

사업의 예상 종료 일자를 기한부 근로 계약서에 명

시한 경우에 계획일자 보다 먼저 사업이 종료되면 

기한부 근로계약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

동 실효한다. 그러나 계획했던 기한에 사업이 종

료되지 않아 기한부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하는 경

우에는 기한부 근로 계약서 만기일로 부터 30일 이

후에 기한부 근로 계약서를 갱신해야 한다. 30일

이 지나기 전에 기한부 근로 계약을 갱신하면 기

한부 근로 계약이 무기한부 근로 계약으로 간주된

다. 그러나 최초 기한부 근로 계약서에 기한부 근

로 계약서 갱신 시에 30일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

다고 미리 약정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갱

신해도 괜찮다.

  

나. 계절성 혹은 기후성 사업장 

사업의 실시가 계절 혹은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사

업장은 기한부 근로 계약을 허용한다. 평소와 다른 

특정한 주문 혹은 타켙이 주어졌을 때 추가로 필요

로하는 작업량 처리를 위하여 계절성 기한부 

근로 계약을 허용하며 기한부 근로 계약의 갱신을 

불허한다.

다. 신 제품 생산 관련 사업장

신 제품, 신 활동 혹은 시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에 기한부 근로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하는 기

한부 근로 계약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장 1회 1년의 

기한에서 연장을 허용하나 갱신은 불허하고 있다.

라. 일용직 근로 계약

근로 시간과 근로량이 일정하지 않고 출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특정 작업으로 월 21일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 일용직 근로 계약을 허용 한다. 그

러나 출근일이 3개월간 계속 월 2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한부 근로 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일용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6일 이내에 

근로자 명단을 지방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마. 기한부 근로 계약 신고

기한부 근로 계약 체결 7일 이내에 기한부 근로 계

약을 관활 지방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바. 무기한부 근로 계약(“전자”)과 기한부 근

로 계약(“후자”)의 주요 차이

(1) 전자는 최장 3 개월간의 시험 채용 기간을 허

용하며 이 시험 채용 기간 중에는 하시라도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가 허용되나, 후자는 시험 채용 기

간 적용을 불허하며 기한부 근로 계약 유효 기간 중 

해고 혹은 사직을 금한다.

(2) 전자는 사직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배

상 책임이 없으나 후자는 사직하면 잔존 기간의 급

여액만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계획했던 기한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기한부 근로계약서

를 갱신해야하는 경우, 기한부 근로 계약서 만기일로 부터 

30일 이후에 기한부 근로 계약서를 갱신해야 한다.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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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는 해고하면 법정 해고금을 지불해야하나 

후자는 잔존 기간에 대한 급여액만큼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4) 전자는 정년퇴직하면 해고금 기준으로 계산하

여 Jamsostek 액수와 정산하여 차액을 지불하나 후

자는 해고금/퇴직금이 없다.

(5) 전자는 전 업종에 적용되나 후자는 시한성 업

종에만 적용된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급한 

시한이 있는 취업허가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한

부 근로 계약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 분

쟁 시에는 변수가 많다. 먼저 근로관계의 근거는 회

사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 계약서가 취업 허가

서에 우선한다. 취업허가서는 1년 유효이지만 근로

계약서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가 우선

한다. 근로계약서가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외국어로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무기한부 근로계약으

로 간주되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상 계산 기준

은 노동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계

산방법을 따른다. 무기한부 근로 계약 계산 방법이 

더 유리하면 무기한부 근로 계약방법을 취하고 기

한부 근로 계약 계산 방법이 더 유리하면 기한부 근

로 계약 계산 방법을 따른다. 왕왕 분쟁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해고금은 

상술한대로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 한국인 근로

자는 한국을 생각하고 매 1 근무년에 대하여 1달 급

여액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

으나 이는 현지 노동법의 규정과는 너무 다른 의견

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해고가 없으면 해고

금/퇴직금이 없다. 10년을 근무했어도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해고금/퇴직금이 없다. 마찬가지로 

10년을 근무하고 외국인 취업허가서가 만료되어 퇴

직 하는 경우에도 기한부 근로 계약의 기간만료에 

해당되므로 법정 해고금/퇴직금이 없다. 그러나 취

업허가서 만료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

가서 잔존 기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외국인 근로자

에게 배상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 약정한 기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서 상의 잔

존기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잔존기간

에 대하여 급여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상술한 바

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

기 전에 상호 합의된 근로 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로 체결 후에 취업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가끔 회

사의 형편 때문에 외국인 취업허가서 없이 근무 후 

일정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 했다고 호소하는 분들

을 만나는 바 동정은 가지만 불법취업이므로 법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딱한 상황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취업허가서를 받아 적법하게 근

무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급한 시한이 

있는 취업허가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한부 근로 계약자

로 분류되고 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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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제116호)에는 자바의 ‘궁정문화’, 

자바의 ’도회지 형성과 식민정책의 관계’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번 호

(117호)부터는 자바의 ‘농촌사회’에 대해 간

략히 살펴본다. 

 1970년대 통계에 의하면 자바인의 약 83 퍼

센트가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Koentjaraningrat, 1990, p. 99). 그래서 자바

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소들은 거의 농

촌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농촌의 토지와 관

련된 문제들, 생계수단으로서의 농사, 농민의 경

제활동과 빈곤, 농촌사회의 사회정치적 현상 등

은 자바의 문화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준 것들이

다. 본 글에서는 시각을 더욱 좁혀 자바인 개개

인이 어떻게 ‘가정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가 

(encultu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자바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 

 1969년에 자바와 발리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전

개된 제1차 국가발전계획(PELITA 1)의 한 프로

그램으로 산아제한이 실행되었다. 왜 그러한 운

동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다. 자

바인들은 각 가정마다 너무 많은 자녀들을 낳았

기 때문이다. 어째서 자바인들은 그토록 많은 자

녀를 갖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 자녀들은 

가정에서 화기애애함(anget)을 고취시킨다는 것

이다. 화기애애한 가정에는 각 가족의 구성원의 

마음 속에 평화(tentrem)가 찾아온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는 비단 자바인의 가정에만 국한되는 일

이 아니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는 조건일 것이다. 여러 명의 자녀를 선호했던 자

바인들이 주장한 또 다른 이유는 안전감(feeling 

of security)이었다. 자녀가 여럿이 부모의 주변

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으면 부모는 더욱 자신

감을 갖고 비록 늙어갈지라도 담대해짐을 느낀다

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진솔한 표현 같이 보인

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그찰 날이 없다

는 ‘성가시게 구는 자녀들’이라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자바인들은 또한 자녀가 많을 경

우에 얻게 되는 장점으로 물질적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자바의 어린아이들은 서양의 어린아

이들보다 어릴 적부터 가정의 경제활동(?)에 더

욱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다시 말해, 동생들을 돌

보는 일, 집안청소, 물 긷는 일, 닭이나 오리, 소, 

말, 돼지를 치는 일, 꼴을 베는 일, 잔심부름 등등

에 참여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자바의 도시의 고급 공무원 가

족들에게는 시골 농부(tiyang tani)보다 자녀 수가 

더 많다. 또한 도회지의 노동자들(tiyang alit)이 

시골 농촌 사람들보다 자녀를 더 많이 갖는다고 

하지만 화이트 칼라의 공무원(priyayi)보다는 자

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인 경우이

겠지만, 필자는 띠모르 섬에서 고령인 70대의 한 

정년 고급 공무원 부부가 16명의 자녀를 실제로 

낳아 그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장성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자바의 도시 상인들(santri)과 직

위가 낮은 공무원들도 비교적 자녀 수가 적다. 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 은 자녀

생태와 문화 시리즈(5)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글: 김 용 / UKI교수.영문학

생태와 문화 시리즈 자바와 자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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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제116호)에는 자바의 ‘궁정문화’, 

자바의 ’도회지 형성과 식민정책의 관계’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번 호

(117호)부터는 자바의 ‘농촌사회’에 대해 간

략히 살펴본다. 

 1970년대 통계에 의하면 자바인의 약 83 퍼

센트가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Koentjaraningrat, 1990, p. 99). 그래서 자바

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소들은 거의 농

촌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농촌의 토지와 관

련된 문제들, 생계수단으로서의 농사, 농민의 경

제활동과 빈곤, 농촌사회의 사회정치적 현상 등

은 자바의 문화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준 것들이

다. 본 글에서는 시각을 더욱 좁혀 자바인 개개

인이 어떻게 ‘가정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가 

(encultu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자바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 

 1969년에 자바와 발리를 중심으로 특별하게 전

개된 제1차 국가발전계획(PELITA 1)의 한 프로

그램으로 산아제한이 실행되었다. 왜 그러한 운

동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다. 자

바인들은 각 가정마다 너무 많은 자녀들을 낳았

기 때문이다. 어째서 자바인들은 그토록 많은 자

녀를 갖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 자녀들은 

가정에서 화기애애함(anget)을 고취시킨다는 것

이다. 화기애애한 가정에는 각 가족의 구성원의 

마음 속에 평화(tentrem)가 찾아온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는 비단 자바인의 가정에만 국한되는 일

이 아니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

는 조건일 것이다. 여러 명의 자녀를 선호했던 자

바인들이 주장한 또 다른 이유는 안전감(feeling 

of security)이었다. 자녀가 여럿이 부모의 주변

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으면 부모는 더욱 자신

감을 갖고 비록 늙어갈지라도 담대해짐을 느낀다

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진솔한 표현 같이 보인

다.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그찰 날이 없다

는 ‘성가시게 구는 자녀들’이라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자바인들은 또한 자녀가 많을 경

우에 얻게 되는 장점으로 물질적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자바의 어린아이들은 서양의 어린아

이들보다 어릴 적부터 가정의 경제활동(?)에 더

욱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다시 말해, 동생들을 돌

보는 일, 집안청소, 물 긷는 일, 닭이나 오리, 소, 

말, 돼지를 치는 일, 꼴을 베는 일, 잔심부름 등등

에 참여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자바의 도시의 고급 공무원 가

족들에게는 시골 농부(tiyang tani)보다 자녀 수가 

더 많다. 또한 도회지의 노동자들(tiyang alit)이 

시골 농촌 사람들보다 자녀를 더 많이 갖는다고 

하지만 화이트 칼라의 공무원(priyayi)보다는 자

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인 경우이

겠지만, 필자는 띠모르 섬에서 고령인 70대의 한 

정년 고급 공무원 부부가 16명의 자녀를 실제로 

낳아 그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장성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자바의 도시 상인들(santri)과 직

위가 낮은 공무원들도 비교적 자녀 수가 적다. 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 은 자녀

생태와 문화 시리즈(5)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자바Java와

자바 사람Orang Java

글: 김 용 / UKI교수.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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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바의 ‘가정 

문화’속에서 만일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가정이 

있다면 상대적인 비애감이 얼마나 컸을가 라는 생

각을 하게 된다. 그들은 시골 무당을 찾아가든지 

어떤 특별한 공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낳으려 했다

고 한다 (Koentjaraningrat, 1990, p. 103).  

 21세기에 선진국에서 연구되는 인간의 난자 복

제 및 줄기세포 배양 등등 생명과학 분야의 신기

술이 자바인들에게도 언젠가 알려질 것으로 필자

는 내다본다. 그때는 자녀를 갖지 못한 돈 많은 자

바인들은 무당 대신 생명과학자들에게 찾아가 상

담할 지도 모르겠다.  

자바인의 낙태

와 절제 그리고 

자바인의 임신

과 출산

 자바인들은 전통

적으로 일단 임신

하여 3개월째 접

어들면 태아를 낙

태한다는 것이 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비록 아

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출산을 해야 했

다 (Hildred Geertz, 1961, pp. 84-5). 자바인들

에게는 적절한 재래적인 산아제한을 위한 방법이 

없었던 듯하다. 그들은 오직 자연 임신조절 방식

으로 산후 얼마 동안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일정기간을 금기로 정해 놓았다 (Singarimbun, 

Manning. 1974.)

 지금도 자바인들은 자식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도 태아 상태일지라도 그

들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태아가 7개월째 

되면 시골이나 도시를 불문하고 ‘mitoni’(미

또니)라는 특이한 ‘축하예식’을 행한다. 그 

예식은 종교적 의식을 방불하는 것인데 잉태

한 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자바인들의 상반감정 

(ambivalence)을 담고 있다. 그 의식은 한 편으

로 새 생명의 출생(a birth)에 거는 기대 및 기

쁨을 나타내는 것이요, 다른 한 편으로는 출산 

(childbirth)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그 의식을 거

행하면서 서로 나눠 먹는 신성한 음식물들 그리

고 신생아의 부모가 준수하는 금기사항들은 상징

성을 띠는데 곧 그들이 출산 시의 위험에서 해방

되며 산모, 신생아 및 다른 가족들의 보호를 기원

하는 것이다.  

 가장 주목할 것은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출산할 

미또니(Mitoni) 예식

생태와 문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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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다. 일반적으로 ‘출산’(babaran) 시에는 시

골 가정들(tiyang tani)은 조산원(dukun bayi; 

midwife)의 조력을 받는다. 출산할 때 조산원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집행하고 이상한 주

술(magical spells)도 외우며 갓난 아이와 산모를 

위한 토속 의약품 등을 준비한다. 그 가운데는 실

질적으로 병의 예방, 치유 용도를 위한 것도 있지

만 대부분은 상징적 의미가 더 많다. 1950년대 이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전통 조사원(midwife; 

dukun bayi)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 조사원으로

서의 면허증을 주었다. 또한 간호원들(bidan)도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게 한다. 이제는 

자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bidan’이라 

칭하는 ‘간호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산원(dukun bayi)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조사원들의 

조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오늘날 시골 

마을에는 면허증을 취득한 조산원(dukun bayi; 

midwife)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떤 시골에서는 간호원과 조산원이 함께 협력

하여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시골 마을에는 ‘보건소’ 

(Pusat Kesehatan Masyarakat)가 각각 배치되

어 있다. 그곳에는 4+2 학제 -의학부 4년 졸업 

후 다시 2년 인턴기간- 의대를 갓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 근무하면서 건강, 복지 상담 및 치료 그

리고 출산 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자바인에

게 신생아의 출산은 종교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또한 ‘사회적 행사’(social event)라는 의미도 

지닌다. 신생아의 탯줄(umbilical cord)이 떨어질 

때까지 매일 밤에 신생아의 아버지와 가족 모두가 

잠을 자지 않고 친인척들, 이웃사촌들, 친구들을 

초대하여 환담하고 놀이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

다. 이렇게 자바의 시골 마을 사람들은 서로서로 

신생아를 낳는 가족의 ‘기쁨’과 ‘염려’를 함

께 나눈다. 그러나 자바의 도시에서는 새 생명 탄

생 시에 자바의 시골에서 보여주는 끈끈한 동참의

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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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齊) 나라의 재상 안영(晏)이 초(楚) 나라로 갔

다. 초 나라의 수문장은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놀려 

주기 위하여 개구멍을 하나 내놓고 그리로 들어 오라

고 말한다. 물론 이는 수문장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

일 터. 그러자 안영이 대꾸한다. “내가 개가 주인인 

나라에 왔다면 개구멍으로 들어가겠지만, 사람이 주

인인 나라로 왔다면 당연히 사람이 드나드는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지. 그럼, 여기는 개가 주인인 나라란 

말이지? 너는 개의 심부름꾼, 그것도 똥개의 똥간 문

지기고.” 개를 주인으로 섬기는, 개집의 큰 개 지키

는 똥개 문지기로 전락하게 된 수문장은 얼굴만 벌개

진 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궁궐 안에

서도 초 나라의 대신들과 말다툼을 벌였지만 모두 한

판 승. 드디어 안영은 초왕을 만났다.

 초 영왕은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

다. 그릇이 어떤지 보자는 수작이리라. “제 나라에

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소? 어째서 이렇게 작은 사람

을 사신으로 보냈단 말씀이오?” 안영의 태연한 대

꾸. “예,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을 골라 거기에 맞게 

사신으로 보냅지요.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저는 나

라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라 할 수 없이 이 나라로 오게 되

었습니다.” 어허! 초왕은 슬며

시 놀랐다.

 이번엔 초 왕이 귤을 안영에

게 주고 먹으라 하였다. 그러

자 안영은 일부러 귤의 껍질

을 벗기지도 않은 채 그냥 먹었

다. 어이없는 짓을 보게 된 초 왕

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제 나라 

사람들은 귤도 먹을 줄 모른단 

말이냐? 어찌 귤을 껍질도 벗기

지 않고 먹는고?” 그러자 안영

이 정색을 하고 아뢰었다. “임금

이 내리신 물건은 그냥 먹게 되어 있

습니다. 왕께서 벗겨 먹으라는 말씀이 없으신데 

어찌 벗겨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벗겨 먹는

다’는 말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후환이 있을지 

모르니. 그 말을 듣고 초 왕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

어나 안영에게 경의를 표했다. 

 잠시 후 죄인 하나가 지나갔다. 하지만 이것도 다 짜 

놓은 각본. 왕이 묻는다. ‘어떤 놈이냐’고.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한다. “원래 제 나라에서 온 놈인데 도

둑질을 하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안영을 보고 묻는다. “제 나라 사람은 다 저렇게 도

둑질을 하오? 저 놈도 제 나라 백성이었다는데.” 안

영이 대답한다. “귤을 회수의 남쪽에 심으면 귤이 

달리지만 똑같은 나무를 회수의 북쪽에 심으면 탱자

가 되고 맙니다. 이는 지역마다 풍토가 다르기 때문

이지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우리 제 나라에서는 아주 선량한 백성이었는

데 지금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도둑놈이 되어 있으니 

이는 이 나라의 풍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귤화

위지(橘化爲枳)의 고사가 탄생하는 순간. 초왕은 더 

이상 그를 놀리거나 시험할 수 없었다. 복수는 이렇

게 할 때 뒤끝이 없고 산뜻하다.

 한편 제 나라에는 공손접, 전개강, 고야자 세 사람

이 조그마한 공을 내세워 간신인 양구거와 함께 패를 

지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안영은 걱정이 되었

복수, 스스로에게 씌우는 올가미

제 1 편 함부로 침을 뱉지 말라 --- - - -안영, 사마양저, 진문공, 폴뤼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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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때 마침 노 나라 왕이 

제 나라를 방문했다. 안영

은 후원에 가서 만수금도

라는 복숭아를 여섯 개 따

왔다. 안영이 충분히 의도

했던 숫자, 여섯. 그리고는 

분배를 시작한다. 두 나라 임

금과 안영 자신, 노나라 왕을 수행한 숙손착에게 

하나씩 주고 나니 두 개가 남았다. 그러자, 안영이, “ 

나머지는 공이 많은 신하를 골라 표창하는 뜻으로 주

시지요. 다른 신하에게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그러자 왕은 안영의 눈치대로 공손접

과 고야자에게 복숭아를 주었다. 전개강은 자신이 누

구보다도 나라에 기여한 공적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그런 그가 복숭아를 받지 못하자, “공이 많은 

내가 복숭아를 받지 못하다니 부끄럽고 억울하다.” 

하며 목을 찔러 죽었다. 그러자 공손접은,” 공이 많

은 전개강에게 복숭아를 양보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

다.” 며  자신의 목을 찔렀다. 이에 고야자도 그 분위

기에 휩쓸려, “ 우리는 한 날 한 시에 같이 죽자고 맹

세했다.” 스스로 죽었다.  이도삼살사(二桃三殺死). 

안영이 복숭아 두 개로 세 장수를 죽였다는 말은 여

기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가? 확실하지 않은가?

 제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세 장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이웃 진 나라와 노 나라에서 군사를 일

으켰다. 그러자 안영은 전양저를 추천했다. 제 경공

은 전양저에게 사마의 벼슬을 내렸다. 이튿날, 전양

저가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저에게 사마의 벼슬

을 주셨으나 군사들은 아직 저를 신임하지 않고 있

습니다. 청컨대  신망 받는 신하로 하여금 군사를 감

독하게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왕은 장

가(莊價)에게 감군의 벼슬을 내리고 출전을 명했다. 

그러나 이때 제  나라는 민심이 크게 이완되고 벼슬

아치들도 제대로 규율이 서 있지 

않았다. 자, 장가가 어찌 되

겠는가? 걱정된다. 그것을 

마징가 제트도 아닌 장가, 

본인만 모른다는 게 더욱 

그렇다.

 전양저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

는 말처럼 가볍게, 그러나 의미는 분명하게 장가와 

약속을 해 두었다. “내일 정오에 군영에서 만나

세.” “예? 아, 그, 그

러지요.” 장가도 이 말

을 그리 심각히 듣지 않

고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양저의 말이나 태도가 그리 위압

적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단호

한 명령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양

저의 함정. 다음 날 아침, 전양

저는 군사를 정돈하고 물시계

를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장

가는 정오까지의 약속을 지키

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전양

저는 물시계를 엎어 버리고 군

영을 정돈했다. 장가는 친구들

과 이별의 잔치를 벌이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얼굴이 벌

개져서 나타났다. 

 전양저가 불 같이 화를 냈다. “왜 

늦었느냐?” 어제와는 아주 딴 판

인 전양저의 위세에 눌려 장가는, 

“저, 그게, 저, 친구들이 환송연을 

해 주는 바람에.” “무슨 말이냐? 지

금 나라는 앞뒤로 적을 맞아 위태롭기가 하루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판국에 장수라는 자가 시간을 어긴

단 말이냐? 군정사는 어디 있느냐?” “예, 대령이

오.” “이럴 때는 어떤 벌을 내리게 되어 있느냐?” 

“예, 법대로 처리한다면 명백히 사형입니다.” “그

런가? 군대에서는 허언이 없다. 당장 저 죄인을 끌어

다 ‘법대로’ 목을 베어라.” 

 장가는 놀랐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급히 왕에게 보내 구

명을 청했다. 그러나 사신이 오기도 전에 장가의 목

은 원문에 걸리게 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장가를 용

서해주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양구거가 군영 안으

로 말을 달려 들어 왔다. 전양저는 다시 사신을 데리

고 오게 한 후, 군정사를 불렀다. “ 군영에서는 누구

도 말을 달릴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어떤 벌에 해당

되느냐?” “사형입니다.” 그러자 양구거는 사색이 

되어 말했다. “나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이오.” 

“그러냐? 네가 왕의 명령을 받았다니 함부로 죽일 

수는 없구나. 그렇지만 용서할 수는 없다. 대신 수

복수, 스스로에세 씌우는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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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를 몰고 온 마부와 말을 죽이고 수레를 부숴 버려

라.” 사신은 자기 대신 말과 마부가 죽고 수레가 부

서지는 것을 보고는 쥐새끼처럼 머리를 싸매고 달아

났다. 이 소문이 퍼지자 진, 노의 군사들은 썰물로 변

해, 올 때보다 더 신속한 동작으로 물러갔다. 전양저

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잃었던 땅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영토를 빼앗고 귀환했다. 이렇게 하

여 제 나라는 다시 강해졌다. 전양저와 안영이 있었

기 때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장가는 원래 희생양이었다. 다만 우둔한 장가만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

던 것이다. 사람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

은 남을 비난하는 소리는 잘 듣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만은 듣지 못한다. 죽음도, 복수의 칼날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훗날 진(晋) 문공(文公)으로,  춘추 오패 중 한 사람

이 된 중이(重耳)는 무려 열 아홉 해나 타국을 떠돌

며 시련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오록

(五鹿) 지방을 지나갈 때 마침 농부들이 둑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배가 고픈 중이 일행이 

밥을 빌었다. 그러나 농부들은 눈을 허옇게 뜨며 종

주먹을 들이댔다.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밥을 빈단 말이오? 우리는 가난한 농부들

이라 줄 밥이 없소” 조쇠가 나섰다. “그렇다면 단  

한 그릇만 주시오. 우리 주인이 굶주리고 계시오. 우

리는 굶는다 해도 상관없소.” 한 농부가 장난삼아 

그릇에 흙을 담아 주면서,” 이

것으로 그릇을 만드시오.” 

했다. 그러자 중이 일행

은 분개하여 일제히 회초

리를 뽑아 들었다. “이놈

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자 조쇠가 황급히 이들

을 말렸다.

 “흙은 나라의 기반입니다. 공자

께서는 하늘이 농부를 시켜 땅을 주시는데 왜 분개하

십니까? 어서 농부에게 공손히 절하고 다시 흙을 청

해 받으십시오. “ 중이는 조쇠의 충고를 받자 느낀 

바 있어 선뜻 수레에서 내려 절하고 다시 흙 한 바가

지를 공손히 받았다. 농부들은 낄낄거리며 그들을 조

롱했다. 그러나, 뒤에 중이는 문공이 되어 오록을 차

지하자, 그 땅을 조쇠에게 다스리도록 했다. 마음먹

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롱과 비난도 이렇듯 상서

로운 조짐이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스 코린토스 지방에 사는 폴뤼이도스가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미노스 왕의 아들 리비코스 왕자가 미궁

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미궁. 하지만 다이달로

스가 만든 이 미궁은 이제는 더 이상 미궁이 아니었

다. 테세우스가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준 실꾸

러미로 무사히 미궁에서 살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

다. 미노타우로스를 쳐죽이기까지 하고서. 생각해 보

라. 이미 한 번 풀린 수수께끼가 어찌 수수께끼의 구

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인 리

비코스에게 미궁은 여전히 미궁이었던 모양이다. 미

노스의 신하들은 본토에서 온 폴뤼이도스를 시기하

여 그를 죽이고자 왕을 부추겼다. 폴뤼이도스는 충분

히 왕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폴

뤼이도스는 하릴없이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 들

어가 부엉이가 벌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

한 끝에 꿀항아리에 거꾸로 빠져 죽은 리비코스 왕

자를 찾아 내었다. 

 그러자 미노스 왕의 신하들은 폴뤼이도스가 죽은 사

람도 살려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의 능력을 부풀렸

다. 올가미를 씌워 기어이 그를 죽이자는 속셈. 기가 

막힌 폴뤼이도스가 항의했지만 미노스 왕은 듣지 않

았다. “어찌 되었든 돌무덤 안에 리비코스의 시체와 

함께 들어가게 할 테니 살아 나오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오.” 폴뤼이도스는 허망하게도 돌무덤 안에 갇

히고 말았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발 뒤꿈치를 물고 

사라졌다. 언젠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뱀을 목숨을 

걸고 구해 준 적이 있는 폴뤼이도스는, “뱀을 구해 

준 내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뱀에게 물려 죽고 

마는구나.” 고통과 함께 정신이 흐려지는데 사라졌

던 뱀이 풀잎을 물고 와 상처를 문지르는 것이 아닌

가? 그러자 신기하게도 고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

아지는 것이었다. 그는 시

험 삼아 풀잎을 

죽은 리비코스

에게 문질러 

보았다. 과

연! 리비

코 스 는 

독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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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던 아이처럼 두터운 죽음의 먼지를 가볍게 

털고 일어났다. 그 덕분에 폴뤼이도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 죽을 뻔한 함정에서 기적적

으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노스 왕은 욕심도 많다. 지나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르는 법. 미노스 왕은 폴뤼이도스

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리비코스에게 예언술과 

점술을 다 가르치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할 수 없

이 폴뤼이도스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마침

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순간, 배에 오르기 전에 

폴뤼이도스가 리비코스에게 말했다. “장난 삼아 

나에게 침을 한 번 뱉어 보아라.” “아무리 장난

이라지만 어떻게 스승님께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

까?” “그래도 괜찮으니 한 번만 뱉어 보거라.” 

리비코스가 스승에게 침을 뱉었다. 진 나라의 장수 

선진은 애써서 잡은 적장을 풀어 준 임금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가 나중에 적(狄) 나라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그런데 스승에게 침을 뱉은 

리비코스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을까? 

 침을 뱉은 순간, 리비코스는 그 동안 배운 

것을 모두 스승에게 돌려 주고 말았

다. 조심할 일이다. 침을 뱉어야 

할 경우에는. 카산드라 공주처

럼 입술을 내어 주는 일에도. 

그녀는 단 한 번의 키스로, 

예언은 옳게 하는데 설득

력이 빠져 누구 한 사람

도 믿게 하지 못하는 여

인. 뮈케나이 왕인 아가

멤논이 십 년에 걸친 싸움 

끝에 트로이를 함락하고 개선하던 날, 카산드라는 

아가멤논과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가멤논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사랑을 구한 

아폴론은 자신의 바람이 인간에게 거절당하는 것

을 참을 수 없었다. 신의 하찮은 분노에도 인간은 

목숨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버릇 없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스승에게 불

경한 자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것

을 잃을 지 모른다. 미노스의 욕심에 대한 복수도 

이렇게 침 한 번으로 가볍게 이루어졌다. 어떤가? 

복수하는 방법 하나 참으로 기막히지 않은가? 

시어머님 생각
              김성숙 한인회원

아침부터 커튼 단을 붙잡고

조금 더 짧게

창문길이 줄이는 것 보다

커튼길이 줄이는 게 낮다

바늘 코에 하얀 실 꿰고

아랫단 뛔매다

문뜩,

..

시어머니 살아 계시 적

시집 올 때 해온 무명 이불 천

찹쌀 풀 쑤어

이불 붙잡고 어머니와

나누던 얘기들..

연한 바람에 말리다

양말발로 꾹국 밟고 있으면

어머니 시집 올 적 이야기

맏며느리 열흘 분가 이야기

시아버님 바람났던 이야기..

살 굽던 어머니 이승 넋 되시고

한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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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와인

유
럽은 전통적으로 포도밭에 등급이 있고 

제조 방법 또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대적인 포도 재배 및 양조 기술을 최대한 

활용,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좋은 품질의 와인을 생

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는 

캘리포니아(California)로써 현재 미국 와인 생산

량에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800여 곳의 양

조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품질의 와인을 생

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최상급 와인

이 생산되는 나파 밸리(Napa Valley)와 소노마 카

운티(Sonoma County)는 연중 기온이 온화하고 토

양이 비옥해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인의 역사

 와인 애호가였던 미국 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

퍼슨은 미국도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으며, 미

국인들은 독한 럼 대신 와인을 마셔야 한다고 주

장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륙에서 자생하는 포도 

품종으로는 와인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제퍼슨

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50년의 세월

이 걸렸습니다. 

 19세기 중엽, 니콜라스 롱워스가 오하이오에서 

유럽 포도를 재배해 와인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얼

마 후 질병이 돌아 오하이오의 포도 농장은 황폐화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880년경 캘리포니

아 나파 밸리에 포도 농장이 들어서서 와인 생산이 

본격화됐고, 와인 붐은 비로소 캘리포니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시작

된 와인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0년 의

회가 금주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와인 양조장은 문

을 닫아야 했고 가정에서 소비용으로 알코올이 함

유되지 않은 사이다와 과일주스를 만드는 것만을 

허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집에서 알코

올 도수가 낮은 와인을 담가 먹었고 덕분에 포도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주법이 폐지되자 와인 양조장은 생산을 재개했

지만 예전의 와인 맛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

이 필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양조장을 경영하던 조 갈로

의 아들 에른스트와 줄리오는 금주법이 폐지되자 

아버지의 대를 이어 양조장을 재건했습니다. 이들

은 알코올을 첨가한 와인, 즉 값싼 보급형 와인을 

출시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역시 부친의 가업

 와인이야기
신흥 와인 생산국

독자 기고

기사제공: 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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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어받은 로버트 몬다비도 프랑스 와인을 본뜬 

고급 와인을 시판해 성공을 거두었고 제시 잭슨은 

격조 높은 캔달-잭슨 샤르도네를 출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갈로 형제도 카베르네등 고급 테이블 

와인을 출시했고, 트린케로 형제는 화이트 진판델

을 제조해 미국 와인의 성과를 높였습니다. 드디

어 1976년 파리에서 열린 권위 있는 와인 품평회

에서 캘리포니아산 카베르네와 샤르도네가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차지해서 전 세계 와인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

니다. 이 배경에는 포

도 품종과 양조 기술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한 캘리포니아 대

학의 노력, 로버트 파

커와 같은 와인 평론가

들의 ‘와인 소비자의 

주권 확립’에 대한 열

띤 홍보, 그리고 창의

성, 기술 경쟁 등 미

국의 기업정신이 있었

습니다. 

 1991년 CBS방송에서 와

인이 건강에 좋다는 특

집을 내보내자 와인소

비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스

페인 선교사에 의해 

1769년 처음 캘리포니아에 와인이 소개된 이래 미

국은 세계 제 4위 와인 생산국으로 와인의 평균 품

질 또한 프랑스나 독일 못지않은 주요 와인 생산

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와인 

 호주는 우리나라 면적에 77배나 되는 거대한 대

륙으로 신흥 와인 생산국입니다. 호주 와인은 최

근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와인 품평회에서 

161개의 매달을 획득,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

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

습니다. 한국에도 가자 주류가 최초로 호주 와인

을 한국 시장에 소개한 이래 그 

품질의 우수성 및 저렴한 가격

을 무기로 꾸준히 시장을 넓

혀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주 와인으로는 빈 시리즈 

(Bin 222, Bin 333, Bin 444, 

Bin 555, Bin 888 등)와 제

이콥스 크릭 와인이 있습

니다. 호주 와인의 라벨에

는 상표와 함께 포도 품

종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표시되는데 프랑스처럼 

일정한 격식이 없으며, 

날씨가 좋고 기온 변

화가 심하지 않아 작

황이 좋기 때문에 빈

티지(포도 수확연도)가 중시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윈덤 에스테이트(Wyndham Estate) 
포도원

 영국인 조지 윈덤(George Wyndham)이 1838년 호주

의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의 헌터 밸

리(Hunter Valley)에 세운 포도원이 유래되어 오

늘날 윈덤 에스테이트로 알려진 이곳은 150년 동

안 세계적인 등급의 와인을 생산하였으며, 호주의 

와인업계의 영예인 윈 조지의 작위를 얻게 되었습

니다. 윈덤 에스테이트는 진한 과일 향을 최적 상

태로 유지하며 와인 맛의 최고를 자랑하는 헌터 

지역 특유의 향을 만드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풍부한 일조량과 강우량, 공해 없는 

순수한 자연 환경을 지닌 호주 와인산지의 백미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와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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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스 크릭(Jacob’s Creek)포도원

 제이콥스 크릭은 1874년 호주의 바로사 계곡

(Barossa Valley)에서 제이콥스 크릭까지의 방대

한 포도밭과 함께 설립된 포도원으로 이 지역에 있

는 ‘올랜도 윈덤(Orlando Wyndham)’은 현재 호

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수한 와인회사로 각광 받

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로 수출되

고 있는 최고의 와

인 메이커 중 하나

로 특히 당분 함량

이 풍부하고 산도

가 적절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것

으로 유명합니다. 

펜폴드(Penfolds)

 호주 와인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한 

펜폴드는  영국에서 가장 먼 식민지의 하나인 호주

로 이주한 젊은 의사 크리스토퍼 라우슨 펜폴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펜폴드 박사는 포트나 세리

와 같은 주정 강화와인을 환자 치료용으로 만들었

는데, 와인 발전을 위

해 필요로 하는 포도

밭을 늘려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1850년에

는 마침내 와인생산

이 의료 활동을 대체

하게 되었습니다. 처

음에는 작게 시작했

으나 약 35년 만인 

1881년에 저장된 와

인은 10만 7000갤런으

로 그 당시 호주 남부 

와인의 1/3에 해당되

는 대규모 사업이 되

었습니다. 펜폴드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두 아들

인 허버트와 리슬리가 사업을 이어받아 2차 세계 

대전까지 회사를 경영했고 주로 주정 강화 와인과 

브랜디를 생산해 나갔습니다. 1950년에는 와인 양

조자의 장(長)인 맥스 슈베르트는 테이블 와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1951년에 그레인지 헤르

미티지(Grange Hermitage)의 첫 실험용 와인을 생

산했습니다. 레드 와인은 보르도에 기초하여 우수

하고 수명이 긴 카베르네 쇼비뇽에 영감을 받아 

‘쉬라즈’와인부터 만들었습니다. 1960년 슈베르

트와 그의 와인 양조 팀은 Bin 707 카베르네 쇼비

뇽, 카베르네 쉬라즈, Bin128 쿠나와라 쉬라즈 , 

Bin 2 쉬라즈 무르베드로 와인의 시리즈를 개발했

습니다. 15년 후에 ‘그레인지(Grange)’가 국제

적으로 호주 와인 품질을 입증하며 와인 산업에 

선두자적 역할을 하는 호주의 가장 유명한 와인으

로 남게 되었고, 펜폴드 그레인지 1995(Penfolds 

Grange 1995)는 미국의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지에서 ‘금세기 와인 베스트 12’의 

하나로 선정되며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칠레 와인

 

칠레는 남미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는 곳으로, 일

부러 나쁜 와인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

코 질 낮은 와인이 생산될 수 없는 맑은 기후, 이

상적인 토양 조건, 풍부한 일조량, 적절한 습도 그

리고 무엇보다도 포도밭의 병충해가 없는 천혜를 

누리고 있는 양조의 천국입니다. 칠레의 포도 나

무는 좋은 지형, 기후, 위치뿐만 아니라 국경의 농

산물 검역관에 의한 철저한 예방 조치 덕분에 곰팡

이와 뿌리 잔디와 같은 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칠레에 포도 나무를 심게 된 것

독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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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세기 스페인의 통

치가 시작된 이후 초기 

선교사들이 다른 곳에

서 그랬듯이 성찬 미사 

때 사용할 와인을 생산

하기위한 것 이었습니

다. 이후 1851년 프랑

스의 포도 재배 업자와 

포도 재배 및 와인 생

산에 대한 기술 제공을 

계약한 이래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와인

아르헨티나의 포도 주 산지는 맨도자(Mendoza)와 

산 후안(San Juan)두 지방으로 1556년 아르헨티나

에 온 예수회가 쿠요(Cuyo) 지방에 처음으로 포

와인 이야기

도 나무 묘목을 심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르

헨티나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와인 생산 국

가로 200년이 넘는 포도 경작 역사와 함께 최근 

신흥 와인 생산국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호주, 

칠레와 함께 국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나

라입니다. 아르헨티나 와인은 특히 토론테

스(Torrontes)와 말벡(Malbec) 두 가지 포

도 품종에 있어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

니다. 많은 생산량에 비해 해외 수출

은 5%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을 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어 국제적인 지

명도가 낮았던 아르헨티나 와인은 

최근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 메달

을 수상함으로써 그 품질을 인정 

받았으며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점차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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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유교’정식 종교로 인정
내무장관령, 여섯번째 종교로 승인 ‘주민증 기재’ 가능

 마룹 내무부장관은 주민증(KTP) 종교란에 ‘유교’의 

기재를 인정하는 내무부장관령을 발포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공인되고 있는 이슬람, 기독, 카돌

릭, 힌두, 불교 등 5대 종교에 이은 것이다.

 장관령에 의하면 혼인신고, 호적, 출생증명서 등의 종교

란에도 유교 신자와 유교의 기재가 허용된다

마룹 내무장관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경

고가 가해진다”며 행정 수속원들의 실행 여부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달 음력 설날 행사장에서 화교

에 차별을 전면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헌법

이나 기존의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에 근거

하여 유교를 종교의 하나로 인정한다고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각종 행정 수속에서 화교에 대한 차별은 아직

도 뿌리깊게 남아있다. 유교자 회의의 스띠아완 사무국

장은 말단 공무원은 장관의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

난했다.

 그는 “화교가 많은 바땀이나 뽄띠아낙에서는 문제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수라바야, 땅그랑, 서부 자카르자에

서는 호적란에 유교라고 쓰면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수속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슬람무장세력 적극 대처 못하면
火炎도가니돼

 라이스미국국무장관이 15일 자카르타에서 일단의 인

도네시아 대학생, 국회의원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동남아의 테러와의 싸움을 지원할 것을 공약

하는 한편 이슬람 무장세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

게되면 이들이 이 지역을 화염의 도가니로 몰라넣을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한인뉴스 4월호

1151

印尼, 美 주도의 PSI 불참 천명 
 인도네시아는 17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차단 등

을 위해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방지구상(PSI)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데스라 페르카야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이

번주 초 자카르타 방문중 PSI 참여를 촉구했으나 PSI 

이행에는 주권 간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

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 등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해상로에서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PSI 자체도 

다자간의 협의보다는 일부 국가들의 공통적 비전으로 

출발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어 라이스 장관이 PSI 전문가팀을 파견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우려와 반대

를 경청하기로 했지만 PSI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국가 11개국의 참여로 출발했으며 이듬해 러시아

와 싱가포르, 터키 등 6개국이 합류했다.

경찰맞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경찰들이 시

위대에 맞서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印尼 첫 영어사용 이슬람 기숙학교 등장 
 인도네시아의 한 이슬람 기숙학교가  수업에  사용하

는 공식 언어로 영어를 채택해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기관이 됐다고 현지 언론이 

3월 5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명한 이슬람 지도자인 압두라만 와

히드 전(前) 대통령이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이 나

라에서 4일 밤 첫 영어 사용 이슬람 기숙학교를 열었

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말했다.

 이 기숙학교는 자바섬 족자카르타 슬레만의 센트럴 

자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미, 서부 유럽, 동남

아에서 이슬람 연구센터들을 운영하는‘나웨세아 기

금’에 의해 운영된다.

 이 학교 유디안 와흐유디 교장은 학교 설립이‘페산

트렌’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기숙학교들

을 국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랍어 사용에 초점을 두는 다른 이슬람 기숙학교들

과 달리, 나웨세아 기금은 영어를 학교의 일상 언어로 

선택했으며 아랍어는 코란을 카르칠 때에만 사용될 것

이라고 와흐유디 교장은 밝혔다.

 미 하버드대학에서 이슬람 법률 연구로 최근 박사학

위를 받은 그는“과거에는 이슬람인들이 영어를 배우

는 것이 금지되지도 요구되지도 않았으나 이제는 의무

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동향들을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지식인

들이 갈수록 많은 이슬람 관련 책들을 저술하는 등 이

슬람세계에서 미국이 지적 연구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와흐유디 교장은 말했다.

 그는“영어는 따라서 현대 문명에서 국제 공용어가 

되었다”고 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슬람 

지식인들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와흐유디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도 밖으로 내

던져지며, 2015년까지 이 학교를 국제적인 학교로 만

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는 15명의 강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미

국, 북미, 동남아에서  박사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들이다. 

 인도네시아 인구 2억2천만명 중 약 88%가 이슬람인

들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지만 인도네시아 자체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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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감옥 안가려면
“옷입고 일광욕하세요”

 인도네시아의 일간 영자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2일 국회

가 무슬림(이슬람  교도) 단체들의 압력으로 시대에 역

행하는 `코미디 같은’포르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될 경우 웃지못할 상황

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포르노 법이 시행되면 쇼핑몰에서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어깨나 배꼽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한 여성들은 철

창 신세를 지든지,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이 

신문은 개탄했다.

 이 신문은“농담이 아니다”며 현재 하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말썽많은 포르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포르노 법안은 허벅지와 엉덩이,가슴,배꼽 등 “여

성 신체의 관능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행위”로 인정되면 

2억 루피아(약 2천100만원)의 벌금이나 2년간의 징역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슴을 가리지 않는 풍습을 지켜

온 파푸아주(州) 여성들은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

고“관능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미술품 전시는 정

부가 허가한 장소 말고는 용납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자

카르타 포스트는 지적했다.

 또 연애소설을 쓰는 작가와 누드를 그리는 화가는 포르

노 유포죄로 감옥에 갇힌 채 작품 활동을 해야 할지도 모

른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신문은 이미 시트콤 스타 안자스마라,모델 이사벨 

야히야,미술 큐레이터 짐수팡캇,영화배우 아구스 수와

게,사진작가 바디 링가르 등은 이미 극렬 이슬람 단체 

`이슬람 수호자 전선’(FPI)에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전

했다.

 이 신문은 경찰이 `포르노’물을 단속한다며 신문나 

VCD 가판대를 급습함으로써 이러한 `코미디’는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당초 1992년 하원에 상정된 문제

의 포르노 법안이 그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먼지

를 털고 등장했다며 여성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마련됐다는 이 법안이 이제는 모든 섹스 관련 죄악

의 장본인으로 여성을 `악마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고 비판했다. 

 특히 힌두교 지역으로,관광업이 생업인 발리섬은 관광

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각

계각층의 발리인들은 최근 주도 덴파사르에서 회의를 열

어 문제의 포르노 법안 폐기 탄원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신질서’정권 시절 설립

된 `인도네시아 울레마협의회’(MUI)와 FPI,`이슬람 포

럼’(FUI) 등 무슬림 단체들은 국가의 도덕성 상실을 막

으려면 반외설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원의 처

리 방향이 주목된다.

3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비치 패션쇼에서 인

도네시아 모델들이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印尼, 호주의 망명신청자 비자발급 관련
호주 주재 대사 소환 

 아만다 밴스턴 호주 이민장관이 23일 기자회견에서 호

주로의 망명을 신청한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주민들에 대

한 호주의 임시비자 발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24일 호주의 이같은 비자 발급을 격렬

히 비난하면서 호주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를 소환했다.  



한인뉴스 4월호

1153

Focus Expo 2006
 3월 8일 자카르타에서 컨벤션센터에서는 사진산업전

시회인 “Focus Expo 2006”이 약 40여 세계유명 사

진산업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12일 까지 계속됐

다.

인도네시아의 이효리 ‘이눌’ 선정성 논란
인도 풍 음률의 영향을 받아 인도네시아 서민들 사이에서 

자생한 ‘당둣(Dangdut)’형식의 음악은 여전히 인도

네시아 서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음악이다. 50∼60년대

에는 주로 연인 혹은 자연을 칭송하는 시 운율 형식으로 

만들어진 ‘당둣’은 ‘델리 멀라유(Deli Melayu)’란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특히 70년대를 거치며 기

존의 음악 틀에다 팝(pop)과 록(rock)을 결합되어 더 많

은 발전을 이루었다. 

 90년대의 ‘당둣’은 팝을 압도하는 정도의 인기를 얻

었으며 당시 선거 유세에서 ‘당둣’ 가수들이 대중을 

끌어 모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에도 

‘이눌 다라시스타(Inul Daratista)’를 비롯한 수 많은 

가수들이 ‘당둣’을 주요 장르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당둣’에 율동을 가미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

아의 민주화가 시작된 2000년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의 모든 ‘당둣’ 가수들이 현란한 춤을 선보이기 시작

했다. 특히 ‘이눌 다라시스타’의 에로틱한 안무는 사

회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특히 ‘로마 이라마(Rhoma 

Irama)’는 “‘이눌’의 섹시한 춤 동작은 ‘당둣’ 

음악의 본질을 무시하고 오로지 성적인 자극만을 조장하

고 있다”라며 비난했으며, 어떤 가수들은 “‘이눌’의 

안무 역시 예술 활동의 일환이다”라며 그녀를 옹호했

다. ‘이눌’의 선정적인 안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현재

까지도 인도네시아 음악계의 주요 화제이다. 그러나 사

회가 현대화하면서 ‘이눌’의 선정적 안무를 추종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종교 단체 측은 여전

히 ‘이눌’의 연예 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무튼 

‘이눌’은 현재 인도네시아 최고의 섹시 여가수로 자리

매김했으며, 그녀의 출연료 역시 최고수준이다.

印尼대통령, 4월 남북한 방문 연기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내달 남북

한 방문 계획이 연기됐다고 디노 파티 잘랄 대통령 대

변인이 20일 밝혔다. 

잘랄 대변인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남북한 방문계획은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됐다며 “우리는 여전히 (방문

에) 편리한 시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도요노 대통령이 여전히 올해안으로 남북

한을 방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당초 내달말 서울을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

방위원장과 북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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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AI감염 22명째 사망
 인도네시아가 10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인간 감염

으로 인한 21번째 및 22번째 사망자의 발생 사실을 공

식 확인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AI 사망자 수가 모두 

91명으로 늘어났다. 

 전세계적으로 AI로 인한 사망자는 97명으로 집계됐

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부 자바 지역의 솔로 마을과 세

마랑 마을에서 3세 남아와 12세 소녀가 AI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시티 파딜라 수파리 인도네시아 보건부장관은 12세 소

녀는 지난 1일 중부 자바 솔로에서 숨졌다고 말했다. 

하리야디 위비소노 인도네시아 보건부 국장도 이날 중

부 자바의 세마랑에서 3세 남아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

했다. 

 홍콩과 미국의 연구소들은 이 두 경우 모두 AI에 감염

된 닭과 접촉한 뒤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니 美회사 운영 金鑛 폐업 요구 시위
 3월 20일 인도네시아 대학생 100여명이 파푸아의 미

국인회사 프리포트가 운영중인 금광 광산을 폐업할 것

을 요구하는 반미시위 중 부시 대통령의 포스터를 불태

우고 있다. 

인니 경제, 올해 5.7% 성장 전망 
 동남 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올해 

5.7% 성장할 전망이라고 중앙 은행 총재인 부르하누딘 

압둘라를 인용, 3월 2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압둘라 총재는 이날 자카르타에서 “중앙 은행인 뱅크 

인도네시아는 올해 인도 경제가 5~5.7%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투자가 인도 경제의 성장

세를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플레이션은 

7~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4분기 4.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6분기내 가장 저조했다. 이에 뱅크 인도네시아는 지난 

7일 경제 성장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세 달 연속 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美 운영 광산 폐쇄요구 유혈시위 
 인도네시아 동북부 파푸아주에서 미국 업체가 운영하

는 탄광 폐쇄를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군경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3명과 군인 1명 등 4명이 숨지고 경찰 

19명이 다쳤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동북단 국경지대인 파푸아의 자야푸라 대학 학생들은 

미국의 프리포트-맥모란 쿠퍼 앤드 골드사가 운영하는 

대형 탄광의 폐쇄를 요구하면서 투석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파푸아 경찰은 학생들이 난폭한 시위를 벌였다며 최루

탄과 고무탄 등을 발사하면서 시위를 진압한 데 이어 교

내로 진입해 주동자 검거에 나섰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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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참배, 동남아서 고립 계기 될 수도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한 고이즈미 총리의 강경발언

이 일본을 나름대로 배려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일

본에서 멀어지게 할지도 모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야스쿠니참배를 비판하는 나라는 한

국과 중국 뿐’이라는 고이즈미 총리와 아소 다로 외상

의 주장과는 달리 동남아 각국은 모두 이 문제로 인한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예로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도 야스쿠니 문제

에서는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고이즈미 총리의 야

스쿠니 참배를 강력 비판한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

의 말을 꼽았다.

 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도 총리가 야스쿠니신

사에 참배하는 국가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어울리

지 않는다는 독자투고를 게재했다며 총리와 외상의 주장

대로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곳은 한국과 중국 뿐일지 모

르지만 동남아 각국이 야스쿠니 참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호주，파푸아인 42명 망명 허용…인니와 마찰 조짐 

 호주정부는 지난 1월 배를 타고 5일간의 항해 끝

에 호주에 도착한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웨스트 파푸

아)의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 등 42명의 망명을 허용, 

난민보호 비자를 발급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국회 외무위원회 

위원인 조코 수실로 의원이 호주의 망명허용 결정

을 “지나치고 비우호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공

식 항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마찰 조짐을 보

이고 있다.

 성인 36명과 어린이 7명으로 구성된 파푸아인 43명

은 지난 1월 전통적인 아웃리거 카누에 (인도네시아

군의) ‘대량학살’을 비난하는 깃발을 걸고 호주 퀸

슬랜드주 북단 케이프 요크 반도에 도착, 망명을 신

청한 후 서북부 근해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수용소로 

옮겨졌다.

 이들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살해될 것으로 우려된

다고 주장했으며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이러한 주장

을 부인해 왔다.

 수실로 밤방 요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월 존 하워드 호주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들 

파푸아인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

면서 이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지 말고 본국으

로 송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파푸아에서는 근년에 반군 세력이 분리독립운동을 

강화하면서 폭력사태가 확산돼 왔는데 일부 관측통

들은 파푸아 상황이 제2의 티모르처럼 악화돼 왔다

고 주장하고 있다.  

印尼 대통령궁서 배꼽 드러낸 여가수 돌려보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아

직 “보수적”이어서 배꼽이 드러난 옷을 입은 사람을 

눈뜨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모

임에 참석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포르노 규제 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대통령궁에서 있었던 일화

를 소개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

사에 초대받은 여가수가 배꼽을 가리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통령궁 행사장에 여가수가 배

꼽이 드러난 옷을 입고 나와 당황했다”며 “나는 그녀

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고 그녀는 노래 한곡 부를 기회도 

못 가친 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포르노 법안이 분명한 개념 정의를 통해 사

회구성원들간의 논란을 피함으로써 평화롭게 제정됐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상품을 수입하기 전, 유럽이나 미

국, 중동 등 다른 나라의 문화를 좋아하기 전에 우리는 

인도네시아 문화가 이미 매우 특별하다는 점을 생각해

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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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의 모든것!

인도네시아 뮤지션인 Glenn Fredly.
감미로운 그의 목소리는 찾아온 청중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3월 3일 자카르타를 재즈의 열풍으로 몰아갔던 세계적인 재즈 축제인 
‘국제 자바 재즈 페스티발’이 미국 뉴저지 밴드인 ‘Kool & Gang’의 공연
을 끝으로 3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성대히 막을 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재즈축제는 재즈를 사랑하는 모든이에
게 잊지못할 즐거운 추억과 더불어 내년의 재즈축제 까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Angels of Shanghai와 협연을 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Bob James

Ello로 더 잘 알려지는 떠오르는 별인 
Marcello Tahitoe.

재즈페스티발 공연장 입구
에서는 행사와 관련된 다
양한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재즈페스티발 공연 후원사
를 홍보하고 있는 마임 아
티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밴드인 Tower of Power의 
보컬리스트인 Larry Braggs의 공연 모습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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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제 13호 노

동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기 개정안은 현재 노사간의 논의 단계에 있으며, 

4월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총의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현행 최

대 9배에 이르는 퇴직금은 기업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생산 비용의 증

가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조

사결과 투자장애의 주요인은 7위에 오른 노동법이 아니라 관료주의, 부족한 인프라, 

세법, 부정부패, 인력의 질, 정책 불안정성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상정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논쟁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도네시아 2003년 노동법 13호 개정안

곧 국회에 상정 예정

지금 인도네시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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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은 문명과 속도에 길든 우리들을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 그 자연에 산과 바다가 있다. 그

러나 산과 바다는 너무 거대해서 추상적이다. 추상적

인 것은 불가시하다.

 

 문명에 길들어 근시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눈에 보

이는 자연은 그래서 훨씬 더 미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우리들은 집안에 나무와 화초를 

기른다.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문명 안에서 자연을 

호흡하고 싶어 한다. 이따금씩 큰 용기를 내어 문명

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일은 비록 실행하지 못하

더라도 행복하다. 실행한다면 그 행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가슴 속에서 이는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

기에는 언어가 너무 부족할 때가 있다. 우리들의 여

행은 단지 여행자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다. 타인에

게 설명할 수 없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일지

도 모른다. 그렇지만 때로 함께 하는 여행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곳도 있다. 함께 가서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숨결을 호흡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곳이 있다. 

보고르라는 곳이다.

식물원으로 널리 알려진 보고르는 자카르타에서 남

쪽 방향으로 6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자동차로 

약 한 시간 정도 가면 닿게 되는 전원지역이다.

“비의 도시” 라는 별명을 가진 보고르는 일 년에 

300번 이상이나 폭우가 내리는, 자바 섬에서 가장 

높은 연간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해발 290m에 위

치해 있는 보고르는 자카르타보다 상당히 서늘하다. 

이러한 지형,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고르는 오늘

날 식물학, 작물학 그리고 임학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의 자연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다. 보고르 식물원( KEBUN RAYA)은 세계에서 가

장 완벽한 열대 지방의 식물 수집군을 가진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이다. 1817년에 시작된 식물원은 19세

기에 이르러 식물 연구와 폭 넓은 범위의 식물 견본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박물관

보고르 식물원
 - KEBUN RAYA -

JIKS 사회과 교사, 문화탐방반 운영 사공경

인니 문화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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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보고르 식물원에 오면 프로이드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식물원에는 네개의 산

책로가 있는데, 오늘은 첫번째 길을 산책하며 여러 

가지 흥미롭고 특별한 작물들을 관찰하고 싶다. 이 

길은 정문에서 시작 되어 정문에서 끝나는 순환형 

길이다. 첫번째 길은 초기 식물원으로 난 길로 도

보로 6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길에서 중요한 것

은 Treub 실험실, 야자과 식물들, 대나무, 네덜란드

인 묘지, 보고르 궁전의 뒷부분과 Canarium 가로수

길이다.

  정문으로 들어올 때 문 옆에 있는 기둥에 반은 사람

이고 반은 코끼리인 힌두교의 지혜의 신, 방어의 신

인 가네샤(Ganesha)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문을 

통과해서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산림보호 및 자연보

호국 사무실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보고르 식물

원 정보센터이다. 문을 들어서게 되면 눈앞에 쫙 펼

쳐진 약 450m 정도의 가로수 길 Jalan kenari를 볼 

수 있는데, 이 길 이름은 1832년에 Teysmann 박

사가 양쪽으로 심은 아몬드나무에서 따 온 것이다. 

작은 나무는 1870년에 심은 것이며 이 나무는 건축

자재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말루쿠 지역에서 가져왔

다. 뿌리가 넓고 깊으며 판자 모양으로 밖으로 나와 

있다. 앞으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네 갈래의 갈림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814년 자카르타에서 죽

은 올리비아 레플즈 여사의 추모비를 볼 수 있다. 

이 추모비는 보고르 시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녀는 

1811년부터 1816년까지 자바 주지사를 역임했던 

토마스 스탠포드 레플즈 경의 부인이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첫 번째 산책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두 번째 산책길이다.

 올리비아 기념비에서 왼쪽으로 가면 진한 붉은 색의 

꽃과 큰 소시지처럼 생긴 열매를 가진 키젤리아 아프

리카나 나무(Pohon sosis)를 볼 수 있다. 이 열매는 

먹을 수 없고 코끼리 먹이로 쓰이며, 열매가 익으면 

알콜 성분이 있어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음료로 사용

되기도 하며, 이 나무의 열매가 많은 복을 가져오는 

신성한 나무로 믿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슴을 부풀

게 촉진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다. 소시지 나무 

사이사이로 보라색의 호랑이 발톱을 닮은 꽃 -kuku 

macan이 신비해 보인다.

 아래로 Cibalok 강이 흐르는 다리가 나오는데 거기

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붉은 엽저(leaf base)를 가

진 유명한 관상식물인 Lipstick palm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수마트라산이며 성장하는 속도가 느리고 관

리하는 방법이 어려워 가격이 비싸다. 식물원 위치

상 *Bunga bangkai(세계에서 가장 큰꽃) 정원 입구

에 있고, 나무 중간에 중간에 붉은 색을 띄어 이런 이

름이 붙어졌다.

보고르 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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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조금 걸어 나가다가 왼쪽에 숲이 나온다. 이 

숲은 큰 나무들은 아래에서 자라는 음지 식물들에

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곳은 다

시 여러 과, 백합과, 칡과, 생강과 식물들로 나뉘어진

다. 자갈길을 따라 가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아스

팔트길이 나오는데, 그 앞에 Treub 연구소를 만나

게 된다. 연구소에는 Treub(1880년 - 1910년 식

물원장 역임)의 흉상이 있다. 근래에 이 연구소는 식

물 생리학과 생화학을 위한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

된다. 이 연구소 옆에 있는 건물은 1884년에 세워

진 옛날 식물원장의 집인데, 지금은 게스트 하우스

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소 앞에는 마다가스카르섬이 원산지인 나그

네 나무(Pisang kipas)가 있다. 부채처럼 생긴 특이

한 수형 때문에 열대지방에 널리 퍼져 있고 높이는 

10~25m이며 열매는 없다. 잎은 파초 잎 같이 생겼

는데 길이가 3~4m이다. 잎 집에 구멍을 뚫으면 괴

었던 맑은 물이 나오므로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목을 

축일 수 있고 나무가 퍼진 모양에서 호주 퀸스랜드에

서는 동서를, 마다가르카르에서는 남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나그네 나무’라는 이름이 생

겼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향을 가리키지 못

하는데 이유는 기후가 원산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소와 게스트 하우스 사이에 열대 아메리카산 협

죽도과의 관목(자스민의 일종)인 프랑기파니 나무

(kemboja)가 있다. 이 식물은 흰색, 분홍색 등 여러

가지 색의 꽃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이나 중국인의 

무덤이나 힌두사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자와에서는 

장례식 때, 발리에서는 결혼식 때 사용하는데, 그 이

유는 향기가 좋아서이다. 껌도 나오는데, 이는 치아

가 아플 때 사용한다. 오른쪽 귀에 꽂으면 기혼을 표

시하고, 왼쪽 귀에 꽂으면 미혼을 표시한다.  

 연구소 앞에는 130년이 넘은, 눈에 띄게 우뚝 솟은 

머란띠 나무를 볼 수 있다. 많은 종들이 목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배의 재목으로 아주 좋다. 

칼리만탄섬, 수마트라섬과 같은 열대 지역의 저지대 

우림에서 주로 재배된다. 

 게스트 하우스 근처의 잔디밭에서는 작은 붉은색

의 바나나(pisang cungit)를 볼 수 있는데, 위를 향

해 열리는 유일한 바나나다. 다아 익으면 노란색의 

우리가 흔히 몽키바나나라고 하는 품종이다. 이곳에

는 열매에 얼굴을 그리면 철모를 쓴 군인을 닮은 열

매를 가진 ‘페루비아나’도 서 있다.

 잔디밭의 끝을 향해서 가다 보면 자갈길 근처에서 

큰 노란색의 꽃을 가진 Simpoh Air을 볼 수 있다. 꽃

보다 더 아름다운 활짝 핀 열매를 감상하며, 자갈길

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식물원이 소장하고 

있는 288종의 야자과 식물과 등나무들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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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어오르는 Rattan palms가 있는데 이 식물은 

가구를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된다. Rattan의 세계적

인 산지가 동남아시아이다. 또 자이언트 팜은 일생에 

한번만 꽃피고 거룩하게 죽는다.

 궁전 뒷부분으로 가다가 보면, 1884년 만들어진 프

랑스풍의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게 되는데 정원의 중

앙에는 1830년부터 1869년까지 식물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Teysmann을 위한 기념비가 있다. 그는 

식물원의 모든 종을 구분했고, Cibodas 식물원을 만

들었다. 또 정원 근처에 아름다운 날개가 있는 씨를 

가진 Zanonia의 큰 녹색 열매를 볼 수 있다. 날개 씨

는 한 열매 속에 300-350개 정도가 있는데, 날개로 

인해 팔랑거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은 장관이다. 열매

를 맺는 광경은 9월에서 11월경에만 볼 수 있다.

 대나무 재배지도 보게 되는데, 전 세계에 약 900여

종의 대나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보고르 식물원

에는 51종의 표본이 있다. 대나무는 항상 수풀에서 

자란다. 가구, 바닥, 가방, 모자, 순다 지역의 전통악

기인 앙굴룽(Angklung)을 만드는데 쓰이고 잘 알려

졌다시피 죽순은 고급 음식 재료로 쓰인다. 특히 줄

기의 직경이 18~25cm에 이르고 높이가 30m에 이

르는, 대마죽은 다리나 뗏목을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건물을 짓는 재료로 사용된다. 대나무는 일생에 한번

만 꽃피고 죽기 때문인지 동양에서는 시나 그림의 소

재로 많이 사용된다. 태국이 원산지인 노란색의 대나

무는 눈에 띄는 관상식물이다. 

 대나무 숲에서 자갈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네덜란드인들의 묘지를 볼 수 있다. 1820년에 인도

네시아에 온, 두 명의 네덜란드 조류학자인 Kuhl과 

Van Hasselt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고, 같은 무덤

에 묻혔다. 가장 최근의 무덤은 1994년에 묻힌 분

류학자, 식물학자인 A.A.J.G.H Kostermans 박사의 

무덤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50년 이상 식물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보고르 식물원의 길 건너편에 있는 

보고르 식물표본관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연구를 

하였다. 그는 80명 이상의 아이들 입양하고 교육시

켰으며, 그들 중 몇 명은 그가 걷던 길을 가고 있다. 

 Canarium 거리의 오른쪽에 있는 자바티크와 Dahat 

tree가 있다. 이 나무들은 아주 오래 견디고 내수성

이 좋은 목재라서 조선과 가구 제작에 많이 이용된

다. 티크나무는 10세기 전에 최초로 자바에 소개가 

되었다. 티크 숲은 자바섬 전조림 면적의 1/4를 차지

보고르 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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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지만 티크나무조림으로 인한 소득은 전

체의 90%를 차지한다. 

 보고르 궁전 뒷부분의 경관과 정원, 동상을 즐기면

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면 Canarium 거리와 호수 사

이에서 왼쪽을 돌 수 있는 보도를 만나게 된다. 동

상의 다섯 손가락은 인도네시아의 다섯개의 섬, 혹

은 5대 국가 철학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수의 중앙

에 있는 섬은 해오라기의 서식지이다. 섬 건너편에

는 보고르 식물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 여지나무

(Lychee)를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1823년에 심어

졌는데 둥치의 주름에서 아, 나무도 저렇게 늙어가

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근처에 람부딴이 

있는데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열매를 맺을 때의 광

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또 이곳에서 야생 원숭이를 

만날 수 있다.

 지난번 보고르 문화탐방 후 회원 한분은 이곳에 와

서 처음으로 자연 상태의 숲에서 오솔길을 걷고 직접 

손으로 꽃을 만지고 잎의 향기를 맡으며 타오르는 열

정의 정체에 대해, 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에 대해 진

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다음호에 '두번째 산책길'이 계속됩니다.

(참고문헌 : 김광현 편저, 보고르 식물원)

121회 한인회문화탐방, 5월 6일

보고르 식물원 셋째, 넷째 산책로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정수정 081749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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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박물관 노트>는 우리의 오만과 무지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책이다. 흔히들 이 나라에 볼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문화탐방에 참여

하여 이 땅에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인간의 고난과 소망이 꿈

틀거리고 있음을 보았다. 이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갇혀 살아가

는 우리에게 이 책은 눈을 높이 들어 주위를 세심히 살펴 보기를 권고

한다. 인간의 삶아 얼마나 다양한지! 내 것이 귀한 만큼 저들의 것 또

한 얼마나 소중한지! 정녕 겸손하게 배우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

으리라!

한마음 교회 장영수 목사

이곳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인도네시아. 늘상 접하는 피상적인 모습 외에,  전에 미처 깨닫지 못하

였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문화를 접하는 매월 한 번 문화탐방의 기

쁨이 생활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또한 요기조기 숨어있어 찾기가 쉽

지 않지만,  각각의 사연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많은 자카르

타. 모처럼 좋은 지침서를 얻었으니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하나 하

나 찾아보아도 좋고, 지인들께도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탐방 회원 안광진

재 인도네시아 한인기업디렉토리 (2006년판)가 배포중에 있습니다.

수령을 원하는 기업(기업인)은 하기 배포처에 문의/수령 바랍니다.

1. 배포 기준

-한인기업디렉토리에 등재된 기업에 각 1부 무료 배포

2. 기업에 대한 배포 방법

1) 배포처에서 직접수령(배포터: 한인회 / KPC Indonesia)

2) 우편 발송 신청은 KPC Indonesia로 문의 바랍니다.

3) 추가 수령을 희망하는 기업은 1부에 Rp 50,000 비용이 추가로 청

구됩니다.

3. 배포처

1) 한인회

Tel: (021) 521-2515, Fax: (021) 521-2486

주소: Korean Assosiation Bldg.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Indonesia

2) KPC Indonesia

Tel: (021) 5290-0670~1,  Fax: (021) 5290-0672

주소: Gd. Patra Jasa Lt. 18th Room 1832, Jl.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12950

2006 한인기업디렉토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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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타는 서퍼들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한국보다 

한 시간이 늦다. 숙소까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무보다 

높은 인공축조물은 보이지 않는다. 리조트 구역으로 가는 

길목에선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테러 이후 검문 검색

이 강화 돼 휴양지 근처엔 외부인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발리의 전통 목조 건물로 지어진 나지막한 숙소가 울창

한 삼림속에서 고요한  불빛을 머금고 있다. 하룻밤 머무

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삼림욕이 될 것 같다.

 다음날 새벽 들뜬 기분에 일찍 잠이 깬 것일까. 스콜이라 

불리는 열대성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진다. 조금 지나 아

침이 되자 강렬한 햇빛 아래 해변이 드넓게 드러났다. 온

몸에 선크림이나 

오일을 바른 각국

의 관광객들이 푸

른 바다를 향해 놓

인 비치 의자에 몸

을 누이고 있다. 넘

실거리는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바

라보며 한가로이 

선탠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발리에서의 첫 번째 휴식이다.

‘황태자의 첫사랑’의 배경 클럽메드 발리

발리 내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누사두아 해변엔 외지인

‘신들의 정원’
속으로 뛰어들다

이달의 여행정보

드라마돳발리에서 생긴 일의 배경이

었던 울루와투 사원의 절벽.

이 경영하는 고급호텔과 리조트들이 자리잡고 있다. 올

해로 개장 20주년을 맞은 ‘클럽메드 발리’는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리조트. 여

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올 인클루시

브(all inclusive)방식을 도입해 인기를 끌고 있다. 리조

트 내에서 드라마 속 차태현 과 성유리가 즐기던 스노클

링을 비롯, 윈드서핑, 카약, 비치발리볼, 해변 골프, 번지 

바운스  등 여러 레포츠와 스파를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 중 ‘만다라스파’는 특별하다. 별도의 수영장과 사

우나를 갖춘 스파빌리지에서 피부 각질 제거, 보디랩, 자

쿠지, 전통마사지를 받는다. 피로의 찌꺼기가 멀리 보이

는 해변의 파도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하다. 마사지 후 발

이나 손을 도우미들에게 맡기고 있으면 섬세하고 정성스

러운 그들의 손놀림으로 몸은 귀족이 된 듯한 착각에 빠

져든다. 몸에 밴 도시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 

발리에서의 두 번째 휴식법이다.

해산물의 천국

 여행을 하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도 음식이 맞지 않

으면 짜증이 나기 쉽다. 금강산도 식후경. 클럽메드 발리

는 아침 점심은 물론, 저녁식사도 가히 성찬이라 부를 만

큼 정성이 들어 있다. 바닷가재 등 이 지역의 해산물은 물

론이고, 각국의 전문 요리사들로 구성된 주방장들이 프랑

스식, 한식, 일식, 중식, 이탈리아식 요리를 내놓는다. 한

식 주방장의 잡채, 비빔국수, 너비아니, 김치 등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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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그대로다. 발리에서 맛보는 비빔국수의 참맛, 행복한 

맛이 아닐 수 없다.

 리조트 안의 휴식이 슬슬 지겨워지면 주변지역으로 눈길

을 돌려보자. 멋진 폭포와 아름다운 밀림 아래서 강의 급

류를 타고 내려가는 래프팅, 크루즈를 타고 램봉간 아일

랜드에서 즐기는 스노클링, 발리섬 곳곳에 산재한 사원 

관광, 도심 쇼핑 등 즐길거리가 푸짐하다.

사원 속의 원숭이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배경이 됐던 울루와투

(Uluwatu) 절벽사원을 찾았다. 사원 입구에서 사롱이라

는 치마를 받아 두르고 들어가야 한다. 발리 어디를 가나 

나무들이 울창한 것은 사원 안도 마찬가지다. 사원은 해

발 75m의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 발 아래로 내려다보이

는 바다가 장관을 이룬다. 지구의 끝에 서서 철썩이는 파

도의 고함이라도 듣는 기분이다.

 이 절벽은 그 웅장한 모습에 걸맞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

다. 전설에 의하면 바다의 신 드위다누의 배가 변해 절벽

이 되었다고 한다. 사진 찍기 좋은 지점에는 어김없이 원

숭이들이 몰려 있다. 드라마 속 조인성 의 카메라를 낚아

챘던 바로 그 원숭이들이다. 일행 중 한명이 사진 찍기에 

열중하다 선글라스도 아닌 안경을 뺏겼다. 낚아챈 안경은 

지키고 있던 원주민이 달려와 먹이를 주자 바닥에 팽개치

고 달아난다. 원주민과 원숭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호

가 오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머리가 긴 여자들도 조심

해야 한다. 머리카락 사이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원숭이

들이 머리 쪽으로 달려들어 떨쳐 보기까지 한다. 원주민 

할아버지가 1달러를 받고 안경을 돌려준다.

발리

발리의 잠못 이루는 

밤

 발리는 허니문 관광지

라 신혼여행객들이 많

을 거라는 예상과 달

리 가족 단위의 휴양객

들도 상당히 눈에 띈다.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

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각국의 아이들과 어울

려 놀게 하고, 부모들은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과 GO(Gentle Organizer)라는 리조트 상주직원

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어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발리의 밤은 또다른 모습이다. 물론 휴식이 목적이니 잠

만 자도 아무도 뭐랄 사람은 없다. 하지만 밤에 펼쳐지

는 무대 위의 쇼프로그램도 빠뜨리면 후회할 만큼 화려

하고 유쾌하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한자리

에 모여 칵테일을 즐기며 얘기를 나눈다. 물론 춤도 같이 

추는데, 프랑스 여인들의 춤은 아주 열정적이다. 바롱댄

스는 인도네시아 전통춤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짐

승 바룽과 악녀 다랑의 싸움이 주내용이다. 질병을 퇴치

하기 위한 발리인들의 의식이었으나 지금은 관광용으로 

공연되고 있다.

문화일보 배은미기자
sea-aga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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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공기가 방금 세수한 듯 신선한 얼굴을 창가에 들이미는 상쾌한 시

간, 남편과 아이가 하루 일상을 시작하기 위해 출발 한 후 향긋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신문을 뒤적이는 여유를 나는 좋아한다. 그 작은 호젓함

은 내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쁨 중 하나이다. 그

런데 오늘은 신문에 난 기사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 아침부터 작은 파도

가 일고 있다. 

  21세의 꿈으로 가득 찬 중국처녀가 있었다. 

 중국 명문대에 지원할 만큼 학업성적이 뛰어났지만 입학점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할아버지의 나라인 한국행을 결심했다.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터전을 잡으리라 결심을 하고 연세대 어학

당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며 입시준비를 해왔다. 낯선 땅이지만 꿈

이 있기에 하루 1-2시간 밖에 잘 수 없는 고단한 일상도 그녀는 이를 

앙다물고 견뎠다. 

 그렇게 맹렬히 노력한 끝에 그녀는 지난해 연세대 경영계열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쓸쓸한 하숙방에서 늦은 밤까지 외로움을 견디며 사

투하듯 공부한 대가였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익혀서 타국에서 그 나라말로 입시에 합격한

다는 것은 2-3배 아니 그 이상의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맛볼 수 있

는 기쁨이기에 그녀의 마음은 오색 무지갯빛이 펼쳐진 하늘을 나는 듯 

했다.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화창한 봄날, 그녀는 입학을 며칠 앞두

고 있다. 차가운 겨울 땅을 비집고 푸른 싹을 틔우는 한 그루 묘목처럼 

그녀의 마음은 꿈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각또각 경쾌

한 걸음으로 긴 머리를 찰랑거리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캠퍼스를 

거닐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이보다 벅찬 설렘임의 시간이 또 있을까! 그렇게 그녀는 환한 

웃음을 터트리며 교정을 거니는 모습으로 신문에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신문기사 제목은‘성범죄자에 스러진 코리안 드림’이였다. 

 늦은 밤 하숙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의 꿈의 사살자인 강간범은 소설 속 악마처럼 검은 그림자를 드리

운다. 그리고 비극으로 끝을 맺는 한편의 소설의 종장처럼 “그녀는 하

숙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만일 내가 쓴 비극소설이라면 나는 기필코 소설의 종장을 happy 

ending으로 바꿔 쓰고 말 것이다. 그녀가 한국 땅을 무대로 자신의 꿈

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멋지게 완성해 가는 결말은 얼마나 신나고 아름

답겠는가! 그러나 그 기사는 내 소설이 아니고 그녀는 내 소설속의 주

인공이 아니다.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속의 비극일 뿐이

다. 그러기에 오늘 내 마음은 더욱 잔파동이 멈추지 않고 종일 착잡함으

로 술렁거린다. 

한편의 에세이

작

은 

촛

불

66



한인뉴스 4월호

11

 1964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백일장대회에서 줄곧 수상한 경험과 성신여대 재

학시절에는 교내 성신문학상을 수상한바 있다.

 대학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여류작가 미우

라 아야꼬의 작품들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워

왔고 졸업 후 크리스천 신문 신인문예에 단편소

설이 당선된 바 있다.

 2001년에는 자카르타에 살면서 써온 원고를 책

으로(말씀의 샘에서 퍼 올린 행복) 펴냈고 이를 

계기로 2002년에는 극동방송‘작가와의 대화’에 

출현한바 있다.             

 올 해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인뉴스를 통해서도 독자 분들과 글을 통해 만

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손은희 작가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세

상을 향해 거듭거듭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의 소

중한 꿈이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자기의 작은 욕심보다 

결코 우위에 둘 수 없는 냉혹한 이기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

람도 종종 있다. 그래서 타인의 꿈이나 목숨은 어찌되건 자

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어둠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한 단면임을 잘 안다. 아

직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보와 미덕과 희생과 

헌신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얼마나 많

은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각박한 세

상 속에서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사람들 간의 따스한 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

대로 세상에는  여전히 가까이하고 싶은 ‘좋은 사람’들

이 많음을 느낀다.

 더 바라기는 전쟁과 테러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

운데에서도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곳

이라고 믿고 살 수 있도록 좋은 미담들이 더 많이 들려 왔

으면 좋겠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욕심보다는 상대의 요구를 볼 

줄 알고 내 꿈과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것도 너무나 귀

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세상속

의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다. 한마디 말, 하나의 작은 몸짓이 

상대방을 위한 배려일 때 그것만으로도 누구나 충분히 아

름답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아름다움은 그가 있는 곳을 환

하게 비추는 촛불이 될 것이고 그 촛불이 곳곳에서 빛날 때 

이 세상은 점점 빛으로 채워져 가리라 믿는다. 

 

 나는 내 작은 욕심에 급급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요구쯤은 

가볍게 무시해 버렸던 경솔함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다보

니 내 얼굴이 초저녁 물드는 노을빛처럼 붉어져 온다. 더 많

은 연륜 속에 내 짧은 인격의 키가 자라고, 더 깊은 신앙 속

에 내 성품의 모난 모서리들이 다듬어져 나도 언젠가는 활

활 타오르는 하나의 촛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한 귀퉁이

를 밝히고  싶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

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요

한일서 4장 7절)

작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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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는“근시가 생긴것같으니 안경을 써야 

더이상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권유했고, 최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최군의 안

경을 맞췄다. 그런데 최군은 안경을 쓴 이후에도 눈

찡그리는 습관이 나아지지 않았고 가끔씩은‘어지

럽다’고하더니 급기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최군의 어머니는 결국 안과를 찾았는데 이게 웬일

인가. 의사는“가성(假性)근시”라고 진단을 내리

는 것이었다. 즉, 진짜 근시가 아닌 가짜 근시라는 

말이었다.

가성근시는‘학교근시’

가성근시는 6~12세 사이 초등학교생에게 주로 생

긴다. 성장기 학생이 TV 시청, 컴퓨터게임, 독서 등

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때문에 가성근시는‘학교근시’라고도 한다. 

가성근시의 원인은 바로 모양체 근육에 생기는 이

상 경련. 우리의 눈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모양체 근육이 수축되어 두꺼워지고, 

먼곳을 볼 때는 모양체 근육이 늘어나며 수정체가 

얇아진다. 이런 모양체 근육의 수축,이완력을‘조

절력’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이 조절력은 

강한 편이다.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가 장시간 가까

운 거리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 등을 하다 

보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이상경련이 일어나 

먼 곳을 보더라도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 일시적으

로 근시 상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때 모양체 근육이 수축된 채로 계속 있게 되면 눈에 

피로감이 쌓이며 두통까지 발생하게 된다.

가성근시, 안경점에선 알기 어려워

가성근시는 일반 시력검사나 굴절 검사로는 판단

하기 힘들다. 때문에 가성근시인지 여부를 알려면 

안과를 찾아 눈속 근육을 풀어주는 약물을 눈에 넣

은 뒤 시력을 검사하는‘조절마비 검사’를 받아

야 한다. 특히 이검사를 받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자

녀에게 안경을 씌우게 된다면, 일시적인 근시는 평

생 근시로 굳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안경을 

안 쓰던 자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할 경우 안

“우리 애가 시력이 나빠졌나 봐요. 시력 검사좀해주세요.”초등학교 3학년 최모군의 어머니는 최근 

아들을 데리고 안경점을 찾았다. 최군이 방학을 맞아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고 텔레비전 앞

을 떠날줄 모르더니 갑자기 먼 곳을 볼때 종종 눈을 찡그리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이다.

멀쩡한 아이 안경잡이 만들라

착각하기 쉬운 가짜근시

건강 상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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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 부터 가는 것 보다는 반드시 안과를 찾아 정확

한 검진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생활습관 안 고치면 가성근시는 재발

가성근시는 생긴 뒤 2~3개월 내에 치료를 해주

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한

다면 약물요법으로 눈속 근육을 풀어주고 생활습

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정상시력을 회복할 수 있

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가성근시는 재발하게 된다. 때문에 부모

들은 지속적으로 자녀 생활습관에 관심을 갖고 지

도를 해야 한다. 우선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눈과 

책 사이의 거리를 약 30cm 정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다. 흔들리는 차속에서의 독서도 좋지 않다. 

또 1시간 책을 읽은 후에는 책을 덮고 5~10분 정

도 먼곳을 바라보며 눈주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

는 것이 좋다. TV는 적당한 거리에서 똑바로 앉아

서 보는 게 좋고, 누워서 TV를 올려다 보지 않도

록 해야 한다.

3세 이후 정기적 시력검사

아이들은 대부분 3~6세 때 어른들과 비슷한 시력

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무척 어려워진다. 특히 선

천성 질환, 사시, 약시, 근시, 원시, 난시등 굴절 이

상은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적어

도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정밀 시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부모가 고도근시

인 경우는 자녀가 3세 이전에도 근시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좀더 일찍 안과를 찾아야 한다. 현재 대

다수 부모들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시

력검사의 결과만으로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짐작하

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인 시력검사는 약식일 뿐

이라 아이들의 시력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

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때문에 자녀가 만 3세

부터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해보는 것

이 좋다.

이럴 때는 안과에

아이들은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호소하

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부모들이 세심하게 관찰하

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자녀가 밖에 나가면 유달리 

눈을 부셔하며 제대로 못 뜬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

다. 이때는 아이들이 간헐성 외사시이거나 눈썹이 

각막을 찔려 상처가 생긴 경우일 수 있다. 또 눈을 

자주 비비거나 깜빡일 때, 엄마의 눈을 제대로 맞추

지 못할 경우, 책을 너무 가까이서 볼 경우, 눈에 눈

물이 자주 고이거나 눈곱이 끼는 경우, 먼곳을 보며 

눈을 찡그릴때, 특별한 원인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

다거나 어지럽다고 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은 웬만큼 눈이 나빠지기 전에는 이를 이야기하지 않으

므로 부모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의심이 생기

면 정밀 시력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좋다.

가성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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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첨단 전자제품이 그렇듯, 

2~3년전만 해도 200만~300만원을 넘

던 디지털SLR 카메라 가격이 많이 떨어

졌다. 대중화를 불붙이는 요인이기도 하

다. 그러나 무턱대고 자신에게 부적합한 

카메라를 구입할 경우 돈만들이고 오히

려 사진 실력은 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 

촬영 목적과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카메

라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SLR카메라는
●‘SLR(Single Lens Reflex) 카메라’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카메라다.‘렌즈와 몸통(바디)을 분리할 수 있고 손바닥만한 자동카

메라 보다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제법 두툼한 카메라’라고 하면 쉽게 떠오른다. 

● 전문적으로 단어를 설명하자면, 흔히 거리계 연동식(Range Finder)이 적용된 일

반 디지털카메라와 비교한다.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피사체를 담는 렌즈와 눈을 대는 

뷰 파인더 등 두 렌즈 사이의 시차(視差)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파인더를 통해 

본 풍경과 실제로 찍힌 화상이 약간 다르다. 이와 달리 SLR카메라는 한 개(Single)의 

렌즈를 통해 눈으로 본 그대로 화상을 얻을 수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 ● 과거 이 카

메라를 들고 다니면‘사진 좀 찍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

된 것이‘디지털 SLR카메라’이다. SLR카메라의 장점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쉽

게 놀라운 화상을 얻을 수 있어 일반인을 거의 전문가급으로 끌어올렸다. 일반 디지

털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동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SLR카메라는 몸체 뿐만 아니라 별도의 렌즈와 플래시 

등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 니콘의 플래시 SB800(사진 5)과 캐

논 줌 렌즈 EF17-85mm(사진 6).

카메라 제조사는 보급형 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디지털 

SLR카메라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캐논 350D(사진 1), 니콘 

D200(사진 2), LCD액정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한 올림푸

스 E330(사진 3)과 색이 선명하며 무게가 가벼운 삼성테크윈

의 GX-1S(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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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고르기
카메라는 크게 몸체(보디)와 렌

즈로 구성된다. 보디는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보

자들은 보급형 보디를 완전히 마

스터하기 전까지는 고급형을 구

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급형 보디의 성능은 제품별

로 큰 차이가 없다. 초보자들은 

캐논‘300D’,‘ 350D’ 또는 

니콘‘D50’,‘D70’ 등 저가

형을 주로 선호한다. 캐논과 니

콘을 선호하는 것은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렌즈 종류가 많기 때문이

다. 캐논과 니콘을 굳이 비교하

자면 캐논은 명암대비(콘트라스

트)가 낮아 사진이 부드럽고 색

이 화사하다. 반면 니콘은 콘트라

스트가 높아서 색이 좀더 선명하

다. 이밖에 올림푸스‘E-1’은

고급형 보디에서만 지원하는 방

진 방습 기능을 갖고 있으며, 펜

탁스‘istDS2’의쌍둥이 모델인 

삼성테크윈의‘GX-1S’는색이 

선명하며 무게가 가볍다.

●렌즈 고르기
디지털SLR 카메라는 보급형 카메

라처럼 렌즈가 함께 달려 나오지 않

기 때문에 렌즈를 따로 사야 한다. 

그러나 렌즈 종류가 워낙 많아 처

음에는 기본 렌즈들을 묶어놓은 번

들(bundle) 렌즈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보통 초보자용 렌

즈로 50mm 1.8F(초점거리/조리

개 최대개방값) 렌즈와 28-70mm 

2.8F 줌렌즈 2개를 추천한다.

 카메라에 익숙해진 뒤에는 고급

형 렌즈로 옮겨가는 것이 보통이

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가까이 있

는 아기 사진을 예쁘게 담고 싶거

나 야경이나 풍경을 찍을 경우에

는 시그마 18-50mm 2.8F나탐론 

17-35mm 2.8F와 같은 광각렌즈

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스포츠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피사체가 멀

리 있기 때문에 캐논 75-300mm 

4-5.6F나니콘 70-300mm 4-

5.6F와 같은 망원렌즈가 필요하

다.구입할 때에는 렌즈와 보디를 연

결하는 마운트가 자기 보디에 맞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액세서리 선택
메모리 카드, 여유 배터리, 필터, 

리더기 등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 

고화질 사진을 많이 촬영하려면 

용량이 1기가 이상인 메모리 카

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필터는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여주는 MCUV(Multi 

Coating Ultra Violet)로 준비해

두면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수있

다. 리더기는 촬영한 사진을 컴퓨

터(PC)로간편하게 옮겨주는 역

할을 한다. 대용량 메모리 카드를 

사용한다면 리더기가 있어야 손

쉽게 PC로 사진을 복사할 수 있

다.

 이밖에 삼각대를 구입할 경우 저

렴하고 가벼운 것보다 쉽게 넘어

지지 않는 무겁고 튼튼한 제품을 

골라야 카메라와 렌즈를 보호할

수있다.

카메라는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기
계이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는‘고
밀도 회로가 고밀도로 집적된 회로 
덩어리’이다. 보통 카메라보다 더
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야 
할 것은 습기와 충격과 모래. 디지털 
카메라는 전류가 흐르는 기계이다. 
물에 닿는 것은 물론 습기가 많은 곳
에서 장시간 노출되는것도 좋지 않
다.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일은 물론 없지만 부주의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 어깨에 둘러매고 
바위가 많은 산을 오를때, 좁은 골목
을 지날때 등등. 톡부딪치기만 해도 
회로에 문제가 생긴다. 많은 사람이 

DSLR 카메라 | 관리요령

앗! 물속에 빠트렸네 어떡하나

무심코 넘기는 것이 모래. 특히 바닷
가에서 촬영할때 그렇다. 미세한 모
래가 렌즈나 몸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고장의 원인이 된다. 카메라는 
물론 가방을 모래 위에 놓은 것도 금
물이다. 열에 약한 부분이 많다. 특
히 뒤편의 액정화면을 주의할것. 섭
씨 30도이상의 고온 혹은 직사광선
이 심하거나 볕이 심한 곳에 오래 두
는 일은 피해야 한다.
화질은 렌즈의 손질 여부에 달렸다. 
부드러운 천과 먼지 제거용 브러쉬, 
블로어를 갖춰 수시로 닦아주고 먼
지를 털어야 한다. 군인이 소총을 손
질하듯이. 렌즈에 먼지가 쌓일 경

우 표면에 흠이 가게 되고 바로 화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당황
스런 경우는 물에 빠졌을때. 우선 잘
마른 수건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물
기를 닦아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
늘에서 말린다. 이 때렌즈는 분해하
지 않는 것이 좋다. 적당히 물기가 
마르면‘절대로’다시 작동하지 말
고 제조회사에 맡겨 서비스를 받아
야 한다.
카메라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에서 누액이 흘러나올 
수 있다. 본체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방습
제와 함께 넣어둔다.

디지털 SLR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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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환학생 간다
“영어는 잘하고, 공부는 적당히 잘하고, 성격은 활달하고,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서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1년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1981년, 미국 국무부는‘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Exchange High School Pro-

gram)’을 시작했다. 세계 문화 교류를 위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나라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미국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립

학교에 다닌다. 미국 학생과 동일한 정규 과정을 배우며 각종 클럽을 통해 미국의 문

화와 언어를 체험한다.

‘조기유학보다 실속 있고 어학연수보다 효과 있는’ 이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소개한 

가이드 북. 비자, 참가자격, 참가비, 신청서류 등 준비를 위한 정보부터 학교생활, 의사

소통과 종교생활, 민박 교체법 등 생활 가이드까지 꼼꼼하게 설명했다. 부록으로 ‘문

답식으로 알아본 교환학생 프로그램’,‘교환학생 참가 4단계 준비전략’을 실었다.김효상, 한상범 지음   

동아일보사 펴냄

딱 3년만 해외에서 살아보기 
 힘겨운 현실에 불안을 느끼며 막연히 해외에서 2~3년만 살다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도피하듯 꿈에 부풀어 해외로 떠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불러온다. 일단 해외 

생활을 시작하려면 결심이 필요하다. 그런 후엔 철저한 준비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이론적 지식

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얻어야 한다.  이 책은 해외로 떠나 보려는 막연한 생각을 결심으로 이

끌어 주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 준다. 정보 수집도 좋고 다른 사람의 

성공담과 실패담도 좋지만 나에게 적정한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한다. 

 본문 안의 체크 시트를 통해 나와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해외는 어디며, 생활은 어떤 것인지 알

아보자. 여행사에 비자 발급에서 항공권 구입, 현지 거주지 확보 등 모든 절차를 맡기는 것은 금

물이다. 준비 단계부터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쉽게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

를 치러야 한다. 취업을 할 것인가, 어학연수를 받을 것인가,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은퇴 후 노년

을 보낼 것인가, 자신의 해외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책, 나카무라 사토키 지음   

들마루 펴냄

 주인공 ‘위’는 수석으로 입사하여 회사 내에서 고속 승진을 계속하던 인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리대상으로 지목받는 프로젝트 1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진다. 거기다 

 그를 못 견뎌하며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서류를 보내온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이건 너무 부당해...” 

 어느날 갑자기 닥쳐온 혼란스런 상황 앞에서 위는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

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한 것인가? 늘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11층에서 만난 ‘인도자’가 그에게 준 카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 책은 너와 내가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배려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한 공존의 길임을 보여주는 한국형 자기계발 우화다. 주인공 위는 앞만 보고 무작

정 달려온 현대인의 상징이다. 위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통해, 혼자만 잘사

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내가 먼저 베풀며 나누는 삶이 주는 감동도 느

낄 수 있다.

배려

한상복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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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 명문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자녀교육의 노하우, 명문가는 훌륭한 자

녀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아이를 

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평 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수백 년을 이어온 명문가를 찾아 그들의 고유한 자녀교육 비법을 

전해 듣고 이를 정리한 것이다. 명문가의 비결은 부모의 모범, 즉 ‘본보기 

교육’에 있었다. 이 책에 소개된 명문가의 자녀교육법은 결코 어렵거나 특

별하지 않다. 문제는 작은 원칙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명문가들이 말

하는 10가지 덕목 가운데 한두 개쯤만 꾸준히 실천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 달라질 것이다.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효찬 지음, 예담 펴냄

 2000년 「문학과사회」에 중편 <펭귄뉴스>로 등단한 김중혁 첫 번째 소

설집.‘레스몰’이라는 축소지향의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나’가 인터

넷라디오 방송국 피디인 ‘메이비’의 방문을 받고, 그가 방송하는 시각장

애인들을 위한 라디오방송의 ‘무용지물박물관’이라는 코너를 청취하며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무용지물 박물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지도를 그리며 살아온 인생에 회의를 느끼던 주인공이 삼촌에게 받은 에스

키모 인들의 지도를 통해 잊고 살았던 삶의 의미를 깨닫는 <에스키모, 여기

가 끝이야> 등의 단편들을 통해 저자는 사물의 해방으로 인간의 해방을 꿈

꾸는 유토피아를 그려낸다. 

 사물의 해방을 통해 인간의 해방을 꿈꾸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꾸준히 그

려온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흔하고 사소해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사물들에 

대한 관심과 낡고 소용가치가 떨어져 사람들에게 잊혀진 구시대의 유물들

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낸다.김중혁 지음

문학과 지성사 펴냄

펭귄뉴스

 박지성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

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주전 선발 선수로 우뚝서기까지의 성공 과정을 그

린 에세이집.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기까지의 일들을 심정 위주로 직접 기

록한 책으로, 영국 진출 이후 25경기 만에 터졌던 첫 골에 대한 감회, 맨체

스터 유나이티드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

던 네델란드에서의 슬럼프 시기, 거스 히딩크 감독과의 우정, 2002년 월드

컵 4강의 신화를 이끌었던 원동력, 일본ㆍ네델란드ㆍ영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숨은 노력들 등을 이야기한다. 

 유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유년 시절에 축구가 미친 영향, 어린 시절 키

가 자라지 않아 개구리를 먹으면서 체구를 키우려 했던 기억, 반 니스텔루이

와 웨인 루니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팀웍과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 무

섭기로 소문난 퍼거슨 감독에게 ‘헤어드라이어 트리트먼트’라는 닉네임

이 붙은 이유, 장래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바램 등 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

던 다양한 에피소드가 수록되어 있다.

멈추지 않는 도전

박지성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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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바이올렛
Ultraviolet 

 21세기 후반, 뱀파이어와 유사

해지는 질병(Hemophagia)에 의

해 유전적으로 조작된 돌연변

이 인종들이 나타나면서, 세계

는 혼란에 빠진다. 이 질병은 

감염자(hemophages)를 놀랍도

록 재빠르고 스태미너 넘치게 

해주며, 예리한 지적 능력 또한 

갖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평범한 비감염자들로부터 감염

자들이 분리됨에 따라 세계 전

역은 이 두 집단간의 전쟁이 벌

어지면서 혼란에 빠진다. 이런 

혼란 가운데, 감염된 여성 울트

라바이올렛(밀라 요보비치)은 

비감염자의 정부에 의해 위해

가 되는 것으로 낙인 찍힌 9살 

소년을 구하는데...

히틀러와 제3국의 종말
The Downfall
 1941년 11월 동 프러시아. 히틀러

의 비서가 된 트라우들 웅에의 증

언으로 시작되는 영화.1944년 히

틀러의 생일에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으로부터 1945년 5월 7일 독

일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이어지

는 그들간의 갈등과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히틀러의 몰락. 

다른 시각에서 보여지는 전쟁.

그들의 국민성. 그리고 헛된 야

망.

“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들은 우리에게 위임했

지. 그리고 지금 그 댓가를 치루

고있는거야.”

 사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

화. 그 사실이 러닝타임 156분

을 지루하지 않게 한다. 그 시대

의 그자리에 있었을 듯한 연기. 

노인이 된 트라우들 웅에(TRAUDL 

JUNGE)의 입을 통해영화는 목적을 

드러낸다.

“....그리고 진실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만과 편견
Pride & Prejudice
 아름답고 매력적인 ‘엘리자베스

(키이라 나이틀리)’는 사랑하는 사

람과의 결혼을 믿는 자존심 강하고 

영리한 소녀. 좋은 신랑감에게 다

섯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을 남은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극성스러

운 어머니와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

하는 너그러운 아버지와 함께 화기

애애한 ‘베넷가(家)’의 다섯 자매 

중 둘째이다.

 조용한 시골에 부유하고 명망있는 

가문의 신사 ‘빙리’와 그의 친구 

‘다아시(매튜 맥파든)’가 여름 동

안 대저택에 머물게 되고, 대저택에

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서 처음 만난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서

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엘리자베스’와 무

뚝뚝한 ‘다아시’는 만날 때 마다 

서로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데, ‘다아

시’는 아름답고 지적인 그녀의 매

력에 점점 빠져들고 폭우가 쏟아지

는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에서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둔 뜨거운 

사랑을 그녀에게 고백한다.

MOVIES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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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행사 및 공지 사항

대한항공 안내문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교민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6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아래

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인천 21:40/06:25+다음날 매일

KE627 인천  자카르타 15:20/21:10 매일

2. 기간: 2006년 3월 26일-2006년 10월 28일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

국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2180 / FAX 521-2179

공항 TEL (021) 550-2389 / FAX 550-2388

인도네시아 한인회

무료 법무 및 투자 컨설팅 안내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4시 (1시간)

장소: 한인회관 1층 상담실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전화: 021) 529-60643, 0816-1911245

상담방법: 대면 혹은 전화

상담범위: 법률에 관련된 문제 전반 및 투자 컨설팅

상담자: 변호사 겸 파산관재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승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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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종이펄프 박람회
기간: 2006.04.19 ~ 2006.04.22

장소: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품목: 종이 및 펄프 생산자제 전반

주최기관: PT Pamerindo Buana Abadi

연락처: (021) 316-2001

비고: 목재가공기술 박람회,

        FURNITEK INDONESIA와 병행 개최됨

자카르타 수공예품 박람회
기간: 2006.04.19 ~ 2006.04.23

장소: Balai Sidang Jakarta Convention Center

품목: Handicraft, Hausewares

주최기관: PT. Mediatama Binakreasi

TEL: (21) 489-6942

비고: 일반인 대상 축제성격의 인도네시아 업체위

주 공예품 박람회

제6회 청소년음악회오디션
부문:피아노,성악, 관악기, 현악기, 작곡, 국악

자격:자카르타거주 중,고등학생

접수:4월 21일 까지

장소:한국국제학교 중등음악실

문의:(021) 5420-2471, 725-5742

한인음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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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1조 변경 핵심 내용 및
부가가치세 최근이슈와 환급절차
세미나
일시: 2006. 04. 19 / 09:00 ~ 15:30

비용: Rp 685,000

       (교재,수료증,중식,다과,기념품 포함)

       - 4월 7일 까지 등록 시 Rp 600,000

       - 3인 동시 등록 시 총 1,650,000

장소: Puri 4 Level. 1, Hotel Ciputra, Jakarta

연락처: Revita / Windi

          (021) 451-5091, 451-6561

주최: PT. Bina Indocipta Andalan

유화 개인전 안내
봄이 태동하는 4월을 맞아 두번째 개인전을 하

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내방

하시어 격려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6. 4. 22 ~ 23(토~일)

장소: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주소: Jl. Wijaya 1 No. 41

연락처: 이미화(0816-1724-9911)

한인연합교회(021-727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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