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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뉴스’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

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社로 송

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

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

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

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

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

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

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

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HP: 0818-916-566

Email: han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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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대사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9.6(목)~8(토)일간 동부 칼리만탄주 수도인 사마린

다의 마디아 씀빠자 체육관(GOR Madia Sempaja, 약 

1,500석)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서부자와 팀이 작

년 제1회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종합우승을 하여 대사 배 

우승기를 거머쥐면서 전통적 태권도 강팀의 면모를 과시

하였다. 서부 자와팀은 남자부와 여자부를 합쳐 금메달 3, 

은 1, 동 2개를 획득하였다. 종합 2위는 금 2, 은 4, 동 5개

를 획득한 동부칼리만탄 팀이, 3위는 금 2, 은 3, 동 3개를 

획득한 중부 자와팀이다. 

   대사배 전국 태권도대회는 태권도를 통한 한.인니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30년 이상 전통의 인니 태권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태권도협

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 8월 첫 대회를 자카

르타에서 개최하였다. 금번대회의 지방개최는 태권도를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내

년 7월에 사마린다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전국체전의 태

권도 예선전을 겸한 것이다.

   금번 대회에는 전국 32개 태권도 지회에서 선수 및 임

원 총 460여명이 참가하였고 남.여선수가 각 8체급에서 

지역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였다. 총 64명이 메

달을 수상하고 이중 남여 최우수 선수 각 1명은 대한항공

이 협찬한 태권도대회 관람을 위한 한국방문 티켓을 수상

하였다.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의 Ade 사무총장은 작년 

1회대회와 비교할 때 메달이 자바주 중심에서 지방팀 선

수들에게 분산되어, 결국 지방팀 선수들의 수준이 향상되

었음은 특기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공식개막식은 대회 2일째인 9.7(금)일 09:00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관중석을 거의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되

었다. Rita Suvowo(여) 인니체육회장겸 IOC위원이 특별

히 참석하여 대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금년 5월에 취임

한 Erwin 인니 태권도협회회장(육군 중장, 유도요노 대

통령 친 동서)은 축사를 통해 “종전과 달리 지방에서 대

회가 치러지는 계기로 태권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한 

전 태권도인들이 더욱 화합하여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

조하였다. 

   이선진대사는 축사에서 “최근 양국관계가 정치.경제.사

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강화되어가고 있는

데 양국간의 우호협력증진에 태권도도 큰 역할을 하고 

제2회 대사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리에 치뤄
- 9.6~8일간 동부 칼리만탄 사마린다 개최

- 이 대사, 태권도대회 참석계기로 경제 세일즈 외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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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인니 지도층에서도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7월 중순 

한국방문시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였고 명예 9단증을 수

여 받아 태권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태권도가족

이 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박수로 환

호하였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용인 대학생 21명의 태권도 시

범단이 보여준 시범이었다. 약 40여분간 진행된 시범에

서는 각종 태권도의 기본 및 응용동작, 송판 격파, 다단계 

고공점프 격파 등 고난도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칼날 끝에 달린 사과를 

   한편, 이번 대회에 참석한 이선진 대사는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한국경제 세일즈 외교에 전념하였다. 

9.6일 개최지 사마린다로 가는 경유지인 발리빠빤에서는 

Indaad 시장을 면담하고 이어서 Zulbachri 상공회의소 회

장 및 회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최근 한․인니 경제협

력 증진현황과 한국 경제인들의 인니에 대한 관심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사마린다에서는 7일 오후 별도로 마련

한 주요 언론 합동기자회견 및 TVRI 특별 인터뷰를 갖고  

32개주의 태권도 협회장 초청 만찬시에도 경제설명회를 

가졌다. 이 대사는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의 양국 정상간 

회담과 한국(4월말) 및 인니(8월초) 경제사절단의 상호방

문 등을 통해 일련의 양국 정부간, 정부 대 기업간, 기업

대 기업간의 네트워크 및 협력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인

들의 인니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투

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 추세인 점, 아직 개선과제가 많

긴 하지만 노동, 세제, 관세 등 몇몇 분야에서 개혁적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한국 기업에 매력을 주고 

있으며, 지방에 투자할 경우 주로 자원개발이라는 성격상 

투자 규모가 종래 노동집약적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대사는 또한 탱고도 파트너가 있어야 춤을 출수 있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를 칠 수 있다는 소위 탱고이론과 

박수이론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투자 관심에부응할 수 있

도록 지방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 제시해 줄 것

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니 중앙정부의 조치에 지방정부도 

긴밀히 협력해줘야 한다는 점도 주문하였다.

   태권도등 체육분야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과 관심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 한국과 인니의 체육계 고위인

사들이 상호 방문을 한 결과 한국은 인니 태권도와 양궁

선수단의 한국에서의 전지훈련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

들 선수단은 9월 중순경부터 약 2개월간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다. 

   금번 태권도 대회는 Korindo 그룹, Kideco, Samick, 

Bosung, SBDI등이 후원하였다. 대사관측은 우리의 문화

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를 아끼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원해준 후원사 및 모든 태권도 관계자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덧 붙였다.

도복 끈으로 눈을 가린 선수가 목표지점으로 다가가 몸을 

공중에서 회전시켜 발끝으로 사과를 부수는 아슬아슬한 

장면에서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기도 하였다. 에어로

빅과 같은 태권체조나 여성이 자신에게 시비거는 치한을 

매정할 정도로 내동댕이치는 호신술 등은 관중들의 흥분

과 함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금번대회의 지방개최는 태권도의 전국적 활성화 및 홍

보측면에서 대담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사관의 윤문

한 홍보관은 지방개최에 대해 “지역주민들에 대해 다이

나믹 코리아 이미지의 하나인 태권도 홍보효과가 있고,  

한국 대사관의 태권도를 통한 한.인니 우호협력 증진노

력을 지역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본

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많은 주민들이 금번 태

권도 대회가 자기지역에서 개최된데 대해 자긍심을 갖고 

또한 이번기회가 아니면 일생에서 볼 수 없는 태권도시범

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전

했다. 그리고 “사마린다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대회 개

막식을 태권도 시범사진을 게재하면서 관심뉴스로 다루

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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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제18회 KOGA 오픈 골프 대회 개최
  - UNICORN 기계 전시회도 함께 열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안이   9월 현재까지 아직 인니 국

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금

년 초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선납 법인세(PPH 23) 6%가 

3%로 인하되었고 2007년 국회에 상정된 주요 개정 세

법 중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 시 과거에 시행

되어 온 세금 부과액의 50% 공탁금 지불 법안은 폐기되

었다. 하지만 이의 신청 시 세무 법원에서 패소하게 되

면 100%의 Penalty와 별도의 부가금이 부과되므로 세심

   지난 9월 19일(수) Emeralda C.C에서 재 인니 한국 봉

제 협의회의 연례 행사인 제 18회 KOGA (Korean Gar-

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Indonesia. 회장 김

경곤 SUKWANG 대표) 골프 대회가 개최되었다. 승은호 

한인회장를 비롯 대사관의 정용칠 공사등 내, 외빈 140여 

명이 대회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올해 대회

에는 “UNICORN의 07 기계 전시회”도 함께 열려 더욱 의

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한편 제 18회 KOGA 골프대회를 기념하여 특별 발전 

기금으로 1억 루삐아를 기탁한 “유니콘 미싱 공업 주식회

사”의 홍민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PT.UNIKON의 김송

정 사장이 김경곤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KOGA에서는 격년제로 발간되는 재 인니 한국 봉제인

들의 바이블인 ‘07 KOGA Members를 지난 7월 발행하

였다. 본 책자에 의하면 2005년 8월 이후 47개 업체가 신

규 투자 진출해 회원사가 227개 달하고 있으며 인니 근로

자 수는 약 25만 명에 이르며 약 1,000여명의 한국 관리

자가 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종 최대 현안인 개정 세법 중 “국제 간 거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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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한-인니 투자협력위원회, 우리 기업의 애로해결 창구로 본격 출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거

나 신규로 인니 투자를 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과정

이나 경영관리상 겪게 되는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

해, 인니 투자청과 협력으로 <제1차 한-인니 투자협력위

원회>를 17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력위는 130여 한인기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이

선진 주인니한국대사의 축사와 무하마드 루트피 투자청

장의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및 정책에 대한 기조연설, 질

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8월에 개정된 인도네

시아 회사법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협의회에서는 11월 중 KO-

TRA와 협조하여 “베트남, 중국의 봉제 산업 현황과 전망, 

분석(가제)”을 주제로 본국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초대하

여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세호 사장 (PT.DUMI GLOBAL)의 

3년 연속 메달리스트 수상이 최대 관심사였으나 BUANA 

INDAH의 김흥기 사장이 72타를 처 이를 저지하며 영예

의 메달리스트를 차지하였다.

 2007 KOGA 골프대회 수상자

Medalist 김 흥기 사장 PT. BAJU INDAH

A Flight

Winner 김 종기 사장 PT. TAE WON

1st 지 동주 사장 PT. INTEC MAS

2nd 노 예범 사장 PT. SAMPURNA

B Flight

Winner 박 성근 사장 PT. KENLEE

1st 노   균 사장 PT. SAEKI

2nd 이 병용 사장 PT. C.K.P.

Longest 김 한제 사장 PT. HAN YEUNG / 286 m

Nearest 이 호연 부장 유니콘 미싱공업 / 66 Cm

골프대해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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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루트피 투자조정청

장은 현재 생산개시를 앞두고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부

과 위험에 놓인 한국 투자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BKBM 부청장에게 지시, 무역부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

였고 “애로사항이 있을 시 KOTRA를 통해 투자조정청

(BKBM)에 전달해 주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

속했다.

   KOTRA와 BKPM이 이끌어 나갈 

‘한-인니 투자협력위원회’는 앞으로 

매 분기 개최될 예정이며 BKPM을 중

심으로 각 인니 부처를 초청하여 한국

기업의 인니 투자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

   김병권 KOTRA 관장은 ‘한-인니 투

자협력위원회’는 ‘투자확대를 위해 우리기업을 실질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견 개진 수단’이라고 밝

혔다.

   한편 KOTRA는 지난 5월 1일 자카르타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기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활동을 지

원하고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아래표 참조)

자카르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 투자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의 투자지원 및 기진출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등 비즈
니스 활동지원과 인니 투자분야 경제협력 기회 발굴 및 확대를 목적으로 오픈

센터장: 자카르타 무역관장 겸임

전담직원: 본사직원 1명, 현지직원 1명

고문변호사 및 컨설턴트

구분 담당자 현지법인명/직위 업종 전문분야

고문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변호사 법무 기업법무

컨설턴트 이소왕 Doowang Consulting/사장 컨설팅 투자절차

컨설턴트 김하현 SPL Logistics/사장 통관 통관/물류

컨설턴트 장윤수 수은인니금융/부장 금융 금융

컨설턴트 한태기 Evergreen Hans/사장 컨설팅 세무

컨설턴트 최상민 자바베카공단/상무 공단 공단입지

위치: 자카르타 무역관내(GKBI 빌딩 21층)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 법률 자문서비스

상담시간: 주 1회(금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질의 내용을 무역관에 사전 통보 후 상담시간 약속

장소: 투자기업지원센터내 회의실

상담자: 이승민 변호사(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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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 장학재단,
5개 인니 대학교에 장학금 지원

   해마다 인니 유수 대학의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 학업을 돕고 또한 인니의 미래 지도자로서 육성, 한-인니 

교류 관계의 지평을 묵묵히 넓히고 있는 코린도 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이 금년에도 인도네시아 신학기를 맞이하여 5개 대학교에 

25명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지난 9월 17일에는 족자카르타 가

자마다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

립 보고르 농과대학교(18일),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19일), 자

카르타 국민대학교(20일) 그리고  26일에는 반둥 빠자자란대학

교에서 각각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대학

교, 가자마다대학교, 자카르타 국민대학교에는 한국어 전공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들은 한

국어로 답사를 하기도 하였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장

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 외에도 매년 우수한 인도네

시아 대학 및 대학원생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고 있다.

 

2. 가자마다대학교 장학금 수여식,
  앞줄 좌로부터 정무웅 이사장, Syamsul 문과대학장

3. 인도네시아대학교 장학금 수여식,
  앞줄 좌로부터 Erwin 학생처장, 정무웅 이사장, Arie 부총장

4. 보고르 농과대학교 장학금 수여식,
  앞줄 좌로부터 Yusuf 부총장, 정무웅 이사장

5. 자카르타 국민대학교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정무웅 이사장

1. 가자마다대학교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는 정무웅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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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에서 보낸 한가위
 

   2007년 9월 25일 오후 6시, 이역만리 타국 땅에 사는 족자카르타 

교민들은 두고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가위 잔치를 하기 위하여 하

나 둘씩 교민이 운영하는 아리랑식당으로 모이고 이미 오전에 Mini 

Golf 대회를 마친 교민들도 삼삼오오 잘쳐도 못쳐도 아쉬운 골프 후

일담을 하며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잔치시작을 알리는 최광수선교사님의 축복기도속에 교민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두고온 고향과 부모 친지들을 그리워하며 잠시 

상념에 빠졌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이라는 자부

심을 갖고 온교민이 애국가를 제창하였다. 추석에 웬 애국가? 하지

만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한데 모여 애국가

를 부를 수 있을까.

   이어서 조현보 한인회장의 인사말씀, 다같이 건강하고 행복하자

는 덕담속에 분위는 점점 무르익고, Golf 대회 시상으로 희비가 엊

갈리고 이어서 준비한 송편과 갖가지 음식으로 뱃속가득, 기분흐뭇 

말그대로 모두 만족. 오늘 만큼은 다이어트야 물럿거라 훠이~ 애주

가들은 삼삼오오 짝지어 벌써 조금씩 취기가 오르고.

   이어지는 2부순서, 교민들의 넉넉한 찬조속에 준비된 선물들 추첨

과 중간중간 이어지는 노래자랑, 아이들의 율동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고 이곳이 제2의 고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어디

서 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은

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다. 이국땅이면 어떠하리? 이

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두 모여 즐거이 나누고 배려하면서 사는 삶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어느덧 준비한 선물도 전부 나눠주고 아쉬

움을 뒤로한채 헤어져야 하는 시간, 매번 명

절 행사때 마다 족자카르타 한인회의 마무리 

노래가 되버린 가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란 

노래를 합창하며 족자카르타의 2007년 한가

위 잔치는 끝나고 있었다. 모두의 가슴속 깊

이 사랑으로 라면 안될일이 없다는걸 다시한

번 새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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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회, 한인사회 소개책자

IT’s KOREA 발행

   재인니한국부인회는 6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지난 10월 1일 교민사회와 한국문화를 

인도네시아와 외국인 사회에 소개하는 책자인 ‘IT’s KOREA’를 영어본으로 발행했다.

   IT’s KOREA는 한인기업 및 상점 소개, 한국문화, 음식, 복식, 겨울철 볼거리, 섬, 쇼

핑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외국인이 한눈에 한국과 인니 한인사회를 알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 대표음식인 김치에 관해서는 담그는 과정과 과학적인 분석

을 통해 자세히 다룸으로써 김치가 얼마나 과학적인 음식이고 청결하며 영양이 듬뿍담

긴 음식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부인회는 인니에서 현재 최대외국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한인사회가 아직 인도네

시아에 알리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데 동감하고 이 책자를 기획하게 됐지만 처음 시도되

는 책자기획이기에 책자 발행준비 시 한인기업등에 기획의 의도를 전하고 광고후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책자 발행 

후 여러 광고후원사에서 감사의 전화를 받게 그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부인회는 책자의 한정된 발행 부수로 인해 각 국제

여성클럽, 대사관, 한인회, 호텔로비, 골프클럽, 아파트, 

국제학교 등 공공 장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부인회는 

가까운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 소개책자만큼 좋은 선

물은 없을 거라고 전하며 개별적으로 책자를 받고 싶은 

교민이 있다면 요청자의 핸드폰번호, 책자사용처, 책자

를 받을 주소를 기입하여 koreawa@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면 책자를 송부받아 볼 수 있다.

현지와 외국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와 한인

사회를 알리기 위해 IT’s KOREA 소개 책자를 발

행한 부인회 임원들. 

좌측앞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애 서기, 이상미 

부회장, 김미혜 총무, 이애순 부회장, 이효순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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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男女배구, 월드컵 출전자격 획득

단에 따라, 남자배구대표팀은 이번 월드컵대회에 ‘와일드

카드’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한인회는 직접 배구선수단을 

만나 격려하였으며 배구를 좋아하는 교민 팬들도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에 들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여자배구대표팀도 오는 11월 2~16일 일본에서 열리는 

여자월드컵에 출전한다. 여자대표팀은 이달 초 태국에서 열

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2위에 올라 월드컵대회 출전자

격을 얻었다. 여자월드컵에는 개최국 일본과 아시아선수권

대회 1,2위인 태국과 한국이 진출했다.

   남녀 배구 국가대표팀이 나란히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

는 2007 월드컵대회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열흘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배구 연

맹 주최로 개최된 제14회 아시아 남자배구 선수권 대회에

서 남자대표팀은 2007월드컵 개최국 일본과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국 중국을 제외하고, 호주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2위인 한국은 다른 대륙 2위 팀들보다 세

계랭킹이 낮아 자력으로 이번 월드컵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

할 수 없었지만 ‘한국과 불가리아가 대회 흥행에 가장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국제배구연맹(FIVB)과 일본배구연맹의 판

지금 여기, 세상 모든 이들이 주어진 복을 한껏 누리기를...
- 인재 손인식씨의 서예전 <지금 여기> 개최 -

인도네시아에서 진한 필묵을 통해 아름다운 한국예술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재인니 서예가인 인재 손인식씨의 

개인 서예전이 지난 9월 20일 부터 5일간 끄망빌리지 문화홀에서 열렸다. 인재 손인식씨는 ‘복’을 주제로 한 이

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복’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그려내고 형식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서예

와 인도네시아 농가의 방아기구인 Lesung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예술이 곧 꾸밈임을 강조하였다. 

오프닝에는 대사관과 한인회, 수십명의 교민들이 참석하고 특히 이번 전시회를 후원한 리뽀그룹 관계자들도 참

석하여 진한 먹 향기에 흠뻑빠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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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과정 소식

학력신장에 중점을 둔 학교 운영
   2007학년도 교육의 초점을 학생학력신장에 두고 있는 본

교는 학력신장 방안의 일환으로 ‘자기주도학습’의 능력을 향

상시킬 ‘방과 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1학기부터 실시

된 자율학습은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

히 정착된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교 7학년에 재학 중

인 현예진 학생은 “ ‘자기주도학습’ 시간 동안 그날그날 배운 

과목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고 말했다.  정

규수업이 끝난 뒤 ASSP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전교생이 여기

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서 자카르타 시내지역의 스쿨버스 운행 시간도 4시 10분

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학기 및 방학 중 ASSP뿐만 아니라 

상위그룹 학생들을 대상으로 ‘JIKS심화반(JSP)’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이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상위 25% 이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화된 학습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특히 1학기 방학에는 교민 자녀

들에게도 기존의 ASSP반과 JSP반 수업을 개방하였다. 15일 

동안 개설된 JSP반의 국․ 영․ 수 전 과목에  참여한 ‘손신영’학

생(15세, JIS 재학)의 경우는 “국어 수업을 받을 기회가 없었

는데 수준 높은 국어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매우 좋은 기

회였고, 영어도 ‘IBT 토플’ 수업을 통하여 문제 유형 분석과 풀

이 방법 등을 실제로 접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였다” 고 하였

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에 밖에 받지 않은 레슨에 비해서 

15일간 계속 진행된 모국어 수학 수업을 통해서 수학 기본을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전하였다.

변해야 산다
   본교 재학생들은 재외국민특례입학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

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 국내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

쟁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국내 학생에 비해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의 유수

대학에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특례의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더 강화되는 각 대학의 선발규정과 특례

자격이 주어진 학생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입시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교에서는 “준비된 학

교, 준비된 학부모, 준비된 교사와 학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진학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강형

연 선생님의 대학입시 상황분석과  2주 동안 학생들의 진학

을 위해 한국 출장을 다녀온 이찬욱 선생님의 생생한 분석 발

표로 이루어졌다. 

  이번 입시 설명회 참석했던 학부모 최달자 씨(45)는 이 설명

회를 듣고 “더욱 더 마음이 급해졌다. 자녀의 진학지도 위해서 

입시에 대한 그동안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자

녀를 뒷바라지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구체

적인 설명회를 들은 재학생들도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학 중 봉사활동 실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오상준, 송삼순 선생님이 이끄는 1학

기 방학 봉사활동이 실시되었다. 이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도

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고아원, 양로원, 부랑아 

보호시설방문과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 등으로 다양

하게 진행 되었다.  고아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

색한 분위기였으나 차츰 어린이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을 위한 

하루를 보냈다. 양로원에서는 학생들의 용돈을 모아 구입한 재

료를 가지고 가서 꽃을 만들었고 이를 팔아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부랑아 보호시설에서는 배식을 맡아서 봉

사하는 하루를 가졌다.

  봉사활동의 절정은 7월 14일 땅그랑에서 실시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간단한 벽돌 나르기부터 

건물 철근골조 제작의 힘든 일까지도 현지 스텝들을 도우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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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진정한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

낄 수 있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이상돈(10 학년) 학생은 “너

무나 알찬 시간이었어요. 제 여름방학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

에 남는 일이었어요. 다음 기회에 또 참가하고 싶어요” 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학생회 임원수련회
   9월 14일부터 15일, 1박 2일간 본교 소강당에서 2학기 학

생간부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강의, 미니 체육

대회, 식사 준비와 식사, 리더십 강연(강사: 정혜정 선생님), 부

서별 교육활동 계획준비(학급회의 진행방법 및 전체 회의 진

행방법), 레크레이션, 실내 게임, 소감발표 등 모든 프로그램이  

보람차게 진행이 되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최은수 학생

(10학년)은 “각 학급에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간부들과 계

획적으로 구성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라고 그 소감을 전하고 있다.

톡 튀는 나만의 끼, Rock & Dance Festival
   9월 22일 (토) 오후에 JIKS 강당에서 이병철 학생회장과 공

한이 학생 부회장의 사회로 제 9회 ROCK and Dance Festival 

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 행사에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방송

부, 미술부, 밴드부, 행정실 등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행사의 

진행을 도왔다.  

 총 17개 팀이 행사에 참여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

루었고 함께 참여한 많은 학생들도 학교 공부에서 탈피하여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에 참가

한 김진우 학생은 “ 제가 좋아하는 드럼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 드럼에 빠져서 학과 공부에 집

중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죠” 라고 다부

진 각오를 보였다.

  초등과정 소식

토요 열공반 
   본교는 급변하는 대학 입학 제도의 흐름에 맞추고 학생의 학

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4,5,6학년 대상의 

토요 열공반을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고력 향상을 위

한통합 교과 논술반, 영역별 지도 강화를 통한 주니어 토플반, 

수리력과 문제 해결력향상에 초점을 맞춘 으뜸 수학반을 개설

하여, 한 차원 높은 실력향상을 도모하고있다. 현재 제 2기 열

공반이 지난 8월 25일에 개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반이 늘어나는 등, 학부모와 학

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들레반 과 보람반 
   일반학급에서 정상적인 학업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특수

학급(민들레반)과 기초적인 학습이 부족한 아동을 돕기 위한 

보람반을 운영 중에 있다. 민들레반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화, 목, 금요일 주3회 2시간씩 전문교사

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수교육 시스템으로 아동의 특성에 적합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는 

보람반은 주 2회 1시간씩 아동의 능력과 눈높이에 알맞은 기

초학습을 지도함으로 아동의 학습참여 및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ASSP ( After School Special Program ) 
   아동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학업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인 ASSP(After School 

Special Program) 강좌를 개설하여 3차 ASSP가 실시 중에 있

다. 이번 2학기부터 아동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영어 실력 향

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ASSP시간에 Cambridge Prepara-

tion English Class를준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영

어표준 능력 시험인 Cambridge Test를 준비하는 3단계의 코

스 중 하나로 마지막 3단계 코스인 “Young Learners Go”라

는 교재를 선택하여 지도할 예정이다. 강사들은 우리 아동들을 

잘 이해하고지도할 수 있는 본교의 경험 있는 원어민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영어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아동들이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인증시험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학력증진을 위한 학력고사 실시 예정
   본교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11월1, 2일에는 본교 어린이들의 학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시험지(영어는 제외)로 학력고사(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자 급수 인증제 실시
   올해부터 한자 경시대회가 아닌 한자 급수제를 실시한다. 초

등학교 기초한자 600자 중 500자의 음과 훈을 익히고 있으며 

지도가 끝나면 연 2회 급수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2~4학년은 

한자 읽기를 중심으로 80점 이상이면 통과되며, 한자 쓰기도 

평가하는 5~6학년은 70점 이상이면 통과되어 ‘한자 급수 인

증서’를 받게 된다. 한자 사용 능력 신장으로 독해력과 어휘력

이 길러지고 한자 문화권 시대에 다가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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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가 시작되고도 또 한참 비를 뿌리는 즈음 입니다. 메말랐던 땅에 우두둑 비를 쏟아 놓고 

12월을 넘어서는 때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뜨거운 햇볕을 먹이 삼아 건기에 그 단맛을 자랑하

는데 특이하게도 이 과일은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맛이 돋보입니다. 사워(Sawo)라는 

과일 입니다. 

   그 느낌이 감자 같기도 하고 또 감과 사과를 섞어놓은 듯 합니다. 그 모양과 색깔에서 열대 과일

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도 한 번 보았을 법한 친근함이 느껴지는 과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생김새가 동그랗고 큰 계란 크기만한 것이 낮 설지 않아 다른 어려운(?) 열대 과일들에 비해서는 

한번 집어보게 만듭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가끔 ‘사워의 그 맛’이 그립다고 한다는 말씀

을 전해 들으면 그래도 인도네시아를 제2의 고향으로 기억하게 하는 과일이라 생각 됩니다.

   사워의 학명은 Achras zapota. L이며, 식물학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종자식물문(Spermatophy-

ta), 피자식물아문(Angiospermae), 쌍자엽식물강(Dicotyledoneae), 감나무목(Ebenales), 사포

타과(Sapotaceae) 입니다. 사워는 sau 또는 Adam’s apple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sawau, keu-

pula, sabu, nani, natu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워는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나 멕시코, 서인도제도에서 유래된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미

얀마를 거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북동쪽으로 전해진 과일입니다. 자와나 마두라 

등에서는 1200m의 고도에서 잘 자란다고 하며, 기타지역에서는 500~700m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사워식물의 꽃은 햇빛이 충분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연강우량은 

2000~3000mm정도이면 잘 자라며, 섭씨 22~32도의 기온이 적당하며 젖은 땅이든 마른 땅이든 

어디서나 잘 자라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사워 열매는 계란 모양으로 지름이 6~7cm정도의 크기여서 손에 잡으면 동그랗게 딱 잡혀, 한 

입 베어먹기에 좋은 크기 입니다. 색깔은 아직 익기 전에는 갈색이며 거친 느낌을 주는데, 익어

가면서 연갈색으로 변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과일로 성숙해 갑니다. 육질은 아주 부드럽

고, 맛은 달면서 그리 시지도 않고, 그리 끈적끈적하지도 않습니다. 사워 나무의 껍질을 상처 내

게 되면 젖 같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치클(chicle)이라고 하여 껌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기에 만날 수 있는 과일,

사워(SA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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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타과 식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껌의 원료를 만들어 주어 인류

에게 또 다른 선물을 안겨준 나무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식물군입니다. 또, 사워 

나무는 값비싼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재배되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정원을 꾸

미거나 길가에 있는 가로수를 꾸밀 때, 가정집의 계단을 만들 때에도 많이 이용되

는 나무입니다.

   이 과일을 한의학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기미(氣味)는 한(寒) 무독(無毒)하고 

감고(甘苦)하며, 귀경(歸經)으로는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수태음폐경(手太陰肺

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과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으로 들어가게 됩

니다. 기미와 귀경으로 인해 청열(淸熱), 청심(淸心), 윤폐(潤肺), 하기(下氣), 설기

(泄氣), 파적(破積), 소종(消腫), 이기(理氣), 행수(行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강한 

한성(寒性)을 가지고 있어서 청열(淸熱)하게 하며, 상초(上焦), 중초(中焦), 하초(下

焦)의 수습운행(水濕運行)을 원활하게 합니다. 수태음폐경의 수액대사(水液代射)를 

도와 기순환(氣循環)이 잘 되도록 하니 윤폐(潤肺)하고, 이기(理氣), 행수(行水)하게 됩니다. 또한 고

미로 인하여 설기(泄氣)시키는 직능이 더욱 강화되니 파적(破積)하여 소종(消腫)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사워액을 이용하여 설사, 이질을 멈추는데 많이 쓰며, 기침과 열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다고 합니다. 앞서 한의학적인 접근에서도 보셨듯이 사워는 수태음폐경으로 들어가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폐와 표리관계에 있는 대장의 기능을 도우니, 기침 등과 같은 폐 기능 저하로 인한 

질환과 설사등과 같은 대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는 우수한 효능을 지닌 과일이 

되겠습니다. 사워의 씨는 신장이나 방광에 있는 결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면을 돕는 데에

도 쓰이며, 흥분을 가라앉혀 주어서 진정시키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물에게 물렸거나 벌 등에 쏘였을 때에도 가루로 만들어둔 씨를 유용하게 쓴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워를 12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수확하여 과일 그대로 즐기기도 하지만 시

럽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거나 식초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워파이도 만들어 먹고, 사워를 이용한 와인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워

를 구입할 때에는 갈색이 조금 연한 것이 잘 익고 맛도 좋습니다. 들어 보았을 때 손에 부드러운 느

낌이 드는 것이 그 맛을 더해줄 것입니다.

감자 같기도, 감 같기도, 사과 같기도 한 사워, 그래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과일,

맛을 들이면 그 부드러움과 단 맛에 자꾸 찾게 된다는 과일,

인도네시아를 느끼기엔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 같은 과일입니다.

- 솔한의원 원장   강 효 정 (kang4333@chol.com)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지난호 다운끄망이 사진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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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이사장은 일년에 한 두 번 휴가 겸 출장으로 한국에 간다. 한

국에 가서 먼저 하는 일은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인도네시아 대

학생들을 만나는 것. 그들과 같이 불고기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유학생

들의 애로사항들을 귀담아 듣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돌아와 차기 유학생들에게 시행

착오를 겪지 않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서 재단의 일을 꾸려가는 것이 그저 즐겁기만 하다는 정무웅 이사

장은 예비유학생들에게 손수 한국어를 가르치며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는 문화 전도사이기도 하다.

정무웅 이사장님의 간단한 이력소개 부

탁 드립니다.

  서울고와 서울상대를 졸업하

고 1971년 3월 당시 삼한기업건설

회사의 주재원으로 처음 인도네시

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 후 1985년

도 저희 회사가 코린도그룹과 협력

하게 된 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벌

써 36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코린

도 장학재단에 몸담은 지는 4년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과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재단 부이사장을 겸임하

고 있습니다. 

정 무 웅
코린도장학재단 이사장

장학재단 설립시기 및 동기, 역할 등 코

린도장학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

탁 드립니다.

  코린도장학재단의 설립 배경

을 말씀 드리려면 먼저 코린도그룹

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

다. 코린도그룹은 1969년부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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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

네시아에서 원목사업을 시작한 이

래 꾸준히 성장하여 인도네시아에

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이르렀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원목

사업은 정글지역에서 시작하였으므

로 현지인을 위한 필수시설이 필요

하였습니다. 원목에서 합판사업으

로 발전해 나가면서도 오지에 세워

지는 공장 주변에는 자연히 현지인

을 위한 주택, 도로, 급수, 전기, 학

교, 병원 등 모든 시설이 세워졌고 

그 모든 비용 부담은 회사가 책임을 

졌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코린도

그룹에서는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

장학생 선발 기준, 과정은 어떻게 됩니

까?

  저희 재단에서는 철저하게 

학력우수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

하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인도네시

아 각 대학에 있는 국제협력처(In-

ternational Office)에 장학금 수여

자 명단을 보고 받습니다. 국제협력

처에서는 장학금을 받고자 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접수 받은 후 선

별하여 코린도재단에 보고하고 있

습니다.

장학금 지원 형식과 현재까지 장학금 지

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단은 인니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거나 교환학생 형

식으로 한국에 유학을 보내는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코린도장학재단

은 설립 이후 최초로 1998년 1월 

27일 인도네시아대학교 학생 10명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

래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5개 

대학교에 연인원 460명에게 장학금

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부 터는 인도네시

아 유수한 대학생을 한국의 유학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

된 이후로 연세대학교 학부 교환학

생, 세종대학교 대학원 과정, 서울대

학교 대학원 과정을 포함하여 현재

까지 17명의 학생이 수학을 마치고 

귀국했거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

는 중입니다.

   재단은 코린도그룹에 근무하는 현

지인 직원 자녀에게도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지사원 자녀 장학금

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코린

도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지역의 

현지 사원들의 자녀들과 인근 대학

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재단은 한

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더 많

은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 한국어의 보급,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장학대상도 그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아가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발

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 책임의 일부를 실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좀 늦기는 했지

만 좀 더 체계적으로 기업이윤의 사

회환원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경영

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1997년 1월 

29일 각 회사에서 출연한 미화 백만

불의 기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

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받은 인니 대학생들과 현

지사원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장학금을 받게 됐으니 

좋아함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장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우호

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을 동경하게 되고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로 생

각하게 되고 보다 넓은 국제적인 시

인터뷰 하고있는 김재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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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납

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

의 큰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

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끈끈한 유

대감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

업과 문화사업은 유대감 증대와 세

계화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큰 구심

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나 

한국의 각 대학에서도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도

네시아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

국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우

호적인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들이 

해 야할 일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

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한국 유

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 중에서 

한국계 회사에 취직한 경우도 많아 

졌습니다.

올해부터 공과대학생들과 한국어 전공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장학금을 지급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장학지급 사업 계

획이 있다면요?

  최근에 가자마다 대학교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대학교와 자카

르타 국민대학교(UNAS)에 한국어 

전공과정이 생겨서 학생들에게 많

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원하는 학

생들이 점차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

래서 금년부터는 상기 3개 대학교에

는 한국어 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

유로서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점차 

한국어 붐을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

다. 최대 외국인 사회로서의 한인사

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어를 구

사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직원을 찾

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같

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키워내는 것

도 중요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

다. 장학금 수여

식장에서 대부분

의 학생들이 한

국어로 답사를 

하곤 합니다. 그

들의 한국어 실

력이 나날이 늘

어나고 있음을 

느낄 때 한국인

으로써 뿌듯함

을 느끼게 됩니

다. 다만 각 대학

마다 아직은 교

수 요원이 부족

한 상태이기 때문

에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을 갖춘 현

지인 교수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장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

다면요?

  재단에서는 장학생들과 유

학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만 학생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장

학금을 지원받았거나 유학을 지원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

스로 연락체계를 유지하게 함으로

써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이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

해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줄 예정입니다.

교민사회에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

  재단 일을 해 보니 인도네시

아인들의 반응이 좋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우리 한인사회에 많은 독지가

가 나와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도움

을 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

본은 정부의 주도 하에 많은 인니 학

생들을 일본에 유학시킴으로써 친

일 성향의 인도네시아인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부, 민

간 각계 각층에서 일본에 우호 한 입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도

네시아의 장학사업에 많은 도움을 

줘서 양국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

는데 일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

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장학

사업과 문화사업은 유대감과 세계

화를 이끌어 내는 최선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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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이사장

코린도 장학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 꼭 다시 가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국립

대학교 학사과정 중 코린도 장학재단의 지원을 통해 2003년 2월 부터 1년 동

안 교환학생으로 한국생활을 한 Irma Ekawati씨는 현재 대학을 마치고 인도

네시아에 주재한 ‘한-인니 산업협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에게 한국

은 유학생활을 통해 얻은 24학점만이 아닌 한국의 날씨, 음식, 안전한 대중교

통, 서울 도심 궁궐들의 아름다운 인상 등이 모두 섞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

아있다. 처음엔 낯설었던 한국 친구들과 외국 친구들과 함께 짬짬이 시간을 내어 전국을 돌

아다녔던 즐거운 여행과 연세대학생들의 영화작품에 연기자로 출연했던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말한다. 

   “코린도 장학재단에 더없이 감사 드립니다. 재단은 제게 유학장학금 이외에 새로운 세상에 

눈뜨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지나친 욕심일까요?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

다면 교환학생으로서 석사과정에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 ”.

   Irma 씨는 낮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경제를 공부하고 저녁에는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

를 열심히 갈고 닦았다. 그녀는 선배로서 예비 교환유학생들에게 꼭 이것만은 전하고 싶다고 

한다. “만약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꼭 어학연수를 하세요. 그리고 한국사람들과의 많은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

계를 지녔으면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어는 앞으로 아주 잠재력이 

있는 언어가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정무웅 재단 이사장

의 인터뷰가 있던날 

2003년도 코린도장학재

단의 지원으로 한국유

학을 다녀온 Irma씨(맨

왼쪽)와 2007-8년도 장

학금을 받은 인니 대학

생들이 코린도장학재단

을 찾아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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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언어, 민족, 종교의 공통점에도

끊이지 않는 양국간 분쟁은 계속 될 것인가?

   지난 8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가라데

선수권대회’의 인도네시아인 주심  ‘도날드코로피따’씨는 노

상에서 불법취업자로 오해 받아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 무차

별 폭행을 당한 후 중상을 입고 본국으로 후송되었다. 이에 흥

분한 인도네시아 시위대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타도, 

국교 단절 말레이시아’를 외치며 연일 과격 시위를 벌이며 항

의 했다.

   말레이시아 독립 기념일인 8월31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개

최 될 예정이던 축하연에 일부 장관과 히다얏 국민의회의장은 

참석을 거부하였고, 각 당은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

사의 소환을 포함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

에 요구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말레이시아 수상은 유도요노 대통령

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 사건에 대하여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가

까스로 사태는 진정 되었으나, 2005년 5월 동 칼리만탄의 ‘암

바랏’ 석유광구 귀속 여부를 둘러싼 양국관계의 앙금이 채 식

기도 전에 발생한 금번 폭행 사건은 인도네시아 국내의 반 말

레이시아 감정 악화에 불을 부친 결과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내의 반 말레이시아 정서, 그 배경 분석과 파문에 따른 양국

관계를 점검해 본다.

역사로 본 양국관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은 언어, 민

족, 종교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

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bangsa serumpun 

– 동포’라고 부르고, 함께 식민지 지배를 겪

는 등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나, 역사

적으로 돌이켜 볼 때 양국 관계가 그리 원만

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1945년 종전 후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

오 북부는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나, 영

국은 피지배 민족의 정치적 권리 인정을 선

언하였고, 1947년 말레이 반도 각 정치 세

력과 제 국왕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증

하며 ‘말레이연방’의 독립 준비를 지시하였

다. 그 결과 1957년 8월 31일 말레이연방

이 독립한 후, 1963년 싱가포르, 북 보르네

오(칼리만탄), 사라와크가  말레이연합에 통

합 된 후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연방이 성립

되었다. 

수카르노의 대 말레이시아 정책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하의 인도네시아는 

비동맹제국의 맹주임을 자처하며, 미.영국 

비판의 선봉에 나서게 되었고, 1963년 미, 

영의 지원 하에 독립한 말레이시아연방을 

수카르노 대통령은 ‘신식민주의 음모’로 몰

아 부치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경제, 군사적 

대결 정책을 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

은 보루네이에서 말레이

시아연맹 참가 반대를 요

구하며 쿠데타를 계획하

고 있던 북 보르네오 군

을 지원하며, 보루네오 

국경지대와 인근 해역에

서 군사행동을 개시하기

도 하였다. 특히 보르네

오 섬 북부 국경지대에

가깝지만 먼 이웃,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f    cus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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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이웃,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서는 1964년 양국간 게릴라전이 발발하여, 만 오

천에서 삼만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군이 말레이시

아 영토에 침범을 시도하였다.  이어 1965년 말레

이시아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됨

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는 이에 항의 하여 UN 을 

탈퇴하였다.  같은 해 말레이시아에 속해있던 싱

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해병대원 3인이 비즈니

스가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시한 폭탄을 터트려 

사망 3인, 부상 35인에 이르는 큰 사건이 발생하

게 된다.  3인의 해병대원은 싱가포르 특수경찰

에 체포 되어 1968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1965년 공산당 쿠데타 미수사건인 [9.30사건]발

생으로 수카르노가 실각하고 친 서방계인 수하르

토 정권이 탄생하여, 양국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66년 8월 양국간에 평화 협정이 방콕

에서 조인되었다..

1998년 통화위기가 부른 관계 악화

   그 후 통화 위기가 발생한 1998년도까지 약 

32년간 양국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중

앙집권제 하에 장기 집권에 성공한 수하르토 정

권 하의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을 중시하며 아세

안 제국의 리더로써 활약하는 등 말레이시아 정부

가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는 착실한 경제 개발로 

국민소득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인도네시아를 앞

서는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인도네시아는 1997년 

발단 된 아시아 통화위기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 

되고 경제는 IMF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는 등 양국

간의 정치, 경제에 명확한 명암이 드리워졌다. 

   한 정치학자는 “아시아 통화위기는 양국의 승부

를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서  인

도네시아 멸시 풍조가 만연하였고, 인도네시아는 

사사건건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하

는 등 양국관계는 다시 악화 일로에 놓이게 되었

다”라고 하였다.

경제, 교육부문의 역전

   양국관계가 정상화 되던 1960년대 말에는 경제, 교육 분야

에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를 모델로 하였으나, 1990년 

말 이후 완전히 역전되었다. 한 말레이시아 교수는 “1970년 

말레이시아의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언어가 영어에서 말레이

시아어로 전환 교육 되었다, 당시 말레이시아어로 각 과목을 

지도 할 교사가 부족하여 많은 인도네시아 교사가 초빙 되었

고,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도 많

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현재에는 도리어 인도네시아에

서 말레이시아로의 유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지

적하였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당시 말레이시아 석유가스공사인 ‘뻬

뜨로나스’는 인도네시아의 ‘쁘르따미나’의 경험과 적용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쁘르따미나

는 운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뻬뜨로나스는 세계

적으로 평가 받는 우량회사로 성장하였다. 

   국민소득도 2006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가 5,718불인 반

면 인도네시아는 이의 1/3 수준인 1,640불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인구 2,450만 명 대비 10배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인구

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1세기 들어 양국관계가 미묘하게 변

화하기 시작하였다.

아킬레스건 해외 취업 근로자

   현재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로 진출한 120만여 명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문제이다.  

그 중 약 80~100만 여 명이 불법근로자로 알려져 있으나, 정

식 및 불법 취업 여부를 떠나 이들 고용주의 끊임없는 학대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말레이시아로 진출한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 

악화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인도네시아에서 송출한 미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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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여권을 말레이시아 고용주가 보관한다’라고 하는 각서에 

양국이 조인 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

로 각 인권 단체와 ILO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인도네

시아 노동이주성 장관은 한 기자회견에서 유숩칼라 부통령이 동 규

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여전히 폐지 되지 않

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말레이시아 멸시 풍조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말레이시아, 특히 말레이시아 어에 대한 

멸시 풍조가 있다.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 어는 모두 말레이어

가 발전되며 형성된 언어로 양 언어의 어휘와 문장 구조가 거의 같으

나, 뉘앙스에 있어 다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배경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당시 영어가 주류를 이루어 독립 후에

도 근대적 단어들에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

도네시아에서 보면 다소 촌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말레이시아어로 비상구(emergency exit)는 영어를 그대로 

옮긴  ‘pintu kegawatan’ 이나, 인도네시아어로 보면 kegawatan(위

험) 즉 ‘위험한 문’이란 뜻이 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pintu daru-

rat(비상구)’이다. 산책을 뜻하는 jalan-jalan 은 말레이시아에서는 

pusing-pusing (두통)라고 하는 등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있

어 실소를 금치 못하는 말레이시아 표현들이 많이 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어가 말레이시아 인들에게 우습게 들리는 경

우도 일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인 sop 

buntut(꼬리탕)은 말레이시아에서는 둔부의 의미로 buntut을 사용하

여 ‘엉덩이 탕’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로 인해 많은 인도네시아인들간에 말

레이시아 어에 대한 멸시 풍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

유지하고, 양국은 주민을 이주시키지 않으

며,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1년 말레이시아는 동 섬에 선

착장과 리조트 시설을 건설하여, 인도네시

아는 건설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양국간에 

수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 보이지 않자, 1996년 10월 

수하르토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수상과의 

수뇌회담에서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키로 합의하였다.

   2001년 6월 첫 공판에 이어 수 차례에 

걸친 공판 후, 2002년 12월 국제사법재판

소는 동 섬에 대한 영유권이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17명의 판사 중 

16인이 말레이시아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

들은 그 근거로 ‘1930년대 말레이시아를 

식민지배하던 영국은 당시 동 섬에 대한 조

2005년 3월 8일 10여명의 수라바야 대학생들이 수라바

야 주지사 수르요의 동상앞에서 암바랏 광구에 대한 말

레이시아의 횡포에 항의하는 의미로 말레이시아 국기를 

밟고 불태우고 있다.

30년이상 지속 되어 온 영토 문제

   동 칼리만탄에 인근에 위치한 ‘시빠탄’과 ‘리기탄’의 영유권 분쟁이 

양국간 마찰의 원인이었다. 1967년경 양국은 해양법회의를 개최하

고, 동 섬에 대한 영유권이 불분명함을 상호 인정하였다. 양국은 서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협의에서 ‘현상(satus quo) 을 

f    cus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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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이웃,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류보호법을 제정하고, 동 섬에서 체취 한 거북이 알에 대한 세금을 부

과하였으며, 그곳에서 등대를 건설 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하

여, 영국 식민지를 승계한 말레이시아에 그 영유권을 있음을 인정한

다’ 라고 결론지었다. 

   말레이시아는 2섬의 영유권을 인정 받은 것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가스회사인 ‘뻬뜨로나스’는 동 칼리만탄 인근에 위치한 ‘암

바랏’ 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주장하며 인도네시아가 이미 이탈리아와 

미국의 석유회사와 제휴하여 놓은 구역을 2005년 2월 Shell사에 양

도 계약하였다.

   2005년 2월에는 동 광구에서 가까운 위치한 섬에서 등대를 건설 중

이던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말레이시아 해군이 잡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동 광구에 양국 군함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반 말레이시아 시위가 발생하였고, 각 매

스컴도 일전불사의 선동적인 보도를 전개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전쟁에 대비한 참전 자원병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양국수뇌와 외상은 회담을 통하여 사태의 진정시켰고, 현재 동 광

구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가 영유권을 유지하고 있다

연무 그리고 불법 벌목    

   영토 문제 이외로도 연무 문제는 인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항

공기 결항과 주민 건강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불이 주요 원인이지만, 말레이시아 업자가 관여된 불법 벌목과도 관

계가 많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한 국장은 ‘연무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벌목에 따른 삼림 파괴가 급증하여 산불의 원인이 되

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주요 일간지도 불법 벌목된 목재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환경보호 단체의 보고

서를 크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칼리만탄 북부지역에서의 불법 벌목은 인도네시아의 지방

정부 관리와 경찰, 산림청 직원 그리고 실제로 벌목을 행하고 있는 인

도네시아 국내 업자와 주민들이 말레이시아 업자가 함께  자행한 것

으로,  말레이시아만의 책임은 아니고 인도네시아 국내 부패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무와 불법 벌목의 방지 

대책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나, 양국은 

상호 비방에 급급한 실정이다. 

결론

   가라데 심판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단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도네

시아 국민의 악화 된 감정은 양국의 독립이래 지속 되어왔다.

   언어, 민족, 종교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독립의 배경이 완전히 

다르고 경제발전에서 인도네시아가 뒤쳐진 

반면 민주화에 있어서는 1998년 이래 인도

네시아가 대 약진을 보이는 등 쌍방의 공통

점이 도리어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관계에 있어 최대 과제인 인도

네시아 근로자 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결하

여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인

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근로자의 출국을 자

체 단속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더욱 적

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도네시

아 국내의 일자리 창출이 그 무엇보다 시급 

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

아 정부의 불법 근로자 단속 강화를 비판하

기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에 문제

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번역, 정리 / 황윤홍 편집위원

유도요노 대통령이 2007년 2월 22일(목) 오전 대

통령궁에서 압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수장을 영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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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가‘확’달라졌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가 확 달리진 모습으로 새학기를 맞았다. JIKS는 2007년 여름방학 

동안 동물들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물사육장 및 농장 조성, 교내 벽에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물 그림 벽화등을 그려넣는 등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교내 환경

개선 작업을 펼쳤다. 또한 칼라 보도블럭을 새롭게 시공, 초등학교 1층의 천장재와 바닥타일을 현대

식 스타일로 교체하고 조명 추가, 도서실 리모델링 등 학교 분위기를 한층 밝게 꾸몄다. 추가예산은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였으며, 특히 자연학습장은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학교에 기부한 기금으로 조성되었다.

교내 칼라 보도블럭 디자인 시공

  오래돼서 낡고 때묻은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칼라 보도블럭을 

디자인 시공하였다. 출입구 부분에는 나침반무늬를 넣어 방향

을 알 수 있으며 초등 건물 앞 메인 도로는 은행잎 무늬로 디자

인 하고 폭을 1미터 넓혀 학생들 등.하교 발길이 무척이나 가벼

워 보인다.

초등건물 복도타일, 천장, 

교실, 로비 Renovation

  초등건물 1층이 조도가 

낮고 천장이 낡아, 수업

환경이 열악하므로 천장

을 철재구조물로 대체하

고 최신형 천장재를 설치

하였다. 바닥타일도 나무

무늬 자재로 새롭게 시공

하였으며 로비 부분은 천

장에 할로겐 램프를 설치 

 

자연학습장(동물 사육장 및 농장) 조성 

  학교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조성된 동물 사육

장 및 농장에 동물우리를 신설하여 원숭이, 다

람쥐, 이구아나, 쿠스쿠스, 토끼, 새, 닭 등을 뛰

어 놀게 하였으며, 벽면에는 고구려 고분벽화

와 야생동물들을 참조하여 멋진 벽화를 조성하

였다. 개학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동물농장

을 찾는 학생들의 표정이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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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존 유리문을 스텐레스 통유리로 교체 시공

하여 밝은 학습분위기가 되도록 배려 하였다.

도서실 책상. 의자 교체 및 A/V 시설

  지난 5월 중 도서실에 서가를 보충하고 소파를 설

치한 데 이어 도서실 책상과 컴퓨터 책상을 white 

oak로 교체하고 LCD모니터와 Audio Video 학습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8월에 롯데장학재단으로부

터 2천 권을 기증받은 데 이어 11월에는 현대해운

으로부터 도서4천 권을 기증받을 예정이어서 학습 

센타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사

  중등 음악실이 그 동안 소음, 진동이 문제가 되었던바 흡음재

를 이용하여 새로이 단장 하였다. 교내 칼라 보도블럭을 시공

하면서 나온 폐 보도블럭은 학교 앞 주차장 부지에 활용하여 

낭비가 없도록 하였고, 운동장 수도시설은 초등학생과 중등학

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의 높낮이를 달리하였다. 

운동장 단상 옆에는 6m높이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지난 광

복절 행사에는 태극기, 인니 국기, 교기가 함께 펄럭였다.

1. 고교 건물 복도 천장 및 특별실 천장과 바닥 보수

2. 학교 담장 돌담 시공

3. 중등 음악실 흡음 공사

4. 운동장 디자인 타일 수도시설          

5. 중학교 건물 뒤편 통학로 및 쉼터 마련                 

6. 학교 앞 간이주차장 공사

자연학습장 개장
‘한류스타’ 장동건이 지난 2006년 3월 29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장동건은 3월 30일 기자

회견 및 팬 미팅에 이어 현지 기업인들 및 교민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그때 자카르타한국국제학

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미화 10,000불을 기부하였다. 이 기금을 귀중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고

민하던 중 신임 전호신 교장은 학교유휴 부지를 활용한 “JIKS 마을(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2007년 2학기에 마침내 개장을 하였다.

  학습장 내에는 동물사육장 및 농장을 조성하여 살아있는 동물들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물그림 벽화를 그려서 학교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

장 내부에는 원숭이, 다람쥐, 이구아나, 쿠스쿠스, 토끼, 새, 닭 등이 뛰어 놀게 하였으며, 현재 닭

들이 계란을 품고 있어 머지않아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와 어미 닭과 농장을 뛰어다니는 모습

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2007년 2학기 개학과 함께 개장한 동물농장에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찾

아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무척 밝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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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일 아침,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인 우리는 ‘SOLO INTERNATIONAL ETHIC MUSIC FESTI-

VAL’에 참석하기 위해 설레는 맘을 안고 SOLO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참

가하는 국제적인 무대 행사였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을까 걱정과 흥분을  반반씩 안고 SOLO에 도착한 

우리는 공항 주변에 밝고 아름다운 빛을 내며 피어 있는 꽃 들을 보며 안심을 하게 되었다. SOLO의 날씨는 낮

에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 났지만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 자켓을 입어야 할 정도로 일교차가 컸다.  그 

때문에 오전에 공항에서 본 꽃들이 색깔이 그토록 선명하였나 보다. 정해진 숙소로 이동한 우리는 여장을 풀

고 페레이드에 참가하게 되었다.

   음악제의 개막을 알리는 이 퍼레이드에 7개국에서 참가

한 각 팀들이 각각 나름대로 꾸며진 퍼레이드 카에 올라 행

진을 시작하였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치장이 된 퍼레이드 

차량들 때문에 카니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타게 된 퍼레이드 차량은 사실은 차가 아니라 소가 끄는 수

레 즉 ‘소달구지’였다. 처음 타보는 소달구지였기에 신기하

고 무섭기도 하였지만 모두들 용기를 내어 소달구지에 올랐

다. 드디어 퍼레이드 출발! 근데 이게 왠 일 인가? 거리에 나

서자마자 눈에 들어 오는 것은 거리를 빽빽이 메우고 있는 

SOLO 시민들... 퍼레이드 행렬을 지켜보며 열렬히 박수를 

쳐주며 격려해주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가득했다. 장장 

2시간30분간의 퍼레이드 동안 우린 한 번도 쉬지 않고 꽹 가

리 장단에 맞추어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AQUA통을 두드리

며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시민들

의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꿈나무로서 자부심’까지도  느

글 : 추이영(자카르타 어린이합창단원 / JIKS 6학년)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의

신나는 솔로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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꼈다면 좀 지나친 허풍일까?  SOLO에서 첫

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우리에게 가

장 중요한 날 이였다. 오늘 저녁 공연에 우리

가 무대에 서는 날이다. 오전, 오후 수 시간

동안 계속하던 리허설이 끝나고 드디어 공

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의 OPENING 무대가 바로 

우리들의 차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무대 위에 올

라간 순간, 8,000여 관객의 시선이 우리들에

게로 집중되었고, 우리 뒷면을 가득 메운 스

크린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에 너무 놀라 진

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인 합창

단 아닌가? 선생님의 정열적인 지휘로 노래

를 불렀고, 그 모습에 수많은 관객들은 따뜻

한 박수로 호응해 주었다. 특히 우리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각설이팀이 무대 밑으로 까지 

내려와 공연 할 때 에는 많은 관객들이 같이 

웃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어 우리들의 

어깨를 으쓱이게 했다. 끝으로 한국의 전통 

악기인 해금 연주를 할 때는 한국 고유의 가

녀린 선율에 모두가 빠져드는 모습이었다. 

공연의 마지막 우리는 SOLO 시민들이 가

장 좋아 한다는 BENGAWAN SOLO라는 노

래를 불렀다. SOLO에서는 이 노래가 한국

의 아리랑과도 같은 노래라고 한다. 노래가 

시작되자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 크게 박수

를 치고 휘파람을 불며 호응해주는 관객들

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짧은 2박3일의 일정 속에 가진 공연 여

행 이였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자카르타 한

인 합창단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멋진 순간

들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도 나의 귀

에는 BENGAWAN SOLO를 같이 따라 부

르던 SOLO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한 

퍼레이드를 할 때 보았던 어린 친구들의 맑

고 고운 눈동자가 착하고 순박한 SOLO시

민들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느껴 본다. 

음악으로 알게 된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느

낌, 이 느낌을 오래도록 나의 기억 속에 새

겨 두고 싶다.

정혜경 선생님이 전하는 상담실 편지

-상담실을 여는 자는 어둠과 절망을 닫게 한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성이 파괴되어가는 시대를 살면서 2가지 질

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일의 세대가 오늘 어떤 모습

으로 나타나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내일의 세대를 어떻게 인도

해야 그들이 그들 세대 사람들을 구하게 될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하기 앞서 우리는 먼저 내일의 세대를 책임

지고 나아갈 오늘의 청소년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는 주로 청소년의 일탈, 가출, 비행, 범죄문

제 등으로 청소년은 사회문제의 피해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

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체이며 위협으로 작용하여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으

로서의 정체감을 갖지 못한 채 특례입학, 입시위주의 교육, 자유롭

지 못한 환경, 좁은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한. 두 번의 잘못으로 낙

인이 찍혀져 다시 새롭게 도전해 보려 해도 올바로 보아주지 않는 

우리 주변의 편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지적하고 개탄하는 일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

나 먼저 이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고 치유하는 작업은 쉬

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덮고 보자거나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산재한 청소년 문제와 해결방

안을 생각하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해결 전망을 제시해

야 할 때입니다.

   이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

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1,300여명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과 100여명의 교사가 있는 JIKS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2005년 8월 29일 상

담실을 열었습니다. 2명의 상담교사가 월, 화. 금요일 수고하고 계

시며 상담은 1:1 면담, 전화상담, e-mail 상담, 집단 상담으로 이루

어지며 만 2년이 된 지금까지 약 180여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와 

340건의 상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

사, 학부모와 학교간이 간격을 좁히고 대화의 폭을 넓히고자 분기

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상

담실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잘못을 감싸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앞으로도 계

속 노력할 것입니다.

   V. Hugo는 “학교를 여는 자는 감옥을 닫게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을 여는 자는 어둠과 절망을 닫게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7년 9월 22일  JIKS 상담실 정혜경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

채용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이며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용을 말한다. 채용 즉 고용이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

는 법률행위이며,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는 말이다.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에 있어서 모든 일은 사람이 행하며 기업의 성과를 내고 성패를 좌우하는 것 역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채용은 기업활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자기업으로서의 현지사원 채용 및 관리는 그 중

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커미션 문화가 관례화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채용부분은 모든 비

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의 객관성, 엄정성,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원 선발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

1200여 한인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외향적으로 최대

의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

고 있지만 한인기업들을 보는 인도네시아의 시선은 그리 곱지 많은 않다. 이민국, 감

사국이 출동하면 우선 겁부터 내는 게 한인기업들의 현주소이다. 한인뉴스는 LG전자 

입사 후 1999년 인도네시아 법인에 관리부문 주재원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인사, 노

무, 연수,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는 방치영 부장(LG.Philips Displays 

Indonesia)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기업 운영 시 현지인 채용에서 퇴직까지 흔히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사례 연구를 통해 법규해석, 문제점 분

석 및 개선방향 제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채용 사례

Cikarang 소재 PT.A 공장
Cikarang 소재 전자업체인 A사에서는 1995년 

공장 설립 초기 약 1년간에 걸쳐 사무기술직 및 

현장사원 수 천명을 채용하였으며 생산 조기안

정화를 위해 사내외 교육은 물론 한국 기술 연

수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초기 사원들의 태도 

및 자질이 문제가 되어 현장의 빈번한 도난사

고 발생은 물론 생산성 및 품질 미달, 높은 이

직률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중

에 회사측에서 확인한 바 사원채용에 있어 인

사팀장 및 인사팀원이 지원자들로부터 채용 커

미션을 받고 채용을 하였으며 특히 혈연지연에 

얽매여서 현장사원은 물론 사무직 사원도 실력

을 떠나 본인과 연관된 인원을 다수 채용하였

고 채용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하였음이 확인

됨. 문제가 된 인사 Manager는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하는데 있어 많은 어

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

고 있는 다수의 문제인원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음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손실이 발생함.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문제점

1) 조직의 Performance 저하

현장사원이든 사무직사원이든 우수하고 성실한 인재가 채용되었을 

때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한 우수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

쳐 채용되지 못한 인재는 별로 조직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될 소지가 크며 이런 인원이 많아 질 때 회사 전체적인 성과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2) 불건전 조직문화

인도네시아는 커미션 문화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며 채용에 있어서

도 이런 문화가 상당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조직내에서 실력이 아닌 혈연지연 등에 얽매여 공정한 업

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직구성원간 시기 및 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싹틀 수 있다. 

3) 근무기강 

인성 및 태도를 검증 받지 못한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게 될 

경우 회사의 근간이 되는 근무기강 확립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시종무 시간의 준수, 근무 시간중 작업장 이탈, 야

간 근무시 취침, issue 사항 발생시 불건전 여론 조성 및 타 사원 선

동,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잔업명령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  



한인뉴스  35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

시사점 및 개선방향

1) 인사팀장 채용의 중요성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현지 인사Manager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규모를 떠나 얼마나 정직하고 합리적이

며 투명한 사고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인사 Manager로 채용되느냐에 

따라 향후 그 회사의 Performance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부분의 회사가 현지 인사 Manager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그 채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런 부분의 해결은 주변 회사의 믿을 수 있는 인원 소개 또는 현장 관

리감독자 중 사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덕망이 있고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인사 Manager로 발탁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검증되고 능력있는 인원의 확보를 위

해 인사 Manager의 채용은 반드시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고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 확보

채용의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기위한 검증과정 및 근거

를 회사의 규모에 맞게 객관적 채용절차로써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

를 들자면 1차 필기시험, 2차 인사부서 면접, 3차 사용부서 면접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종 면접 및 결정에 있어서는 한국 사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

이 우수인원 확보는 물론 상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채용비리를 일정부분 방

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엄정한 징계 및 보상 체계 수립

아무리 개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채용은 사람이 사

람을 상대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원평가를 통해(업무, 태도, 지식 등) 

우수사원은 급여인상, 포상 등 그 성격에 맞는 혜택을 문제사원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건전한 조직문

화가 싹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인력운영 형태의 다양성 확보

최근 사례를 보면 정규인원 관리상의 어려움(특히 해고 및 해고보상금 지

급)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Outsourcing을 하나의 대안으로써 많이 활용하

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외주인력 활용 또한 기존 인력관리상의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철저하게 사전 준비하고 진행함

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Outsourcing 관련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

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

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화: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커미션 문화가 관례화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특

히 채용부분은 모든 비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

분이기 때문에 채용의 객관성, 엄정성, 공정성 확보

가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원 선발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된다.



36  한인뉴스

   교도소, 감옥소, 교화소, 감방, 구치소, 유치장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 지는 

시설물, 죄를 지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 있는 장소, 인간이 인간에게 내리는 

징벌장소인 교도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

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서는 안 될 장소를 꼽으라면 나는 병원과 경찰(교도소) 등 

사법기관을 꼽고 싶다. 

   병원, 병문안을 가는 경우는 예외이나 자신의 크고 작은 병 치료를 목적으로 찾아가

는 경우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인들의 병문안도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 마음 아픈 일 일 수 있다. 경찰서나 교도소의 경우는 어떤가? 

아무리 착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모범되게 생활하더라도 자신은 물론 가족의 교통

사고나 사소한 싸움, 금전분쟁 등에 휘말려 경찰서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친절, 

봉사....”라는 경찰서 내외 벽에 걸려있는 많은 구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가 영화나 

운동경기관람 가듯 즐겁게 찾아가는 곳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런 장소는 자의든 타의든 찾아 가게  되는 것이 우리네 세상살이인 것 같

다. 이 두 곳의 시설물 가운데 특히 가지 않아야  될 곳이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교도

소라고 본다. 오직 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오면서 첫 일성

으로 기자 등의 소감물음에  “ 여러분 교도소는 올 곳이 못 됩니다. ”라고 소감을 밝

혀 오랫동안 흥미롭게 인구에 회자되었겠는가?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 공부를 배우

는 곳, 범죄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이라고 하여 범죄인들 사이에‘학교’라는 비어

로 사용되듯이 인간 군상들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도소인 것 같다.

   그러나 꼭 들러서는 안 될 교도소에 대해 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인으로서 쉽게 

접하며 지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선 경찰서 수사간부로 근무하면서 유치인 관리업

무를 경험하였고 이 곳 인도네시아 영사로 발령받아서는 크고 작은 범죄사건에 연루

되어 현지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중인 교민들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영

사면담을 하기 위해 가끔 방문한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옛말같이 

설령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와 처벌에 대해 전적으로 수

긍하며 죄를 달게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때로는 사법기관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

해 인정치 않고 때로는 상대방의 모략에 의해 자신이 처벌받는다는 등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영사는 이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우려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

교
도
소 
엿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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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된 교민들을 만나면서 

정당치 못한 법집행으로 구금되었다는 주장을 종종 받는다. 어떤 

경우는 나의 법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명 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현지경찰이나 검찰, 법원 관계자의 부

당한 처사를 힐난하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현상

은 사건처리 과정에 노골적으로 관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

가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면서 자신들이 처벌받을 경우 이들에게 

돈을 제공치 않아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었

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몸에 베인 경찰관 직업의식으로 인해 가끔은 부당함을 주

장하는 교민들의 요구가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나 그래도 

이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내가 영사이기 때문이고 팔이 안으로 굽

는다는 속담과 같이 이역만리에서 동포로서 같은 편이 되어주기

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나 역시 가끔 현지경찰이나 사

법당국자들에게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린다. 특히 그것이 한국민과 

현지인의 분쟁인 경우에는 더 심하게. 그래도 이 나라의 교도소니 

경찰서 유치장이니 하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법을 집행하는 곳이

고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해야할 외교관으로서 나는 그 곳의 수형

규칙이나 교도당국자들의 법집행에 대해서 이를 무시 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행동준칙에도 아랑곳 않고 이 나라 구금시

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엿보면 내가 스스로 정한 행동준칙은 정확

한 잣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임초기의 경험. “영사님 

어제 같이 감방에 있는 인도네시아 죄수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

다. 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요.” 내가 부임 후 일주일 만에 받은 한

통의 전화다. 교도소에 수형중인 한국인이 제기한 민원이다. 수형

자가 전화를 외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아해하며 그래도 문제

가 생긴 것이니까 교도관들 허락하에 전화를 한 것이려니 하고 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내가 어제 저녁 감방 안에서 배가 고파 라면을 

한개 끓여먹었는데 양이 차지 않아 한개 더 끓

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

다며 현지인 감방동료가 저를 마구 때렸습니

다.” 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서 유

치장을 관리 감독한 경험을 가진 나로서는 교

도소니 유치장 등 수형 시설안에서 죄수가 조

리를 직접 해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

가? 나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감방안에서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나

요?” “영사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

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이어

지는 그의 대답은 “돈만 있으면 가끔 여자도 데

리고 잘 수 있습니다.” 허허, 요지경이라는 생

각이 들면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요구대로 나는 그 교도소를 부임 후 첫 방문

하게 되었다. 교도소장에게 간단한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교도소장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교도소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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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풍모의 청년이 한 명 

사무실로 들어왔다. 나 말고 다른 방문객인가 하고 생각

하는 데 그는 나를 금방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자기가 

전화를 한 사람이란다. 움찔하고 놀라다가 더 놀란 일은 

그는 죄수복을 입지도 않았고 일반복장을 하고 있었다. 

분명 기결수로 알고 있는데 사복을 입고 있다니 푸른색

이건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줄무늬 티셔츠에 수형

번호가 찍힌 옷이건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대충 상황을 알아차리

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교도소에는 죄수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교도관 앞에서도 자유롭게 주

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는 모습에서 우리와 너무 다

른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교도관이 죄

수에게 매수되어 죄수가 담배를 한 개 피운 사실이 발각

되어 그 교도관이 관직을 떠날 정도로 엄격한 규율 속에 

수형자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교도소는 외

견상 상당히 자유롭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나의 생각은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철장 너머 보이는 다른 수형자들

을 보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간밤에 그가 

이용한 전화도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며 교도관 앞

에서 노골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사실상 묵인되며 필

요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외부와 자유롭게 통신이 가

능한 상황 아닌가? 이후 나는 구금된 교민들로부터 자

유롭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민원을 받았고 필요시 나

도 그들에게 연락하는 현지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

고 있다.  가끔 구금된 교민들을 면회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허술한 수형자 관리로 탈옥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넌지시 물어보자 “영사님 마음만 먹으면 탈옥도 가능

할 것 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그런 

말이 비단 땅굴을 파고 담장을 타넘는 위

험한 육체적 노력을 동원해서 탈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 지

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다. 그럼에도 내가 

부임하여 3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종종 발생하는 탈옥사건 빈

도 이상의 탈옥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

는 사실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무질서 가

운데 질서와 규칙을 갖고 교도행정이 이

루어진다고 봐야한다. 

  내친걸음에 한 가지 더. 오지 마을에서 

행정처벌법 위반혐의로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교민의 경우 직접 면회를 갈 수 없어 가끔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는다. 그는 중형 선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별로 수형 생활을 힘들어 하

지 않는 것 같다. 최근 교도소 주변에 집을 얻고 한국

에서 가족이 들어왔으며 자신은 아침에 출근하여 집으

로 가거나 하던 사업을 계속하며 저녁이면 교도소로 들

어가는 출퇴근 수형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소속만 교도

소 수형자이지 일반인과 별반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고 

봐야할 것 같다. 나는 가끔 이런 현상으로 인해 나의 경

험과 인식의 사고틀에 혼란을 겪는다. 형사소송법의 인

권보장이라는 큰 테제를 과연 우리나라가 잘 실천하는 

것인가 아님 비록 수형자라 할지라도 접견교통권이 보

장(?)되고 도주우려가 없는 수형자를 출퇴근시키며 관

리하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죄수라고 하여 죄수복

을 입혀 굴레를 씌우거나 흡연금지, 면회제한 등의 엄격

한 우리의 교도행정 시스템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정의 실현에 더욱 가까운 것인가를 곰

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화된 제도

를 가지고 있다는 자만에 찬 나의 인식을 다시 한번 되

짚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흡연이 자유롭고 외부로 전화를 할 

수 있다거나 라면 등 한국음식을 암암리에 먹을 수 있다

고 하여 구금생활이 일반인의 생활과 같을 수 없을 것이

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했듯이 외국에 살면

서 그 나라의 관습과 법을 준수하여 교도소에 안 가는 것

이 가장 편한 생활일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말한것 처

럼.“여러분 교도소에는 갈 곳이 못됩니다.”     

박화진 영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그 장벽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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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소 송(2)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7. 민사 소송의 종류

민사 소송에는 2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고와 피

고가 있는 일반 소송이 있고, 원고만 있고 피고는 없는 청원 소

송이 있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 소송의 판결문은 Putusan이라 

하며, 피고가 없고 원고만 있는 소송의 판결문은 Penetapan 혹

은 Ketetapan이라고 한다. 

8.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

8.1. Penetapan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을 Gugatan Permohonan 혹은 Gugatan 

Voluntair 이라고 부른다. 원고만 있는 소송은 민사상의 이해관

계 당사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유익(for the benefit of one party 

only)을 위한 사항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사항, 

제삼자와 분쟁이 없는 순수한 민사상의 사항으로 법률적인 확

정이 필요한 사항, 법원에 청원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인 이외에 

제삼자를 청원의 당자자로 끌어 드리지 않은 사항에 한한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Penetapan의 영향이 제삼자에게 지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 일반 소송 사건에서 원

고만 있는 소송에서 내려진 Penetapan은 공정 증거능력이 있

으므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Penetapan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를 들어 본다. 

8.1.1. 상속인 확인

8.1.2. 부모가 반대하는 혼인 허가

8.1.3. 혼인 금지 명령

8.1.4. 미성년자 혼인 허가

8.1.5. 결혼 취소 확인

8.1.6. 보호자 임명 

8.1.7. 입양 허가

8.1.8. 지적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한 법원의 명령 

8.1.9.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 소비자 관활 법원에 판결문 집행 허가 

8.1.10. 공정거래 위원회의 학정 판결문 집행 허가 

8.1.11. 불법행위 혹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추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조사 허가

8.1.12. 단수 주주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 

8.1.13. 이해관계 당사자의 주식회사 해산 명령

8.1.14. 공익을 침해하는 회사에 대한 검찰의 회사 해산 명령   

8.1.15.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이사회 혹은 감사회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허가

8.1.16. 법원의 확정 판결문 집행 허가

8.2.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 절차

8.2.1. 원고만 있는 소송도 원고와 피고가 있는 소송처럼 법정이 개정된다. 

8.2.2. 판사 1명이 재판을 한다.

8.2.3. 원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만 조사한다. 

8.2.4. 주장, 반박, 결론의 절차 없이 Penetapan을 내린다. 

8.3.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물

원고가 없는 청원 재판은 입증 의무가 100% 원고에게 있으

며, 증거물은 반드시 형식 요건 및 실질 요건을 갖춘 증거물이

어야 하다. HIR 민사소송법 제164조, RGB 민사소송법 제284조 

및 민법 제1866조에 규정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물은 다음

과 같다.

8.3.1. 서류, 문서, 서한, 글자로 작성된 것

8.3.2. 증인의 증언

8.3.3. 추정

8.3.4. 고백, 시인, 자백

8.3.5. 선서       

8.4. 원고만 있는 소송에 대한 제3자의 개입 가능

원고만 있는 소송에 이해관계 당사자 혹은 지방법원이 Pene-

tapan 청구자의 청구 내용대로 Penetapan을 내릴 경우에 불이

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고만 있는 소송 진행 

중에 지방법원에 청구자의 청구 사항을 기각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원고만 있는 소송에 개입하는 제삼자의 청구는 원 청

구자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제한된다.        

8.5.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 기각에 대한 상소

원고만 있는 청원 소송은 지방법원 단심제이다. 지방법원이 제

1심 법원이자 마지막 심급 법원이라는 뜻이다. 원고만 있는 소

송 청구자의 청구 사항이 지방법원에서 기각되고 청구자가 지

방법원의 기각에  불복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의 기각에 대하

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불허하며 대법원에 상소(Kasasi)만 허

용한다.

8.6. Penetapan에 대한 소송 청구  

지방법원의 허가 혹은 확인 Penetapan이 사실과 다르게 내려져

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방법원의 Pene-

tapan에 대하여 소송법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8.6.1.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의 Penetapan 무효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원고만 있는 소송을 청구했던 

사람을 피고로 해야 한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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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8.6.2. 대법원에 지방법원의 Penetapan 취소를 원고만 있는 소송

으로 청구  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피고가 없다. 통상적으

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8.6.3. 대법원에 지방법원의 Penetapan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원고만 있는 소

송을 청구했던 사람을 피고로 해야 한다. 

8.7. 일사부재리 원칙 배제

원고와 피고가 있는 재판은 법률주체(원고 및 피고)와 법률 목

적물(재판 목적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되어 반복 재판을 불허한다. 그러나 원고가 없는 소송의 경우

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피고가 있는 일반 소송 소장 등록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9.1.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수집한다 

상대가 계약을 위반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권리를 침해당

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은 승소해서 손해를 배상받

는 것이 목적이므로 승소 가능성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 상대

의 계약 위반 혹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수집과, 

원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수집이 필수 사항이다.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에는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

는 증거물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제

삼자가 제공하는 증거물, “예”를 들면 써베이어의 써베이 보

고서 등은 증거 효과가 높다. 민사소송은 자기의 주장을 입증

할 있는 증거물이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피하고 직접 

협상하거나 양측이 신뢰할만한 인물을 통하여 중재를 하는 방

법으로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권리를 침해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Claim을 제기할 상대인 

피고 선정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상대가 회사인 경우에는 유한 

책임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 무한 책임 사원(사주)만

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의 경우는 구성원의 책임 한계가 상이하므로 

누구를 피고로 할 것 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들

면,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이며 사장으로 “A”회사를 경영

하는 “B”씨가 “C”회사로부터 납품을 받고 물건 대금을 지

불하지 않은 경우에, “C”회사의 대표 ”D”씨는 손해배상 대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A”회사만 피고로 할 것인지 

회사의 대표이며 결정권자인 “B”씨와 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인 법적인 책임은 채무자

인 “A”회사에 있으나, “A”회사의 대표인 “B”씨가 회사업

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

권자인 “C”회사는 “A”회사는 제1피고로 “A”회사의 대표

인 “B”씨는 제2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

며, “A”사의 감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도 제3피고로 포함시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식

회사법에 회사를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거나 불법행위

를 범한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은 무한책임을 지도록 되

어 있으므로”B”씨의 불법행위가 법정에서 증명되면 “B”씨

도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도산되자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국외로 잠적해버린, 채

권자 특히 납품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몇몇 제조업

체들의 사건은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사후 법적 대응이 없어서 

장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의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의 국외 잠적을 

용납하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 혹은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사법 제도를 통하여 무한 책임을 물어 채권 회수를 시

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효

과가 있으며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공동 

목적 달성에도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9.3.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다

소송 청구처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물건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주소가 불명 시에는 최종 거주지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의 순이나,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

는 경우에는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

다.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살고 있는 피고에게 재판에 

출두하라는 통보서 송달은 인도네시아의 외무부와 상대

국의 외무부와 법원을 거처 전달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법원에 출두를 명하는 소환장이 피고의 이사 혹

은 주소 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 게

시판 및 일간지에 공시 후 피고 없이 재판이 진행되며 

원고가 승소를 하게된다.          
  

9.4. 피고의 손해 배상 능력을 조사한다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패소한 피고가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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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삼자 명의로 위장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사전에 피고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을 청구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이 필

요하며,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 하도록 소송 

청구와 동시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10. 소송 서류 작성      

거의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가 작성하나 변호사가 소장을 사실

대로 법리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소송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하다. 바람직하기는 의뢰인이 사건 경위 및 개요와 희망 사

항을 가능한대로 자세하게 적고 구두로 설명을 해주면 변호사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소장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의 인적 사항,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인 근

거 및 청구 내역이다. 

11. 소송 당사자의 인적 사항
 

성명(Full name), 별명, 상호(Full name), 약칭, 거주지, 소재지, 거

주지 혹은 소재지 불명 시에는 최종 거주지 혹은 소재지의 동장으

로부터 주소 불명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상은 필수 

기재 인적 사항이며 동명이인으로 인한 착오를 피하기 위하여 상기

한 사항 이외에 직업, 성별, 종교를 기재해도 무방하다.

12. 청구의 원인(소송을 제기하는 근거)

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는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2.1.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이나 반대로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한 접수증은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인 근거

가 되지 못한다.

12.2. 실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약정한 약정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도박을 금하는 실정법을 어기고 도박

을 하다가 도박에서 발생한 채권은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며, 현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사업을 하는 경우에, 현지

인으로부터 자신이 사주가 아니고 외국인이 실제 사주라는 약정

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하는 중, 현지인이 외국인 소유 사업을 현

지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외국인이 체결된 약정서를 근거

로 현지인을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도 외국인이 법

의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뜻이다. 차명 사업 약정서 자체가 실정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2.3.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 청구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를 갖지 못 한다. 

12.4. 사실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2.5. 청구의 원인들이 서로 모순인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2.6. 분쟁의 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귄리가 불명한 경우에

는 청구의 원인으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3. 청구의 취지(원고가 요구하는 사항)

“..............판결을 구한다” 로 쓴다. “예”를 들면 “피

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일금 Rp.100억을 지급하라는 판

결을 구한다”이다. 요구하는 사항을 분명하게 쓰지 않으

면 각하의 사유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하지 않

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하며, 원고가 청구한 내용과 동일하

거나 이하로 판결할 수는 있으나 청구한 내용 이상의 판

결은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Rp.100억을 청

구했으면 기각하거나 Rp.100억 이하로 판결할 수 있으나 

Rp.100억 이상으로 판결은 불가하다.

14. 가압류 

원고가 승소 시 손해배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소송 청구와 

동시에 피고의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

청할 수 있다. 공장 토지, 건물, 기계, 설비, 원주자재 재

고, 제품 재고, 은행 계좌, 채권 등 피고의 모든 재산이 가

압류 대상이 된다. 가압류 허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

며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되는 경우가 흔하다. 가

압류는 소유권 이전을 금할 뿐이며 피고의 사용권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가압류 해제도 재판부의 재

량에 속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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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저녁 6시면 자카르타의 밤이 시작된다. 모두들 하

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차도는 차량

으로 만원이고 빵빵거리는 경적소리로 요란하다. 교민들

에게 6시는 귀가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사업적으로든 친

목적으로든 가까운 식당에 들러 소주 한잔 기울이고 하

루의 일과를 논하는 자리가 시작되곤 한다.

   같은 시각 스나얀 경기장의 소프트볼 제4구장. 환하게 

라이트가 켜지고 미끈한 잔디밭 위에 TV에서나 볼 수 있

을 것만 같았던 폼 나는 유니폼과 기합소리를 연신 팍팍 

질러내며 땀으로 열심히 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코리아나 야구팀. 9월의 마지막 월요일 저녁, 한인

뉴스는 진정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았다.

   인도네시아는 왠지 더워 야구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사실 야구를 하고 있는 광경

을 보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기만큼이나 어려

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대충 세어봐도 20여 

명이 넘을 것 같은 멋진 유니폼 부대가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

   “인도네시아에서 야구를 할 기회가 없었죠. 

고등학교 때 현역선수로 야구를 했던 추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14년 전 인도네시아에 오고 

나서 줄 곳 골프만 했었는데 그게 야구만큼 빠

져들어가는 흡입력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

서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야구팀 발족 준

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은 올 11월경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구팀 창단을 위해 팀원들이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창단을 추진 중에 있는 성기호 코리아나 

야구팀 총감독 겸 부위원장의 말이다. 

   코리아나 야구팀은 오후 6시면 경기장에 모여 우선 

1주일 동안 굳어진 몸풀기 운동부터 한다. 그리고 감독

의 지시에 따라 공을 주고 받거나 배팅연습을 하고 각자

의 폼과 자세를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여 분의 휴

식 후 보통 두 팀으로 나누고 연습경기를 하게 된다. 이

제 준비하고 있는 팀답지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자못 진

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네시아라고 야구 못하나요?
‘코리아나 야구팀’을 찾아서

우리 모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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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감독은 말한

다. “야구는 팀워크 운

동입니다. 아마추어는 

프로가 아닌 이상 자주 

실수를 하게 됩니다. 

팀원들은 실수를 한 팀

원에게 격려를 해줘야 

하고 실수한 팀원은 부

끄러워하지 않고 동료

들이나 감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스스로를 

향상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9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이 벌이는 경기 특성상 경기에 못 뛰는 일

도 있지만 김감독은 모든 팀원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

록 배려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은 또한 야구팀의 가입조

건은 따로 없다고 한다. 약간의 가입비와 회비를 내고 야

구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으며 

실력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늘려가면 된다. 다만 팀에 

가입하고 나서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나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삼가면 되는 것이 가입조건이라면 조건이랄까?

   성기호 총감독은 팀원들간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

가 고스란히 가정까지 전해져 집안의 화목을 돕는데 한 

몫을 한다고 한다. 개인사업을 하는 한 팀원은 현재 신혼

이다. 업무에 쫓겨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모자라 항상 

아내로부터 불평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가 임신 3개월째 

접어든 시기에 야구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 불평은…. 안 

봐도 뻔하지만 아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내가 든

든한 후원자로 돌아섰다고 싱글벙글 이다. “당신 야구가 

좋아요?”  “네” “그럼 하세요. 하지만 월요일은 당신 편 

들어 줄 테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나에게 희생(?)해야 됩

니다” “…네…” 순간을 모면 하려고 약속한 것도 있는

데 야구를 하다 보니 이상하게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갖

게 되었다고 머쓱하지만 자신이 대견스럽다고 한다. 뜨

거운 기운이 물러나간 저녁이어서 일까? 연습경기가 한

창중인 경기장 내 벤치에는 아빠의 뛰는 모습을 보기 위

해 나온 몇몇 가족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무

척 밝아 보였다.

   매주 연습일 마다 코리아나 야구팀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이 날도 5명의 신입회원

이 새로이 팀에 가입을 했다. 모두가 직장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들이다. “야구가 9명이 하는 운동이라는 것 외에

는 야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 신입회원의 말

에 모든 팀원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한 신입회원은 같

은 직장 동료의 제안으로 생애 첫 글러브를 껴봤다고 한

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치고 신입회원들은 곧바로 연

습경기에 투입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야구인들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팀이 창단이 되어 다른 팀들과 경기를 개최하게 되면 자

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타국가 팀들과 맞붙게 되는 국제전

의 양상이 될 것이라고 김기덕 감독은 전한다. 현재 센툴

지역에 자체 전용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팀들이 야

구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면 그 능력 

또한 가장 우수하게 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일까? 고단

한 하루의 업무를 마친 후 이지만 연습에 임하는 모든 팀

원들과 처음으로 경기에 투입된 신입회원들의 눈 빛은 

그저 야구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여느 프로팀만큼 사

뭇 진지해 보였다.

   “앞으로 한인사회에 많은 야구팀들이 더 생겼으면 좋

성기호 총감독(왼쪽)과 김기덕 감독(우측)

성기호 총감독과 김기덕 감독은 학생 선수 출신과 직장인 야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베테랑으로서 홍기우 추진위원장과 함께 <코리아

나 야구팀> 창단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해오고 있다.

야구만큼 사회성을 강화하고 동료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없으며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야구 애

찬을 늘어놓는 진정 야구 애호가 들이다. 야구경기를 하게 되면 

가족단위로 운동장에 나와 응원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목

한 가정과 더 나아가 교민사회의 단합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믿

고 있다. 팀이 공식적으로 창단되고 경기를 갖게 될때 많은 교민

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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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하는 야구는 특성상 팀워크가 강조된다. 더욱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팀 이기 때문에 팀워크는 팀

을 이끌어가는 근간이 된다. 경기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 부분에 서로 격려해주고, 또한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가

면서 강한 팀워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걸음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리아나 야구팀의 앞날이 매우 밝아 보인다.

코리아나 야구팀

연습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연습장소: 스나얀 경기장 소프트볼 제4구장
(Century Park Hotel 앞 스나얀경기장 입구로 들어와서 왼쪽편)

등록비:100만 루피아

월회비:20만 루피아

유니폼,가방(무료), 글러브,신발(개인 부담)

헬맷,포수장비,배트(공동장비)

인터넷모임: http://cafe.daum.net/koreanabbclub

문의처: 서준형(0813-1843-6062)

겠습니다. 상대할 팀이 있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 팀에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민 2세들에게도 건전

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도 있으니

까요. 골프가 자타가 인정하는 한인사회 공식 운동이 되

어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겐 

좀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팀원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말이다. 팀원들 대부분이 

골프 애찬가이기도 하지만 이젠 야구 애찬가로서 소리를 

높인다. “비용 면에서나 주위의 시선 면에서나 골프는 왠

지 학생들에겐 맞지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

절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교민 2세들에게 소속

감과 결속력 강화, 이를 통해 예의 범절을 자연스럽게 채

화하는 데 이만큼 좋은 운동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리아나 야구팀은 창단 11월에 예정되어있는 팀 

창단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야구팀 창단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지인들과 감독 몇 

분과 교민들을 모시고 첫 공식 경기를 치르게 된다. 가족

들과 교민들 앞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의

지일까? 밤 10시 30분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엔 비

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팀워크로 똘똘 

뭉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

는 건 언제나 설램 그 자체이다.

신입회원들(왼쪽)과 즐겁게 맞아주

는 선배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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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편집위원과 

함께읽는 

이달의 책!

마인드 세트  존 나이스비트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석학이며 미래학자인 존 나이

스비트.  그는 1980년대 “메가트렌드”로 트렌드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시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특히 약 4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예측이 거의 다 들어맞았다는 

점에서 그의 통합적인 사고는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메가트렌드 시리즈 

이후 오랜 만에 내놓은『마인드 세트』는 수십 년 간의 미래학 연구의 정수를 집대성

한 것으로 ‘21세기의 향후 50년’을 예측해서 큰 값어치를 지닌다.

   먼저1968년 이후 꾸준히 미래학을 연구해 왔던 저자가 미래 예측을 갖추어야 할 태

도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총 11개의 마인드 세트로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 즉, 갈릴레오나 아인슈타인, 혹은 현재 비즈니스계

의 영웅들이나 이단자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자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의 

마인드 세트를 세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마인드 세트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주입시킨 마인드 세트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

는 마인드 세트, 즉 사고방식을 조절하고 수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마인드 

세트’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절하고 수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마인드 

세트에 대해 저자는 11가지의 팁(마인드 세트)을 주고 있다. 예컨대’미래는 현재에 

있다’거나 ‘성과를 얻으려면 기회를 활용하라’는 등의. 이러한 마인드 세트로 미

래를 준비할 때 우리의 삶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제2부 미래의 그림쪽이다. 문화, 경제, 중국, 유럽, 진화의 

시대 등으로 장을 나누어 미래사회를 바라본 내용인데, 여러 가지로 참고할 만한 것

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2장 경제 국민국가에서 경제도메인으로를 재미있게 보

았는데, ‘경제적 경계선은 국가가 아니라 경제 도메인 Economic Domain을 따라 그

려질 것’이라는 저자의 예상은 두고 두고 주목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90년대 초

반에 문명권으로 나라들을 나누었던 문명충돌론이 한 동안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

는데, 어쩌면 당시 주장보다 더 그럴듯한 주장이 아닐까.

   물론 경제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기업과 도전적인 사업가들이 할 일이며 정

부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된다는 주장으로 자칫 정부의 역할마저 축소시키는 듯이 들

리기는 하지만, 기존의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그런 쪽으로 사회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앨런 피즈 & 바바라 피즈

   전 세계 33개국에 번역 출판되어 

1,200만 연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 남

녀 심리 필독서이다. 이 책은 남녀의 두

뇌구조, 공간지각력, 언어구조, 감성체계

와 논리구조가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다

르다는 과학적 주장을 생활의 실례를 들

어가며 재미있게 설명하고, 남녀가 이러

한 서로의 차이를 이해,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 평화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

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다. 남녀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일상생

활 속의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 대화, 생

각 등이 익살스런 카툰과 함께 실려 있

어 읽는 재미가 한결 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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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잔꽃 원피스
치마가 심하게 길다는 생각

이 드나요? 하지만 이런 부

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무늬가 화려하고 색감이 강

할수록 액세서리는 좀 단순하

게… 우린 아직 프로가 아니

니까 실패할 확률이 있거든요. 

나의 만족이지만 남들이 봐도 

이쁜게 좋잖아요^^

Women & Beauty
이번 호에는 간단한 저녁 모임을 위한 평범하고도 약간은 화려한 듯한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느낀 저녁 

모임은 뭐랄까.. 한국 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더라고요. 또한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닌 흔한 일

이고요. 한국에서는 호텔에서 식사 약속이라도 하면 아주 점잖은, 일년에 한두 번 입을 법한 정직한 블랙 정장을 찾아서 

진주목걸이 하나 매칭시키는 것이 가장 큰 예의 있는 차림이었죠. 자주 이런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핑크나 파스텔 계열

의 정장 정도였죠. 그러나 이곳에선 느낌이 좀 강하다 싶은 옷이 더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도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레드 단색원피스
아마 가장 꺼려하지만 한번쯤 

입어보고 싶은 컬러가 아닐까

요? 혹 넘 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접으시고 디자인이 좀 

무난한 걸로 시작해 보세요. 

절개가 많거나 깊게 파인 레

드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겠

죠? 액세서리는 강하지만 단순

한 걸로 하나 하구요. 무난하

지만 강한 레드~ 완벽하게 소

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블랙 단색원피스
참 평범해 보이지만 입으면 꼭 그렇지 만도 

않아요.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것인데 솔직

히 아직 이걸 입고 밖에 나간 적은 없습니

다. 앞뒤로 많이 파였거든요. 저도 이거 걸

치고 와인 파티 하는 곳 가고 싶어요. 검은

색의 장점은 가디건을 걸친다던가 액세서리

만 바꾸면 여러 번 입어도 남들은 다른 옷

인가 보다 한다는 거죠.

팁> 블랙하고 진한 그린색은 정말 잘 어울

리는 친구인데 진주나 혹 레드로 강하게 표

현하시면 옷 한 벌로 여러 가지 느낌을 살

릴 수 있어요.

나비 프린트 원피스
나비는 여성스러움을 표현하

는데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

각합니다. 색감이 강하다고 고

민하지 마시고 만약 민소매가 

걱정되시면 블랙 볼레로나 아

쿠아 색의 볼레로를 살짝 걸

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마무

리 액세서리도 여성스럽게 하

세요. 체인을 길게 떨어뜨리는 

느낌으로요.



한인뉴스  47

윤선영의 코디제안

쉬폰 아쿠아 원피스
쉬폰 소재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한 벌 정

도는 구입하시는 게 어떠세요?

소재만으로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이 옷은 

hi-line이라서 마르신 분도 커버가 가능하

구요 통통하신 분들도 배 부분을 많이 커

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폰 소재는 한 

치수 큰 것을 구입해도 좋아요. 쉬폰 소재

가 꽉 끼는 것처럼 보기 민망한 건 없습니

다. 사실 이 옷은 66사이즈인데 첨엔 살이 

너무 빠져서 좀 있어 보이려고 구입했는데 

지금은 몸을 가리려고 입습니다. 55를 구입

했었다면 힘들었겠죠? 좀 화끈한 크리스탈 

귀걸이로 기분을 업 하자구요.

호피무늬+블랙원피스
쉬폰+블랙

이젠 응용을 한번은 해야겠

죠? 블랙의 다양성과 쉬폰의 

여성스러움이죠. 근데 무난

해요. 그래서 허리 액세서리

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실크 원피스
은색과 핑크는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내죠. 진주와는 더 없이 친근

한 관계겠죠? 그래도 너무 평범한 

건 싫어서 아기자기한 귀걸이를 

하려구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늬가 큰 옷은 액세서리는 단순

하게, 볼레로도 올이 굵은 것보다

는 얇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길입니다.

다음 호에는 기본스커트와 어울리는 윗도리(블라우스, 니트)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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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 Health

5년은 젊게 만드는

페이스리프트 메이크업의 비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다 보면 새삼 느끼는 것이 한국과는 달리 다양한 인

종들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 이지요. 그들을 가

까이에서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쉽게 그들의 나이를 짐작 할 수 

없다는 것 이지요.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자연환경 등 에 의해 나이를 짐작하기 어

렵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는 시

각에서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나이를 실제보다 5~10년 정도를 어리게 보고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곳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적도의 태양 아래서 육체적으로 성숙해

지는 속도와 그에 따른 노화의 속도가 우리 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겠

지요. 한국 사람들은 4계절의 기후에 따른 식생활 등의 자연적 요소와 높아진 국민

소득 덕택에 자신의 외모를 꾸준히 가꾸는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 때문이라 하겠지

요. 이렇게 나의 나이를 5~10년 정도 적게 보아주는 그들을 대할 때 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 이지요. 한국의 “동안“의 돌풍에 의해 메이크업만으로도 성형 

수술이나 서머지 시술을 받지 않고도 5년 이상을 젊어 보일 수 있다고? 바로 “페이

스 리프트 메이크업”에 감춰진 마술입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쳐져 보

였던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그 결과 5년전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 

   옆 사진의 유 영숙(36세)씨의 예를 보면 유 영숙씨의 얼굴 형태에서는 부각시켜

야 할 점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여성스럽고 소녀적이라는 점으로 많은 색조를 사용

하지 충분하다는 것이고, 커버해야  할 단점은 피부가 얇으면서 눈가에 기미가 조

금 많이 있는 상태이고 코 주변에 붉은 기 또한 있어서 이 부분을 커버하는 데 주

력해야 하지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가의 기미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크림 타입의 컨실러, 이때 손대신 브러시를 사용하면 밀착

력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얇게 발라지게 되지요. 면적이 넓다면 피부 톤이 따로 나

뉘어 보이지 않도록 한 톤 으로 자연스럽게 바르는 것이 관건이지요. 파우더가 함

께 들어있는 컨실러 키트가 유리하고,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하고 그 위에 시

어 파우더를 바르면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코 주변의 붉은 기 역시 

컨실러로 커버하면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블러셔의 중요성이 높아지죠, 볼 부분에 혈색

을 불어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밝아 보이고 피부

도 탄력 있어 보이게 되지요. 블러셔 색상은 운동을 하고 난 후

의 발그레한 정도 이어야 발랐을 때 어색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건조한 피부라면 촉촉한 느낌이 드는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추

천 합니다.

글 : Fibi Esthetic 원장 김연경

(021-72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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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bi 씨의 메이크업 제안

5살 어려 보이는 스킨케어 & 메이크업 원칙

자외선차단제는 필수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시(햇빛에 노출 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요. 특

히 40대 이상의 주부들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베이스 메이크업의 한 단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드물지요. 최근에는 메이크업 베이스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함께 있는 제품도 나와 있으므

로 적절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과 잔주름등 피부노화를 막고 건강

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이지요. 그것도 귀찮다면 이곳이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SPF 지수가 20 이상인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는 것도 도

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크림을 꼼꼼히 발라라

20~30대의 여성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아침 기초 단계, 이것저것 바르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아

직까지 피부 탄력에 자신이 있어서 기초 제품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름은 순식

간에 생기는 것 이지요. 아침에도 기초 제품을 꼼꼼히 챙기고, 특히 아이크림은 빠뜨리지 말고 발

라 주세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피부 건조를 막아주어 메이크업을 해

도 한결 촉촉해 보인다.

컨실러에 도전하라

피부 잡티를 감춰주는 컨실러는 나이 들수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러나 사용이 어

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손에 익으면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처럼 손쉽게 되지요. 

나이가 들수록 짙어지는 눈 밑 다크서클이나 기미, 주근깨 등의 잡티를 숨기는 데에도 매우 유용

하지요. 손가락이나 컨실러 전용 브러사를 사용해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잘 스며들게 하는 

것이 요령 이지요.

파우더 사용은 소량만

파우더의 기능은 유분기를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연장시키는 역할도 하지

요. 단, 너무 과도한 양의 파우더를 바르면 얼굴이 창백해 보이거나 부자연스워 보일 수 있지요. 소

량의 파우더를 발라 유분기를 잡아주고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파

우더를 꼭 발라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블러셔를 빼먹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생기는 점차 사라지지요. 발그레하게 건강했던 피부도 사라지고 피부의 윤

기도 점차 매 말라 사라지게 마련, 이러 할 때 하얗게 스킨 메이크업만 하면 오히려 혈색이 없어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 있지요.이때 블러셔를 잘 사용하여 생기 있는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

지요. 블러셔를 바를 때는 퍼프를 사용하지 말고 커다란 브러시로 살짝 터치하면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지요.

펄 섀도를 활용하라

펄이 함유된 셰도는 눈을 부어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여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

나 눈에 포인트를 주기에는 좋은 아이템 이지요. 너무 넓게 펴 바르지 말고 눈가나 언더라인에 부

분적으로 사용 하시면 좋습니다.

립글로스와 친해져라

많은 주부들이 립글로스는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그러나 립글로스는 촉촉해 보이는 입술로 표현해주

며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지요. 립글로스의 끈적이는 느낌이 부담스럽다면 촉촉하게 표현되는 

시어 타입의 립스틱을 사용 하세요.

중간색의 립스틱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짙은 컬러의 립스틱을 많은 분들이 선호 하지요. 그러나 짙은 컬러의 립스틱은 완벽

한 피부표현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결점을 도드라지게 하고 입술만 떠 보이기 쉽지요. 지나치

게 밝은 컬러 역시 피해야 할 아이템. 라이트 브라운이나 베이지, 로즈핑크 정도가 좋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나는 중간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매트한 것은 피하는 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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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룻 가는 길. 끝없이 펼쳐지는 전원 풍경을 보면 초록 바

람이 전하는 기분 좋은 예감이 있다. 흔히 인도네시아 사람

들은 가룻이라면 도돌을 생각하지만 산, 해변, 폭포와 호수

를 빼놓고 가룻의 낭만을, 그리움을, 자연을 이야기할 수 있

을까? 소란한 도시 생활로부터 벗어나 나비 한 점 보이지 않

은 들길을 혼자서 걸으며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다면 가롯행을 권하고 싶다. 석양이 질 때 마을 전체가 불

타오를 것만 같은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느릿한 대나무 뗏

목을 타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역행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다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자바의 스위스” 

   가룻은 “순다인들의 마을”로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는 

“자바의 스위스” 로 불리며 반둥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주위는 맑은 물의 호수들과, 자연 그대로의 산들로 어우러져 

있으며, 그 중에는 활화산도 있다. 가룻 정부는 유명한 7곳

의 여행지들을 발전시키고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잠재력이 많

은 가룻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SKW(Satuan Kawasan 

Wisata)를 추진하고 있다. 

   가룻에 가면 넓고 아름다운 호수들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

나는 하얀색의 물로 유명한 Talaga(호수) Bodas(흰색)로 가

룻 시내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자신을 산정호

수처럼 맑고 투명하게 가라앉히고 싶다면 Bodas 호수를 권

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가룻 시내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

에 위치한 Situ(호수) Bagendit으로 물 자전거로 호수를 돌아

볼 수도 있지만, 뗏목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느릿한 대나무 

뗏목 위에서 호수를 느끼며 소리 죽여 흐르다보면 내가 나

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입장료도 어른 Rp.1000, 어린이 

Rp.500로 상당히 저렴하다. 

   수영을 좋아하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한

다면 Cipanas에 머물러라. 이 지역에서는 산 광천수로 채워

  해발 700미터에 놓인,

‘자바의 스위스’ 가룻(Garut) - 2 편
글 : 사 공 경 / JIKS 사회과 교사

인니 문화탐방

진 따뜻한 물의 수영장을 만날 수 있다. 가룻에는 화려한 숙

박 시설은 없으나 호텔 Tirtagangga 정도면 편히 온천욕을 

만끽할 수 있다. 또 낭만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Kampung 

Sampireun에 묵으면 된다. 활화산들이 주위에 있으며, 유명

한 분화구는 지난 호에 소개한 Papandayan 외에도 23개의 

분화구를 가진 Komojang이 있다. Komojang으로 가는 길에 

증기 파이프들로 된 지열 발전소를 볼 수 있는데, 수력, 화력 

발전소만 귀에 익은 우리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인다. 가룻에

는 분화구 이외에 해변, 전통 마을, 전통 공연, 레프팅 등 관

광자원이 많은 곳이다. 

네개의 폭포(Curug) 와 전설

   아름다운 자연 폭포들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더 흥

미로운 곳이 되기도 한다. 예로  Jangkurang 마을에 있는 폭

포 Cimandi Racun는 Curug Cibuni(큰 소리) Racun(독)으로

도 불리운다. 이 폭포는 오래 전 내란을 피해 아름다운 공주

가 은신해 있던 곳인데, 결국 그곳에서 공주는 유괴되어 독살

되었다. 그래서 이 곳은 Curug Cibuni Racun이라는 이름으

로도 유명하다. 공주의 恨때문인가. 폭포는 그 이름처럼 우뢰 

같은 소리를 내며 흐른다. 

   Pasawahan 마을의 Citiis 폭포는 Jawa Seantero 섬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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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즐겨 모였던 곳이라고 한다.  Ciitis 폭포수의 근원은 Gunung 

Cuntur로, 그 산은 2개의 샘물이 있어 따뜻한 샘물은 Cipanas로, 또 

하나의 차가운 샘물은 Curuf Cities로 흐른다.

   이 외에도 2개의 폭포수가 더 있는데 Orok 폭포라고 불리운다. 언

제까지나 푸를 것 같은 하늘을 보며 끝없이 펼쳐지는 빛나는 차밭이 

있는 곳에 이 폭포가 있다. 그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여기에도 슬

픈 이야기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1968년 한 젊은 미혼

모가 아기를 폭포의 꼭대기에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아기를 뜻하는 

Orok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두 개의 폭포 중 큰 폭포는 엄마를 

뜻하고, 사랑스럽고 이쁜 폭포는 아기를 뜻한다. 그래서인가 큰 폭포

가 작은 폭포를 감싸 안은 듯하다.

   가룻 지방의 폭포에 관한 전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Sanghiyang 

Taraje 폭포에 관한 전설이다. Sangkuriang은 별을 따 달라는 사랑

하는 Dayang Sumbi의 청을 들어주고자 하늘로 올라가 별을 딴다. 이 

폭포 근처에 거인의 발자국 같은 Sangkuriang의 발자국이 돌에 새겨

져 있다. Sangkuriang의 사랑만큼이나 강렬한 폭포가 거침없이 떨

어진다. 폭포 바로 밑에 있던 돌에서 주민들은 Sangkuriang이 딴 별

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한 마리의 커다란 뱀장어를 자주 목격했다

고 한다. 

 

8세기에 세워진 Candi CANGKUANG

   문화 탐방이나 참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Candi CANGKUANG, 

Makam keramat Cinunuk, Makam linggaratu, Makam Keramat 

Gogog, Malam Jagar Umar Sidi와 같은 고분이나 사원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CANGKUANG 사원은 8세기에 건축된 서부 자와 지역의 

힌두교 탑으로 묘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사원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인도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다. 

CANGKUANG 사원은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한 시골길 옆 호수 안에 

위치한 작은 섬에 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BAMBOO(대나무) 뗏

목을 타야 한다. 전통적 교통수단인 대나무 뗏목은 이 호수와 잘 어울

린다. 물과 맞닿은 부분은 이끼로 색이 바랜지 오래지만 이 때문에 오

히려 운치있게 느껴진다. 관광객들은 대나무 뗏목을 타고 섬으로 가

는 물길에서 문명과 자연의 비교와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민초

들의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가룻에서는 16Km, 반둥에서는 54Km떨

어진 LELES를 경유하는 미니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내려서 호수까

지는 마차(Andong)로 가는데 논길과 곳곳의 연못을 지나며 신기하고 

짧은 관광을 즐길 수 있다. 호수까지 30대의 안동이 움직일 때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그 모습 또한 장관이다. 재미있는 것은 힌두사원 바

로 옆에 자바 지역 이슬람 첫 순교자의 무덤이 있다. 인도네시아인들

의 종교에 대한 포용성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신념을 사랑한 순교자와 

함께 하는 여정은 이교도일지라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가룻 - 2

전통 힌두촌 Kampung Adat Pulo

   Candi Cangkuang 근처에 많은 무덤이 있는 것은 

사원 주변에 전통 힌두촌인 Kampung adat Pulo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Kampung Adat Pulo는 

특이하고 흥미 있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시골은 6자(字)를 소중히 여기는 

힌두교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하면 6세대를 

지키기 위해 분가시키기까지 하며 6가구의 집만

을 고수하였다. 각 집안에는 두 명의 가장이 있어

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혼한 가정이 있다면, 그

들은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 가장이 죽었

을 경우에만 그 마을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집들의 

위치는 각 3집씩 한 줄로 마주보고 있다. 많은 이

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 우물과 모스크도 있다.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으며 지붕의 모양은 길어야 

한다(Suhunan Jolopong). 가장 큰 집은 그들을 통

솔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으며, 그곳에 사는 할

머니는 특별한 기품이 서려 보였다.

   Pulo 마을은 소나 염소같이 4개의 다리를 가진 

짐승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즐

거운 행사가 있는 날 큰 종을 치거나 큰 소리가 나

게 해서는 안 된다. 침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

게 한다. 

전통 문화를 고수하는 Kampung Naga 

   문화 여행지로서 Kampung Naga라는 흥미로운 

지역도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정직하고 전통 문



년.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채 그는 어떤 생각

을 하고 있을까. 식민지 청년의 고뇌와 절규, 

조선인으로서 포로감시원을 해야 했던 갈등, 

고향에 두고 온 아이들과 친지 생각, 특히 조

선인으로서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참가하

기까지의 내적 갈등, 광복과 귀국 문제로 인한 

민족적 갈등을 겪으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

까? 독립군 빵에란 빠빡부대의 부대원 중 가

장 용감했다는 그는 이국의 독립을 위해 정글

에서 3년 동안 투쟁하며 무엇을 봤을까? 그대

는 자랑스러운 영웅. 비록 묻혀 있으나 그의 가슴에선 아직 더운 피가 솟

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깜보자 향기보다 더 짙은 그의 슬픔과 갈등을 누

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마지막으로 조국을 향해, 사랑하는 여

인 린쩨의 조국. 인도네시아를 향해 무슨 말을 했을까?

  

활기찬 전통공연

   보다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전통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좋

다. 가룻에서는 몇 가지의 특이한 공연들을 골라서 볼 수 있다. 열심히 전

투를 하면서도 끝내 승부를 가리지 않는 양싸움을 보면 인도네시아인들

의 삶의 철학과 여유를 엿볼 수 있다.

   실랏은 자기방어를 위한 무술로 수백만 년 전 말레이에서 유래된 기예

이며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술로 자리잡아 음악을 곁들인 예술이다. 이 

재미있는 무술은 춤의 일종이기도 하다. 실랏은 이슬람 교리와 함께 정

신력을 강하게 한다. 실랏 연기는 보통 결혼식, 국경일, 실랏 경기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신비적 색채가 짙다.  

  이 전통 무술은 태권도를 연상케 하지만 태권도보다는 리듬을 타는 듯

하고 동작과 옷이 화려하다.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으며 각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실랏은 명예, 충절, 우

애를 강조하여 수련자들의 정신적인 수양에도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자들도 이 무

술을 즐기며 팔과 다리의 딱딱한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여 무리를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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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유산을 따르고 지키기 때문에, 만약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인

구는 118명, 집 건물은 108개로 제한했다. 습한 

지역에 있는 이 마을은 메카 방향으로 일정하게 

집이 지어져 있으며, 집은 사탕수수의 섬유질로 

만든 지붕과 하얀 석회벽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의 토속신앙에 따르면 색깔이 있는 집을 지

으면 안 되며, 인도네시아 국기색인 빨강-하얀

색 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조금 위로 가면 큰 집이 있는데, 그곳은 전통 행

사를 위한 곳이다. Naga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머물게 된 Majapahit 군대 군인들의 선

조라고 한다. 처음 이 지역의 이름은 Kampung 

Nang Kawi, 산 주위에 있는 마을이었다. 

   원한다면 여행자들도 그곳에 머물며 Kam-

pung Naga의 주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전

기도 들어오지 않아, 밤에 주민들은 개구리와 귀

뚜라미 소리와 함께 기름을 사용하는 호롱불 같

은 것만 이용한다. 문명 이전의 세계 체험은 과

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나 온 

여정을 거슬러 오르며 느끼게 되는 자연에 대한 

신비이다.

  

일본인으로 죽은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영

웅 -양칠성(1919-1949.8)

   가룻 국립 묘지에 전쟁 영웅 양칠성의 묘소가 

있다. 그의 묘지에는 흔히 무덤꽃이라 불리는 하

얀 깜보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슬픔을 더

해 준다. 살아서도 조선인으로 살지 못했고 죽어

서도 자신의 나라를 잃은 채 누워 있는 식민지 청

인니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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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거나 단독으로 춘다. 나는 우리의 전통 무술

인 힘찬 태권도도 좋아하지만 아름답고 열정적

인 인도네시아인들의 전통 무술 실랏도 좋아한

다. 문화의 다양성은 세계화 시대에 희망이고 미

래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쟁에서 인니인들은 

실랏의 정신으로 승리와 화합으로 이끌었다.  

   가룻에는 또한 자바의 민속춤인 많은 전통 무

용이 있는데 대부분 의식행사에서 공연된다. 인

도네시아에는 마술과 같이 신비한 분위기를 연

출하는 다양한 민속춤들이 있다. 이들 민속춤의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하는데, 전통 음악인 가멜

란 반주도 없이 진행되는 무용도 많이 있다고 한

다. Tari Topeng은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분장

을 이채롭게 하기도 한다. Tari Ketuk Tilu 는 서

부 자바 지방의 민속춤으로 추수 후 축제 행사 때 

추는 것으로 모든 지방민들이 함께 즐긴다. Tari 

Gamdyong은 궁정에서 귀빈을 영접할 때 환영의 

뜻으로 추는 무용이다. 왕실 내에서 행해진 무용

답게 의상에도 상당히 세련미가 넘친다.

그윽한 음악이 흐르는 인도양 해변

  하얀 모래 위에서 아름다운 해변의 파노라마

를 즐기며 일몰을 만끽할 수 있는 인도양 해변

은 태평양 해변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Sagara마을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 Cijeruk와 

Karang Parange 해변은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

져 있지 않지만 예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즐

겨 찾는 곳이다. 해변을 산책을 하며 산호 무리와 

하얀 모래에 귀를 기울이면 비발디나 바하의 가

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Karang 

Parange 해변에는 그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전설이 

있다. 이 해변은 닭싸움을 좋아하는 한 아름다운 공

주의 은신처였다고 한다. 그 공주는 전쟁에서 이긴 

나쁜 무사와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어 성에서 도망

을 쳤다. 해변 이름인 “Paranje”이란 단어는 ‘닭 우리’ 

라는 뜻이 있다. 

 숙소와 기념품 가게 등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이 잘 

준비된 해변으로는 Pantai Santolo가 있다. 가룻 시

내에서 남쪽으로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이곳은 이

미 반둥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남쪽 해변에서 커다

란 파도소리를 들으며 해산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괜찮은 가격에 배도 대여할 수 있다. 시간 여유가 있

다면, 가룻 시내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Pantai Gunung Geder를 방문

하는 것도 좋다.

    경치 구경이 지겹다면, 해안에 접해 있는 1,300미터 정도 높이의 

Haruman 산 위를 날수 있는 펜글라이더 같은 흥미로운 스포츠를 할 수 

있다. 또 시내에서 멀지 않은 Cimanuk 강과 인도양 가까이 있는 Cikan-

dang 강에서 레프팅을 할 수 있다.

현실이 무겁고 힘들 때, 낭만적인 시간을 갖고 싶다면 가룻에 가자. 

슬픔이 밀려 와 알 수 없는 쓸쓸함에 명치끝이 아파오면

가룻에서 지친 삶이 잠을 깨는 일몰을 바라보자. 

가끔, 삶의 쉼표를 찍고 싶을 때, 미처 다아 씻어내지 못한 그리움이 있다면

나뭇가지 사이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라면 가룻에 가자.

- 나는 오늘밤도 꿈속에서 가룻의 파도와 햇볕과 바람을 만난다.-

Hotel Tirtagangga (0262)23-2549,  23-3700
    Jl. Raya Cipanas No.130 Garut West Java

Kampung Sampireun Resort & Spa (0262)54-2393 /54-2366
    Jl. Raya Samarang Kamojang Ciparay, Desa Sukakarya Kecamatan Samarang Garut

실크 제작 회사 PT. Alam Aman Sahuri (0262) 23-2005
   Jl.Otto Iskandarinata No.12/279A Tarogong-Garut

Kampung Naga
   Jl. Raya Tasik Malaya

Kantor Dinas Pariwisata Seni Dan Budaya Kabupaten Garut Tel:(0262) 23 - 3529
   Jl. Pahlawan No 51

138회 문화탐방
일시: 11월 3일 토요일   7시 - 20시30분

출발장소: 한인회

장소: Bandung Tangkuban Parahu (Kawah Ratu, Kawah Upas)외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사공경 0816-190-9976

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가룻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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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가 에너지 혁명 부른다
  

  한때 중국 상하이는 전 세계 건설용 

기중기들 중 4분의 1을 가동시킨다

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두바이가 그

런 얘기를 듣는다. 또 석유 달러는 이

란(석유 수익이 2002년 190억 달러에

서 2006년 600억 달러로 늘었다)과 베

네수엘라(같은 기간에 21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 같은 나라들의 국

제정치적 발언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경제 측면에서 두 개의 큰 질문이 있다. 

고유가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전 세계 에너지의 미래에는 어떤 의

미가 있나? 고유가에서 비롯되는 위험

은 명백하고 많다. 우선 세계 경제를 이

끌어가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다. 또 기업과 주식시장 모두에 타격을 

주고, 따라서 투자도 위축된다. 그리고 

석유가 나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의 국

제수지에 고통스러운 충격을 준다. 가

장 근본적인 위험은 고유가 때문에 전

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이

다.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정책

기술 혁신에 각국 정부,기업•벤처자본 앞다퉈 투자

  미래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진다. 비싼 석유 값 때문에 정치•경

제 상황이 바뀌고 에너지 자체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

지 산업에 전례 없이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어디를 보나 정치적 변화가 눈에 띈다. 1990년대 말 러시아는 중

병으로 앓아 누웠다. 러시아에 진출했던 서방 은행과 기업들은 

경쟁하듯이 앞다퉈 모스크바 사무소를 폐쇄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는 비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지만, 분명히 에너지 초강대국처럼 보인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용해 옛날의 세계적 위상을 회복해간다. 국제정치상의 권력 균

형은 다른 방식으로도 변하는 중이다. 2006년 4월 후진타오(胡

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방문보다 격이 낮은 일반방문으로 워

싱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굴욕을 겪은 후 곧

바로 (석유외교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나이지리아를 국빈

방문하러 떠났다. 

  한편 석유 공급과 수요의 균형 역시 극도로 팽팽해졌다. 실질

적인 공급 중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지난 여름 공급

에 미칠 잠재적 위협만으로도 배럴당 78달러를 넘어섰다. 배럴

당 100달러까지 오른다는 예상도 뒤따랐다. 레바논 전쟁,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 고조 때문이었다. 그

러나 그 뒤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석유 비축량 증가로 유가는 

하락했다. 여기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소속되지 않은 산

유국들의 생산량 증가 전망도 한몫했다. 그러자 OPEC은 유가 하

락 흐름을 저지하고 기름값을 배럴당 50~55달러 윗선에서 유지

하려고 산유량을 줄였다. 그 정도의 유가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

니었다. 불과 몇 년 전의 OPEC산 석유 가격대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수준이다. 

  돈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명확해진다. 

OPEC의 석유 수익은 지난 4년간 세 배로 늘어 2002년 1990억 

달러에서 2006년 약 6000억 달러가 됐다. 중동 산유국들의 무역

흑자는 아시아 신흥국가들보다 50%나 많다. 산유국들은 이처럼 

다시 불어나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1970년대에 그랬듯이 미국과 

유럽에 재투자했다. 동시에 더 많은 자금을 자국과 중동 지역, 그

리고 아시아의 금융 시장과 산업 개발에 투자했다. 

자료제공 : 조규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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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그러나 어느 

수준의 고유가가 문제인가? 

  몇 달 전 OPEC의 핵심 정책결정자들 중 

한 사람은 기름값이 22~28달러이던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을 회상하며 “배럴당 

40달러가 되면 세계경제가 붕괴될지도 모

른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계 경제는 순항을 계속해 40달러선을 뚫고 

성장했고, 그 뒤 배럴당 50달러, 또 60달

러선도 이겨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주

요 경제국들의 석유집약적 산업 의존도가 

1970년대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는 국내총생산(GDP) 한 단위당 요구되는 

석유량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충격’(연평균 10%나 되는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야기된 수요 급증) 

때문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는 대체로 옳은 설명이지만 완전하지

는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석유 공급상의 감소 요인들이 있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삼각주 지역의 폭동 사태로 

산유량이 대폭 줄었다. 이라크와 베네수엘라의 생산량도 감소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허리케인 때문에 멕시코만의 산유량도 줄었다

(지금은 대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기름값이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

작하는 지점이 있다. 대체로 60~70달러일 때다. 고유가의 영향은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

경기 하락, 그리고 미국에 상

품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서 

보여진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

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가장 지

속적인 영향은 에너지 자체에

서 드러나는지도 모른다. 재래

식 에너지 공급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까지,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 

관리 차원까지 에너지 산업의 전 부문에서 기술 혁신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석유•가스 회사들은 끊임없이 기술 혁신에 매진한다. 지난 9월 셰

브론은 멕시코만의 해저 2100m와 6000m 지점에서 새로운 유전

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두 건 모두 놀라운 기술 혁

신의 성과였다. 정보•통제 기술의 결합 덕분에 세계 도처에서 ‘미

래의 디지털 유전(digital oilfield of the future)’이 ‘현재의 디지털 

유전’으로 변해가면서 자연자원 회수율이 높아진다. 대량의 천연

가스를 고품질의 디젤 비슷한 연료로 전환하는 일도 조만간 실현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반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재생가능 에너지들도 

곧 제 역량을 발휘할 듯하다. 풍력은 벌써 ‘재래식’ 에너지로 불릴 

시점이 가장 가까워졌다. 물론 이런 흐름은 시장의 힘이 작용한 결

과만은 아니다. 재생 가능 자원의 개발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연

방•지방 정부의 지시나 보조금으로 주도되며, 인도와 중국 같은 나

라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다. 사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 인간과 물질의 

  예를 들어 미국 경제는 1970년대 이래 

150% 이상 성장해 왔지만 석유 소비는 겨

우 25% 정도 늘었다. 고유가에도 경제성장

이 지속된 주된 이유는 이렇다. 이번에는 

기름값이 ‘공급 충격’(1973년의 석유금수 

조치나 1979년의 이란혁명 같은 사건들에

서 비롯된 석유 공급 중단)이 아니라 ‘수요 

특별기획_에너지 시리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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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과도하게 몰리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풍력 발전기

용 터빈과 풍차 날개는 벌써 공급 부족 사태를 빚는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이 됐다. 2006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열 상품 매출에 투자된 돈은 4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열에만 집중되는 열

정은 에너지 시스템의 거대한 규모를, 또 어떤 형태의 에너

지든 그것을 개발하는 데는 리드 타임(lead time: 기획에서 

제품화까지의 소요 시간)을, 또 풍력과 태양열 산업이 궁극

적으로는 정부의 도움 없이 상업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는 사실을 때때로 간과한다. 그동안 이룩한 온갖 발전에도 

불구하고 풍력과 태양열은 아직도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서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다. 어쨌든 이들 분야의 성장은 계속

될 전망이다.

  기술 혁신 분야로 쏠리는 자금과 열정도 늘어간다. 10년 

전 필자는 미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개발 특별대책

본부장을 맡았었다. 당시는 에너지 분야가 조용한 시절이었

다. 공급은 충분했고, 에너지에 주어진 관심도 솔직히 말해 

제한된 시기였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고유가와 공급 불

안(그리고 기후 변화 우려에서 비롯된 탄산가스 배출량 감

축 의지) 때문에 에너지는 기술 투자의 주된 대상이 됐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 이 분야의 주된 참가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만이 유일한 참가자가 아니다.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다. 바로 벤처 자본가들이다. 

  신세틱 퓨얼스사는 정부 주도 에너지 개발 모형

이 구현된 회사였다. 미국 정부가 투자한 기업으로 

1980년 자본금 170억 달러로 설립됐다. 미국 정부

는 혈암유(頁岩油)를 개발하고 석탄을 액체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가로 6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당시 자주 강조되던 

시대정신인 ‘3M’ 정신, 즉 정부 주도의 맨해튼 프로

젝트, 마셜 플랜, 우주개발(Man in Space)에서 큰 

영향을 받아 추진됐었다. 그러나 1980년대 기름값

이 폭락하자 신세틱 퓨얼스사는 단계적으로 축소됐

고, 1986년께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늘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 연구개발

(R&D) 투자를 크게 강화하면서 신규 기술 개발을 

계속 중시할 전망이다. 현재 미 에너지부의 R&D 

지출은 18억 달러로 2007년에는 25% 늘어날 예

정이다. 그리고 실리콘 밸리 붐을 일으켰던 사람들 

역시 에너지 분야로 몰려든다. 투자그룹인 클린테

크 벤처 네트워크에 따르면 2006년 1~3분기 벤처

자본의 에너지 부문 투자는 17억 달러에 달했다. 

2004년 동기에 비해 5배나 되는 금액이다. 

  실리콘 밸리의 초기 청정기술 투자자였던 테크놀

로지 파트너스의 아이러 에렌프라이스는 이렇게 말

했다. “우리가 처음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

을 때 그것은 마치 1990년대 초 아무도 인터넷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시절에 인터넷에 투자했던 

일과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말해 당시에는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다

른 회사들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벤처 캐피탈 업계

는 새로운 사실에 눈떴다. 에너지와 청정기술이 정

보기술(IT)과 생명과학만큼이나 많은 기회를 제공

한다는 사실이다. 후자의 두 분야 모두 벤처 자본

의 힘으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 말은 에너

지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점차 늘어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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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자금은 에너지 산업의 주류 부문에, 일부는 비

주류 부문에, 그리고 일부는 완전히 독자적인 부문에 투

자된다. 그러나 어떤 부문이든 모두 벤처자본의 투자원

칙과 수익성 압력 아래에서 운용된다. 수익성은 이미 입

증되기 시작했다. 

  최근 기술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3개 회사는 모두 청정 에너지 관련 회사였다. 그

들 중 하나인 선테크는 창업자 젱롱 쉬를 중국 최고의 갑

부로 만들었다. 물론 이런 신규 투자의 상당수는 성공하

지 못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에너지 투자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어느 정도 과도한 면이 있다. 이는 21세기 초에 

불었던 인터넷 광풍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터넷 분야의 

호황과 불황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이 개발됐

고, 그런 기술은 경제와 사회 모두를 변화시켜왔다. 한 

가지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인터넷 호황기에 사업 계획

은 네티즌들의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익성은 그

다지 걱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에

서는 시장 기회가 훨씬 더 명확하다. 

  다양하면서도 열정적인 에너지 분야 투자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래식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발

견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분명히 등장한다. 대체에너지

들의 경쟁력은 강화될 공산이 크다. 생물학과 유전공학

을 에너지 분야에 응용하는 일은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

들 중 하나다. 

  재래식 옥수수 에탄올은 압도적인 정치적 지지와 보조

금 덕분에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에는 옥수수 경작지 부

족, 그리고 식량과 연료의 상호경쟁 관계라는 한계에 부

닥칠지도 모른다. 옥수수 폐기물이나 특수하게 제조된 

에너지용 곡물로 만들어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셀룰로

오스 에탄올을 탐색하는 노력은 현재 액체 연료 시장의 

성배(聖杯)라 할 만하다. 그러나 훨씬 더 큰 과제가 있

는지도 모른다. 최근까지도 에너지 공급과 탄산가스 감

축에 생물학을 체계적으로 응용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

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이 시작됐다. 생명공학과 유

고유가 시대가 에너지 혁명 부른다
  

전공학 지식을 연마해온 과학자들이 최근 에너지에 관

심을 기울인다. 

  벤처 자본가들과 전통적 석유회사들, 그리고 각국 정부

가 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결과는 놀라우

리라고 예상된다. 과연 농산물 쓰레기로부터 ‘청정 바이

오디젤’을 만들어낼까? 미래의 플라스틱은 석유•천연가

스뿐만 아니라 식물로부터도 만들어질까? 에너지 기술 

분야에는 그 밖에도 많은 과제가 있다. 예컨대 연료전지, 

태양열 에너지, 축전지 효율성 증대 문제 등이다. 또 수

요자 측면에선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과 자동

차를 구동시키는 방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1970년대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술 발달과 이에 걸맞

은 표준•규정의 제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증대

시켰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요컨대 새로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요즘처럼 광범위한 움직임이 나

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극적인 결

과를 기대해도 좋다.

특별기획_에너지 시리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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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쁜 여자들을 여간해서 

쉽게 못 믿습니다. 선입견이라기보다

는 경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쁜 여자

를 싫어하냐고 물으신다면, 웬걸요, 그럴 리

가 있겠습니까. 끌리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좀 다른 일일 뿐이지요. 

    남자들은, 아마도 유전자적인 이유에서, 예

쁜 여자들에게 너그럽습니다. 길에서 똑같은 

전단지를 두 여자가 나눠주고 있다면, 남자

들은 열이면 열, 더 유머가 풍부하거나 책을 

더 많이 읽은 여자 쪽으로 가서 전단지를 받

아들지는 않는 것이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예쁜 여자들은 성장하면서 남자들의 너그러

운 대접을 활용하는 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예쁘다는 것, 그리

고 예쁜 만큼은 덜 성실하거나 덜 정직하거

나 고집스럽거나 비합리적이어도 양해가 된

다는 것. 거꾸로, 남들만큼 성실하거나 정직

하거나 겸손하거나 합리적으로 굴면 남들보

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따라서 받아

야 한다는) 것. 

    아마이(甘い)라는 일본말이 있습니다. 달

다는 뜻인데, 일본사람들은 이 말을 여러 뜻

으로 씁니다. ‘사태를 너무 낙관한다’, ‘세상

을 만만하게 본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아마

이를 쓰지요. “아마에”라는 명사는 “응석, 어

리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어문화적 통

찰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위트’하게 생기

거나 ‘스위트’하게 굴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을 만만하게 대하는 응석을 부리는 경향이 없

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예쁜 줄 모르는 예쁜 

여자를 저는 드라마나 영화 밖에

서는 만나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자기 미모의 크레딧을 비교적 아

껴 쓰는 미인조차도 “바쁠 때, 남

자에게는 한번 빵긋 웃으면서 귀

엽게 대꾸해주는 걸로 귀찮고 성

가신 열 마디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법칙 정도는 잘 알고 있

을 터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예쁜

짓”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르면서 하는 예쁜 여자들은 꽤 자주 만나

보았습니다. 세상이란 공평해서, 모든 장점은 그 사람의 단점이고, 

모든 이득은 딱 고만큼의 댓가를 그림자로 달고 다니는 법이 아니

겠습니까.  오해가 없도록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저는 그게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자 스스로 그 점을 의식하고 자인

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미인들이 모쪼록 자기가 예쁘다고 인

정할 만큼 정직했으면, 진심이 필요한 순간에는 비장의 예쁜짓을 

접고 상대를 대할 수 있을 만큼 성실했으면, ‘쉬크(chic)’하게 톡톡 

튀는 말로 쉽사리 남에게 상처를 주고 쉽게 용서받는 일에 익숙해

지지 않을 만큼만 겸손했으면 하고 바랄 따름이죠. 

    스스로 예쁜 덕을 보는 것은 흉측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두뇌의 덕을 보듯이 말이지요. 오히려, ‘예

쁨’에 관해 얘기하면 마치 지하철 속의 치한을 쳐다보듯 화내고, 실

제로도 미모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상쇄하는 거친 행동을 일삼는 페

미니스트들은, 뭐랄까, 마치 자기 집 앞마당에서 일부러 노숙하는 

부자처럼 안쓰럽습니다. 그런 행동에 담긴 고심이 납득이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친하게 지낼만한 사람이 못된다는 뜻일 뿐입니다만. 

    잘생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최근까지

도 인류사회가 남성중심의 권력구조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

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양성간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지난 3천만년동안 인류의 무리를 이끄는 권력

은 거의 예외 없이 남자들이 독점해 왔고, 적어도 아직까지의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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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화단계에서, 잘생긴 남자들이 자신

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는, 잘생긴 여자들의 

그것과 맞먹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 꽃미남들이 각광을 받고 있

는 현상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The 

Great Disruption”이라고 부른 현대사회

의 새로운 추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정

Rhapsody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Xanadu에 나오는 올리

비아 뉴튼 존이 더 예쁘다는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녀석들, 

아이반호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라

는 오기가 잠시 들었다가, 아 참, 교육의 목적이 리즈 테일러라는 배

우가 아니라는 데로 생각이 돌아가더군요.) 하기사, 예쁘고 도도한 여

자가 드러내는 무언가보다 예쁘고 친절한 여자가 감추고 있는 무언가

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까지 다 아빠로부터 배울 수는 없는 노릇

이겠죠. 

    헨리 리처드슨의 동명소설을 1954년 영화화한 Rhapsody의 주인

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놓쳐본 적이 없는 부잣집 딸 루이즈(룰루) 

역할을 맡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그녀는, 아직은 인정받지 못

하지만 재능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 폴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반대

를 무릅쓰고 그녀는 폴을 쫒아 쮜리히의 음악원에 입학합니다. 문제

는, 폴은 룰루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랑 때문에 자신의 연습에 방해

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완벽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이런 그의 야심

은 혹독한 수업과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는 쮜리히에 오기 전까지 드

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바이올린 따위’에게 지기 싫은 룰루와,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왜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지 못하는지 야속하게 생각하는 폴의 사이

는 자꾸 삐걱대며 멀어져 갑니다. 이 대목에서 같은 음악원의 피아니

스트 제임스가 등장합니다. 룰루에게 첫눈에 반한 제임스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음악을 포기할 수도 있는 남자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폴

과 심하게 다툰 그녀는 자살미수와, 조금의 심적 갈등을 거쳐, 조금은 

자기파괴적으로 제임스를 연인으로 선택하죠. 

    부부가 된 룰루와 제임스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포기한 그

에게는 아쉬움이 남고, 아직도 룰루는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 

각광을 받는 폴이 약 올라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폴과 룰루의 밀회

장면을 목격한 제임스가 “이제는 떠나주겠다”며 집을 나갔을 때, 룰

루의 아버지는 그녀를 설득합니다. 제임스를 저렇게 버리는 것은 신

사적이지 않고, 혹시 또 아느냐고, 제임스를 재기시키면 폴도 너를 다

시 보게 될른지. 룰루는 입술을 깨물고 기차역으로 제임스를 찾아가

서 그를 붙듭니다. 다시 쮜리히로 가자며. 

    거의 알콜중독 폐인이 되어 살던 제임스가 독주가로 거듭나는 동안, 

룰루의 눈물겨운 내조가 계속됩니다. 앙갚음이라는 심산으로 시작했

음이 분명한 그녀의 ‘피아니스트 만들기’는, 그러나 그녀가 연주자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연습하는 동안 예전에 폴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

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마침내 연주회날. 자신의 곡을 아내에게 헌사

치적 권력이 강해지는 현상의 그림자일 

수도 있겠구요. 그래서 그런지, 예쁜 여자

에게서 언뜻언뜻 비치는 자신 있는 모습

의 질감은 종종, 돈 많은 남자의 그것과 닮

아 보입니다. 잘생긴 남자가 느끼는 자랑

의 크기나 감촉은, 억지로 비유하자면, 운

동을 잘 하는 여자가 느낄 법한 자신감에

나 비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아닐런지요. 

    예쁜 여자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줄 교

육적 동기에서 제가 두 아들들에게 보여

준 영화가 Rhapsody입니다. 두 녀석 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는 했는데, 아마도 

저는 절반만 성공을 했던 모양입니다. 

두 녀석이 두런두런 의논하더니만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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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임스는 이제 그녀가 자신을 떠나갈 시간이라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연주회에는 폴도 참석한 상태. 그

러나 그녀는 이번에는 떠나가지 않았고, 돌아온 그녀를 

보고 감격해서 무너져 내리는 제임스의 품에 그녀가 안

기면서 엔드크레딧이 올라갑니다. 

    남자분들, 예쁜 여자를 만나거든 일단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짓이 “예쁜 여자로서의 아마에(응석)”인지 

모르면서 그런 짓을 하는 여자는 거의 예외 없이 남자를 

망가뜨리더군요. 그걸 알면서 하는 여자는 스위트(아마

이)하지만 말입니다. 

뱀의 다리. 

1. 저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어릴 때 TV 명화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

다. 저는 클래식 음악에는 문외한입니다만, 아, 가슴에 높은 파도 솟구쳐 세우던 그 선율. 정경화가 연주한 이 곡을 

지금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2. 여자 때문에 거의 폐인이 되었던 피아니스트 제임스는, 바로 그 여자가 “예쁜” 얼굴로 부추켜주자 다시 오랜만

에 피아노 연습을 시작합니다. 손이 굳어 메트로놈을 느리게 틀어놓고 바이엘 치듯 딩동거리는 장면으로부터 여러 번 

오버랩되면서 점점 연주가 속도와 기교를 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설명은 없어도, 그가 여러 날 동안 피아노 의자

에 접착된 채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이 장면은 전해줍니다.) 이 장면만큼은 기억에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잊혀

지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나도 연습만 하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조금은 효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칠 때만이 아니라, 자신 없는 숙제가 길을 막아설 때면 언제나.

3. 쮜리히 음악원에 입교한 날, 폴과 룰루는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이제 클래식 음악이 한 물 

갔다고 얘기하는 친구에게 폴은 내기하겠느냐며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외칩니다. “Is there a fiddle in the 

house?” 이 식당의 손님들은 전부다 음악연주자들. 남의 악기를 받아들고 룰루를 향해 “For you”라고 속삭이며 멋

진 선율을 연주하던 폴의 주변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더니, 식당 손님들이 하나 둘, 전부다 자기 악기를 꺼내 이 

협주곡에 가담합니다. 점점 격정적으로 되어가는 선율에 실려 폴과 나머지 손님들은 전부 일어나서 하나가 되고, 얼

쑤? 정작 룰루는 쮜리히 도착 첫날부터 자기가 왕따가 될 가능성을 느끼는, 복선 담긴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멋집니다. 일전에 저의 어느 친구는 예술에서 직업적 기술은 관념을 앞선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더군요. 이 생각에는 

저도 완전히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밥벌이의 강요에 찌들지 않고서도 뭔가를 애호한다는’ 우

월한 자부심을 가지고서도, 감히 프로 앞에서는 주름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데 모여 치열하게 경쟁/협력하며 

(그렇습니다. 진정한 프로들에게 경쟁과 협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매달리는 프로들의 냄새를, 이 장면

은 짧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주는 기시감(Deja vu)을 예전에 한 액션영화를 보면서도 느

꼈습니다. 척노리스가 주연한 1985년 영화 Code of Silence의 한 장면. 강도 둘이 어느 술집을 털러 들어가서 총을 빼

들고 손들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술집을 가득 매운 손님들은 다 사복경찰들이어서, 아무도 놀라지 않고 전원이 

가지각색의 총을 뽑아들고, 재수 더럽게 없는 두 강도는 순식간에 총구의 숲에 둘러싸입니다. 빠르지만 절도있는 동

작으로 강도들에게 일제히 ‘반응’하던 그 사내들의 익숙한 자세와 당황하지 않는 표정들의 섹시함! 

4.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주자 역할을 맡게 되는 우리 배우들은 필히 이 영화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역을 맡았던 이태

리 미남배우 비토리오 가스만과 피아니스트 역의 존 에릭슨, 영화 Bird의 포레스트 휘타커, Young man with a horn의 

커크 더글러스 등을 좀 눈여겨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만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멋진 ‘흉내’를 낼 

수는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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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elusuri Hutan-Hutan Kalimantan
깔리만딴 정글을 알아 본다
Wilayah Kalimantan merupakan pulau terbesar ketiga di dunia, dan 

berbatasan dengan kesultanan Brunei Darussalam dan dua negara 

bagian Malaysia, yakni Serawak dan Sabah. Wilayah ini merupakan 

tanah leluhur suku Dayak, yang dizaman dahulu terkenal sebagai 

pejuang-pejuang gagah berani yang mempunyai kebiasaan berburu 

kepala manusia dan menganut animisme. Pulau ini dihuni oleh lebih 

dari 200 suku, tetapi yang paling tersohor suku Kenyah dan Kayan 

di sebelah timur, Ngaju di bagian tengah dan Iban disebelah barat 

Kalimantan.

깔리만딴 섬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를 국

경으로 사라왁과 사바를 접하고 있다. 이 지역은 다약 종족이 주로 살고 있

고, 이들 종족들은 성격이 매우 강하며 그 옛날에는 사람들의 신체의 목

을 주로 베었고, 아니미즘과 같은 자연숭배 사상이 강했다. 이 섬에는 약 

200여 종족이 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종족 끈야, 까얀 종족이 동부 지역

내에 살고 있다. 응아주 중부 지역에 그리고 이반은 깔리만딴 서부 지역에 

각각 살고 있다.

Menyusuri Hilir Sungai
강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

Sungai adalah perantara penting un-

tuk penghubung komunikasi antar 

pesisir pulau. Tanah asli suku 

Dayak dapat dicapai dengan 

menyusuri Sungai Mahakam 

dan Kahayan dengan 

menggunakan perahu. Ma-

syarakat Dayak memiliki 

ikatan kekeluargaan yang 

erat dan mereka tinggal 

dirumah-rumah pan-

jang yang besar. Suku 

Dayak diberkati dengan 

kemampuan seni yang 

tinggi, dan ini tam-

pak pada motif-motif 

dekoratif dan religius 

yang sangat menawan yang diukir atau dilukis pada 

rumah panjang, topeng dan bangunan-bangunan 

ibadah mereka. Disamping tenunan dan rajutan ker-

anjang, seni merangkai manik masyarakat Dayak 

terkenal akan keindahan warna dan kerumitan de-

sainnya.

강은 각 섬과 섬을 연결하는 매우 주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다약 종족의 원주민들은 마하깜과 까하얀 강을 가

로지르는 데 주로 나룻배를 이용했다. 다약 종족은 가

족적인 계족이 매우 강하고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주로 

해오고 있으며 집의 형태는 길고 크다. 다약 종족의 전

통 예술은 매우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 

문화에는 장식 문화에 대한 종교적인 색채가 매우 짙으

며, 그 긴 집을 중심으로 주로 나무 목각 장식품, 그림, 

가면 등이 주로 예배 의식의 장소에 장식품으로 사용되

어 왔다. 옷의 천이나 바구니 등은 다약 종족의 전통 예

술을 설명할 수 있으며,그 디자인과 색깔 면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하고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Dengan menyusuri sungai Mahakam, Anda dapat 

menyaksikan daya tarik utama wilayah ini, berupa 

rumah panjang di Barong Tongkok, atau melihat 

ke masa kejayaan yang silam Kerajaan Kutai 

di Tenggarong, yang merupakan kerajaan ter-

tua di Indonesia. Sepanjang perjalanan mema-

suki wilayah suku Dayak, jika beruntung akan 

ditemani gerombolan pesut mahakam. Di Tanjung 

Isuy, sebuah pemukiman Dayak di sekitar Danau 

Jempang, wisatawan disuguhi ritual dan tarian 

selamat datang oleh tuan rumah.

마하깜 강을 가로지르게 되면 이 지역내의 최고의 흥미

로움을 만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긴 집의 형태 

바롱 똥꼭을 만날 수 있고, 또는 등가롱 지역내의 꾸따 

왕국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왕국은 인도네시아내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이다. 들어가는 입구 부천가 긴 가운데 

다약 종족의 지역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관

광객의 경우 마하깜의 딴중 이슈이의 즘빵 호수 주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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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여 전통 종교 예식 행사 중에 하나로서 손님을 특별하게 맞이

하는 예식과 전통 춤을 구경할 수도 있다.

Di pantai sebelah tenggara Kalimantan terletak Banjarmasin, 

sebuah kota perdagangan yang ramai. Kota ini dilintasi oleh 

sejumlah sungai yang bermuara di sungai Barito. Di sini rumah-

rumah kayu biasa didirikan di atas tiang dan saling dihubungkan 

dengan papan-papan kayu.

동부 동남아 해변 지역에는 바자르마씬이 위치하고 있다.이 지역은 무역

의 중심 도시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강이 

가로 질러 흐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강으로는 바리또 강이다.이 지역

의 가옥 구조는 대부분이 나무 기둥을 곳곳에 세우고 그리고 넓은 판자

를 연결하여 세워졌다.

Di hilir Sungai Barito terdapat Pulau Kaget dan Pulau Kem-

bang, dimana dijumpai hewan primata unik Kalimantan, yaitu 

bengkarung serta aneka jenis burung. Hewan-hewan ini hanya 

dapat dilihat menjelang matahari terbit dan terbenam. Salah satu 

sumber daya terbesar yang terdapat di daerah ini adalah berlian 

yang banyak di gali di Cempaka dan Martapura. Metode peng-

galiannya beragam, mulai dari menggunakan peralatan tradisional 

yang sederhana hingga perlengkapan modern.

바리또 강을 중심으로 하여 가겟과 끄방섬이 있다. 이 지역내에서 특이한 

동물 들을 접할 수 있고 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 동물

들은 주로 해뜰 무렵과 해질 무렵에 보인다. 이 지역내의 또 하나의 특산

물은 쯤바가 및 마르따푸라내의 금광이다. 금광 채굴하는 방법도 여러 가

지이다. 전통 기법에서 현대 기법에 이르기까지 그 채굴 방법이 아주 다

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Sesuatu Untuk Dibeli
무언가를 산다
Masyarakat Sambas, disebelah utara, masih membuat tenunan 

kain Sambas yang indah bersulam benang emas dan perak.

Di Banjarmasin dan Martapura Anda dapat berbelanja berlian 

serta aneka batu berharga dan akik seperti safir, zamrud, dan 

ametis. Anyaman rotan dan bambu berasal dari wilayah Tapin 

sedangkan kerajinan emas, perak, kiningan dan besi dibuat di 

daerah Hulu Sungai Selatan. Sasirangan merupakan bahan tekstil 

khas dari daerah Kalimantan Selatan, yang dibuat melalui suatu 

proses pewarnaan yang unik dan berbeda dengan daerah-daerah 

lain di Indonesia.

삼바스 지역사회는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의 천연 옷감을 금

색이나 은색으로 염색한다. 반자르마씬과 마르따푸라 시장을 통하여 여

러분 들은 보석과 천연 자연석을 구입할 수 있고,옥,사피르,잠룻,아메티스 

등의 자연석이 있다. 대나무 제품과 로딴 제품 등이 따이판 지역에 위치

하고 있으며, 금,은,청동,철기 제품 남부 지역내의 강줄기를 타고 펼쳐져 

있다. 남부 깔리만딴 지역내의 천연 옷감으로는 사시링안이 있고, 이 지

역내의 수공 과정은 초자연적인 천연의 색깔로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내의 제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Festival Budaya
문화 축제
Seperti halnya kelompok etnis lainnya di Indonesia, masyarakat 

Dayak memiliki tradisi yang kaya, seperti Manjat Tana, sebuah 

upacara meminta kesuburan tanah sebelum membuka lahan per-

tanian baru; Pandau, upacara meminta berkah dari para dewa; 

Tarian Bungan Malau Panyelong, Bunut dan Hudog digelar untuk 

memohon turunnya hujan dan atau mengucapkan terima kasih 

kepada para dewa atas panen yang berhasil. Di Kalimantan Se-

latan bagian tengah, agama Kaharingan masih dipraktekkan oleh 

sejumlah suku Dayak yang masih tradisional (dan terisolir). Tiwah 

atau ritual pemakaman adalah serangkaian upacara menakjubkan 

dimana dilakukan pembersihan tulang belulang anggota keluarga 

yang telah meninggal untuk memperlancar perjalanan mereka ke 

surga, dan penyembelihan hewan kurban untuk memperoleh ke-

maslahatan dan kesehatan untuk mereka yang masih hidup.

인도네시아 타 종족과 같다. 다약 종족의 전통 문화는 풍부하고 다양하

다. Tana 오르기, 새로운 농토를 확장하기 전에 토질의 비옥 함을 기원하

는 예식이다. Pandau, 예식은 주위의 모든 신들로 부터의 축복을 기원한

다. 봉안 말라우 판을롱 춤, 브늣 그리고 후독 등의 예식은 비를 내리도

록 기원하고 한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기후제의 예식이다. 남부 깔

리만딴 중부지역의 까하링안 종교는 아직도 다약 종족내의 전통행사 예

식으로 고립되어 있다. 대와 다는 장례 종교 예식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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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깨끗이 정리 하므로써, 그들을 편안하게 천당으로 가기를 기원하

는 장례 예식이다. 그리고 짐승을 종교 예식 행사 격식에 맞추어 도살하

는 것은 오늘날에도 현존하고 있는 행사로서 사람의 평온함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 중의 하나이다.

Dikenal Liarnya
정글로 유명하다
Hutan tropis yang lembab di dataran rendah Kalimantan memiliki 

jenis flora dan fauna eksptis yang beraneka ragam, terdiri dari 

600 spesies burung (termasuk burung hornbill yang dikramatkan 

masyarakat Dayak), orangutan, bengkarung, clouded leopard, leaf 

monkey, crab eating macaques dan pangolin pemakan semut.

Taman Nasional Tanjung Puting yang memiliki tiga buah kamp 

: Tanjung Harapan, Pondok Tanggul dan Camp Leakey, dimana 

orang utan yang telah jinak direhabilitasi dan diajari untuk ber-

adaptasi kembali ke habitat aslinya.

열대 정글내의 습기가 많은 낮은 지역에 아주 이상적이고 다양한 열대 

동.식물 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약 600여 종류의 새(다약 종족이 신성

시하고 있는 Hornbillry) 오랑우딴, 벵까롱, 레오파드, 원승이, 개미 등의 다

양한 동식물 들이 살고있다. 딴중푸팅 국립공원은 3개의 캠프를 지니고 

있다. 딴중하랍빤, 폰독땅굴, 캠프리키 등이고, 여기에는 오랑우딴이 살고 

있고 자연의 원천으로 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Di Selat Makassar antara Borneo dan Sulawesi, kepulauan kecil 

Derawan, Sangalaki dan Maratua menyediakan suaka bagi eko-

sistem laut yang pasti disukai penyelam karena keindahannya.

Dikelilingi laguna yang dangkal dan terlindungi oleh terumbu ka-

rang, Maratua dan Sangalaki memiliki lebih dari 500 spesies 

koral keras dan lunak, ikan pari manta dan penyu. Daerah ini 

juga kaya akan mutiara. Pulau Kijing dan Temajoh di Kalimantan 

Barat juga ideal untuk menyelam, memancing dan berlayar.

마까싸르 만과 보르네오 사이에 술라웨씨, 떼라완의 작은 섬, 상아라기 그

리고 마라뚜아내의 해변은 잠수 하기에 적합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주위의 해안 지역내의 아름다운 풍경과 바다내의 산호초, 

마라뚜아와 상아라끼 지역내에는 부드럽고 예쁜 산호, 가오리. 거북이 등 

500여종의 이상이, 바다 내에 있다. 이 지역에는 또 진주가 많다. 

서부 깔리만딴 끼장과 떠마조 섬에는 잠수 및 바다 낚시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 하기에 아주 좋다.

Perbedaan Ras
지역내 종족의 특성
Di wilayah Kalimantan Barat yang may-

oritas dihuni oleh etnis keturunan Cina, 

banyak di jumpai kelenteng-kelenteng 

Cina, terutama di daerah Sing-

kawang. Ibukota propinsi Kalimantan 

Barat, yaitu Pontianak, terletak tepat 

pada garis khatulistiwa dan disini 

didirikan monumen sebagai bukti-

nya. Di pelabuhan Phinisi banyak 

bersandar kapal-kapal dari Jawa 

dan Sulawesi.

서부깔리만딴에 대부분은 중국계 화교들이 살고 있다. 많은 중국계 화교 

들을 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싱까왕 지역내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서부 

깔리만딴 지역내의 중심 도시는 폰티아낙이고, 적도의 최 중심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피니시 항구에는 자와 술라웨씨에서 온 대부분의 선박

들이 주로 정박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Angrek di Kersik Luway
Kersik Luway 앙그렉
Kalimantan Timur mempunyai koleksi lebih dari 57 jenis angrek 

pada 5000 ha area termasuk angrek hitan yang langka.

동부 깔리만딴 지역에는 정글내의 순수 자연산의 흑란의 앙그렉 꽃과 더

불어 앙그렉의 꽃 종류 만도 무려 57가지가 넘을 정도로 약 5.000헥타르 

이상 되는 앙그렉 자연산지 이다.

Kerajaan Kuno
고대 왕국
Kerajaan Kutai adalah kerajaan tertua di Indonesia yang terletak 

di daerah Tenggrong, 39 km dari Samarinda ibukota propinsi 

Kalimantan Timur.

등가동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꾸타이 왕국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

래된 왕국이다. 동부깔리만딴 사마린다 도시에서 약 39 km 정도 떨어

져 있다.

Fakta Nyata
사실 근거
Sebagian besar pasar tradisional menjual kerajinan Dayak den-

gan harga yang lebih murah dibandingkan ditoko-toko. Namun 

dengan mengunjungi langsung berbagai daerah penghasil keraji-

nan tersebut Anda akan mendapatkan barang yang asli.

대부분의 전통 시장에는 다약 종족의 전통 제품 들을 일반 상가 보다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이곳을 방문하여 구입하게 되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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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종족 들이 직접 만든 진품 등을 구할 수 있다.

Sahabat Para Ibu
모든 어머니의 친구
Alat penggedong bayi, biasa disebut Ba’a oleh suku Apo Kayan, 

dihiasi dengan manik-manik, gigi dan kuku-kuku beruang dan 

juga taring babi hutan. Yang sangat dibutuhkan para ibu untuk 

dibawa pada saat bekerja atau mengobrol tanpa meninggalkan 

bayi mereka.

아이를 업는 기구를 아포 까얀 종족은 바아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의 장

식품으로는 신비에 가까운 장식품, 곰 이빨, 손톱, 발톱 그리고 산돼지 송

곳니 등을 사용한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 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여 아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놀이 기구 등을 제공하여 놀

게 하고 있다.

Makhluk Raksasa laut
바다속의 최고의 창조물
Di Derawan, penyu laut (green, hawksbill, scarlet dan star fruit 

turles) mendatangi daratan dimalam hari untuk bertelur.

데라완에는, 바다 거북이 (green, hawksbill, scarlet, star fruit turtles) 들이 

주로 밤 해변가에서 알을 낳기 위하여 자주 나온다고 한다.

Pulau Seribu Sungai
강 천개의 섬
Fakta menyatakan seluruh pulau yang berselang seling dengan 

sungai terdapat pasar apung yang menjual buah-buahan, sayur 

mayor, makanan dan minuman tradisional, terdapat banyak kot-

anya. Sekilas menyediakan segala sesuatu kebutuhan hidup pada 

daerah setempat.

모든 섬에는 깊은 강 줄기가 흐르고 있으며, 강의 해상에는 배 안에다 상

가를 준비하여 온갖 여러 가지의 과일, 채소, 음식, 전통 음료들을 판매

한다. 이와같은 진 풍경을 각 도시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들 지

역내에 주민 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생필품 등이 모두 준비되어 판매되

고 있다.

Pandangan Mata Yang Terlihat Indah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Pada beberapa suku, kaum wanita, terutama mereka dari gen-

erasi yang lebih tua, masih mengenakan anting yang berat untuk 

memanjangkan cuping telinga mereka. Kepala dan kaki mereka 

dipenuhi disain tato yang unik.

몇몇 종족 특히 여성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귓볼에 긴 모

양의 무거운 귀걸이를 착용 하므로서 귓볼을 길게 늘어 트린다고 한다. 그

리고 머리와 발 등에는 천연의 자연 무늬의 문신을 하고 있다.

Memasuki Wilayah Dayak
다약 종족을 가본다
Betang atau Rumah Panjang dengan ukuran panjang 186 m, le-

bar 6 m, dan dapat dihuni oleh 296 orang. Sungai Kapuas (1143 

Km) terletak di Kalimantan Barat adalah sungai terpanjang di 

Indonesia.

Lebih dekat dengan pemandangan hutan yang lebat dan orang 

Dayak di Tanjung Isuy, Muara Muntai, Melak atau Longiram, 

jika ingin melakukan perjalanan menyusuri sungai dengan perahu 

rakit tradisional yang terbuat dari bambu, perahu panjang motor 

disebut Klotok/Kano (bis sungai) atau menyewa rumah perahu. 

Perjalanan yang terencana dapat disediakan oleh petugas per-

jalanan yang terdapat di kota-kota besar, seperti Balikpapan dan 

Samarinda.

다약 종족의 집과 지붕의 길이는 보통 길이 186 m, 세로 6 m 고서 보통 

한 대가족 269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다. 까푸아스강 (1143 km)은 서부 깔

리만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강들 중에서도 제일 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깊은 정경의 정글 내의 다약 종족으로는 딴증 이수이, 무아라 

문따이,믈락, 공이람 종족이라고 한다. 강을 가로지를 때는 대나무로 만든 

배나 긴 카누배 끌로똑 까노 모터배, 선상 가옥 집을 빌릴 수 있다. 그리

고 큰 도시 마다의 안내원들이 준비돼 있고,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발리

까판 사마린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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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회, 한국-인니 범죄인인도조

약 비준.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국회가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범죄인인도조약

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용의자 신병 

인도가 원활해 지고 사법분야의 협력이 진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

라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을 저지르려는 사람

들에게 경종이 울렸다”라고 국회 골카르당 

정파 대표 아지즈 샴수딘이 말했다. 법무장관

대행 주워노 수다르소노는 정부가 인도네시

아와 한국 간에 비즈니스와 투자 협력이 증가

하는 현재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할 적절

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인인

도조약을 계기로 양국이 성숙한 관계로 발전

하기를 바란다”라고 그가 말했다. 이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그리고 영

어 등 3개국어로 공표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

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태국과 범죄인인

도조약을 맺고 있고, 중국과 캐나다와는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가 싱가포르와 범죄인인도조

약을 심의 중이다.

메가와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여성

[스피드뉴스/9월26일]  메가와티 수카르노푸

트리 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

력이 큰 여성으로 평가됐다.

 비즈니스잡지 글로브아시아는 10월호에 인

도네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여성 99명을 선정

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

로 메가와티를 꼽았다. 메가와티는 인도네시

아 최초로 대통령에 오른 여성이며, 현재는 

국내 2위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총재로서, 국

가적인 정치담론을 결정하거나 고위급 공직

자를 임명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 투쟁민주당이 2009년 대통령선

거 후보로 메가와티를 지명함에 따라서 메가

와티가 다시 한 번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메가와티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것

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진정한 지도자에 메가

와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 크리스

티아니 헤라와티 유도요노 영부인은 전문성

을 갖추고 대통령 가까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도네시아에

서 여성이 정치, 비즈니스, 사회 모든 부분

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놀랍

다”라고 글로브 아시아의 편집장 리잘 람리

가 말했다. 연예인, 사회운동가 그리고 예술

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99인

에 포함됐다.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가장 많

은 분야는 비즈니스 분야로 45명이 포함됐

고, 이어 사회운동가가 35명 그리고 정치인

은 19명이었다.

발리공항 정전 여객기 이착륙 지연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세계적인 관광지 발

리의 응우라 라이(Ngurah Rai) 국제공항에서 

지난 22일 정전으로 여객기 운항이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다. 

 온라인뉴스 포털 데틱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40분 동안 응우라 라이 공

항에 전기공급이 끊겨서, 가루다 항공기 3편

을 포함한 총 6편의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하

지 못하고 있다가 오전 8시가 돼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 정전이 되자 공항 내에 시설된 자

가발전기가 즉각 가동되기는 했으나 관제탑, 

레이더, 항공안전과 엑스레이 장비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  

 응우라 라이 공항관리공단 앙까사 뿌라-I 대

변인 아흐마드 무니르는 “공항에 설치된 자

가발전기는 1만 KWH 용량으로 중요 시설만

을 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발전기를 가

동할 때는 전등과 에어컨 같은 일반시설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가루다

항공의 물러 시만준탁 발리 지점장은 “정전

으로 모든 전산장비가 가동이 안 돼 탑승수

속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다”며 “이곳에 부

임한지 9개월째인데, 정전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때도 정전으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

기가 중단됐을 만큼 전력사정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향후 10년간 

3만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개발할 예정이며, 

각국의 발전회사들이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카르타 차 없는 날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오는 22일은 ‘세

계 차 없는 날’이다. 자카르타시도 2005년

부터 이날을 ‘차 없는 날’로 제정해 기념

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자카르

타 중심 도로인 수디르만과 탐린 거리는 대

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

지된다. 이번 행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

동차 운행을 줄여 대기오염을 낮추자는 의미

로, 행정당국은 이번 행사를 정례화할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동

차 없는 날을 시행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자카르타 환경국 부디라마 나타쿠수마 국장

이 20일 말했다.

 2005년 자카르타 대기오염예방에 관한 조례

에는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5개 시에서 한 달

에 한 번은 자동차가 없는 날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성과를 평가

해, 차후 행사를 준비할 것이다. 시민들이 자

가용이나 오토바이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이다.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

다”라고 그가 덧붙였다.

자카르타시는 오래 전부터 안고 있는 ‘대기

오염 지옥’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 

올 초부터 전 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자가

용 이용자와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

로 지목되어온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대중교

통으로 흡수하여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방침

이다. 또한 대기오염 원인의 70%이상인 차량 

배기가스의 감축을 위해 차량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도 마련해 오는 11월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커피 수출량 7.1% 감소, 

가뭄이 원인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커피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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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이 7.1% 감소했으며, 가뭄으로 생산량

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람뿡, 벙꿀루 그리

고 남부수마트라 지역의 커피 수출량이 7월

에 26,325톤에서 8월에 24,445톤으로 감소했

고, 수출액은 4,110만 달러에서 4,010달러로 

감소했다고 인도네시아 커피수출업체협회 람

뿡지부 수헤르만 하르소노 지부장이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2위 커피 

생산국이다. 특히 람뿡, 벙꿀루 그리고 남부수

마트라는 커피 생산지의 “황금삼각지대”라 

불리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전체 커피생산량

의 80%를 생산한다.

인니 이둘피트리, 수도권 1,400만 명 

귀성전쟁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무슬림

의 최대 명절인 이둘피트리 연휴기간에 자카

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인구의 절반인 1,400만 

명이 고향을 찾고, 귀성객 중 절반 가량이 버

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이둘피트리는 오는 10월13일이며, 관공

서와 기업은 이 날을 전후로 통상 1~2주일 

동안 휴무에 들어간다. 이둘피트리는 무슬림

이 라마단 한 달 동안의 단식을 끝내고 맞이

하는 명절이다. 이 명절은 우리나라 전통 명

절인 추석이나 설날과 마찬가지로 새 옷을 입

고 이른 아침부터 가까운 친지들을 방문해 덕

담을 나누고 인사를 주고 받기 때문에,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이 기간에 고향을 찾는다. 

 이둘피트리 기간에 페리 97척, 열차 212편, 

여객선 528척, 항공기 211대 그리고 버스 3만

대가 승객을 수송한다. 교통부 육상교통국 이

스칸다르 아부바카르 국장는 지난해보다 버

스를 1천 대 가량 늘렸으나 버스를 이용하는 

귀성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700만 명이 

될 것이며, 대신 자가용이나 항공편을 이용하

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이용할 귀성객은 지난해

보다 30%가량 증가해 180만 명 이상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도로에 오토바이가 급증하

면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오토바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항공기의 경우는 지난해에 226대에서 금년에 

221대로 감소했으나 항공기 자체가 대형화됨

에 따라서 승객 수는 오히려 지난해 230만 명

에서 금년에 2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명절 귀

성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은 열차이다. 자

카르타 감비르 역에서 출발해 수라바야, 말

랑, 스마랑 그리고 족자카르타로 향하는 열

차의 승차권이 이둘피트리 3주 전부터 모두 

매진됐다. 하지만 금년 이둘피트리 기간 전

체 철도승객 수는 약간 감소할 것 같다. 철

도회사 대변인 누르 하미디는 금년 이둘피트

리 기간 철도 승객 수가 2006년에 263만 명에

서 2007년에 2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한다고 말했다.

인니 지방어 신약성경 출간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최근 인도네시아 동

부 오지에서 사용되는 쿠팡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출간됐다. 쿠팡어는 띠모르 섬 서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지방어이다.

 쿠팡어 신약성경의 번역작업에는 총 300명이 

참여했고 9년이 소요됐다. 번역의 원전은 인

도네시아어보다는 희랍어 성경을 기초로 사

용했다. 이번 번역은 미국 기업 시드 컴퍼니

(Seed Company)가 지원했다. 지난 8일 동

부누사틍가라 주도 쿠팡에서 열린 출간기념

식에서 마세히 인질 교회의 아윱 라노 목사

는 쿠팡어 성경을 통해 현지 신자들이 하나

님과 심화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공용어와 수백 개의 

지방어가 병존하여 인도네시아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구는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자바의 학교에서는 수업은 인도네

시아어로 행해지지만, 학생들 간에는 자바어

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말”인 인

도네시아어와 “자신의 말”인 지방어의 사

용 구분은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메가와띠, 2009년 대선 출마 선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

통령이 2009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일간지 콤파스가 11일 보도했다. 

 제1 야당인 투쟁민주당은 10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총재이자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의 장

녀인 메가와티를 당의 대통령후보로 추대했

고, 메가와티가 이를 수락했다. 이날 자카르

타에서 열린 전당대회 폐막식에서 당원들의 

환호 속에 연단에 오른 메가와티는 “나 메

가와티는 투쟁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수락

한다”고 선언했고, 2천여 명의 지지자들은 

“메가, 메가”라고 외치며 환호했으며, 일

부 열성 지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도 했다. 이어 메가와티의 남편이자 막후 실

력자로 알려진 토픽 키에마스는 연단에 올라

와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으로 축하해주었다. 

메가와티는 “투쟁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한

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대선 승리를 위

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라고 지지자들

에게 당부했다. 

 정치전문가이자 파라마디나대학교의 총장인 

아니스 바스웨단은 메가와티 총재는 투쟁민

주당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라며, 그녀와 견

줄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는 여당이 연정이어서 후보결정이 쉽지 않

은 반면 거대 야당인 투쟁민주당은 신속한 의

견수렴을 통해 가장 먼저 공식후보를 결정하

게 돼, 2009년 대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

점했다고 평가했다. 

 메가와티는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에 이

어 5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나, 2005년 대선에

서 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패한 

후 재출마를 준비해왔다.

인도비전.케이블비전 가입자, 영국프

로축구 볼 수 있게 될 듯

[스피드뉴스/자카르타]  말레이시아계 케이

블방송사 아스트로의 인도네시아 법인 PT 

Direct Vision이 인도네시아 케이블방송 경쟁

사와 영국프로축구리그 ELP 중계를 공유하기

로 함에 따라, 인도비전과 케이블비전에 가

입한 시청자들은 조만간 다시 EPL을 볼 수 

있게 됐다. 

 2007~2008 시즌부터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PT Direct Vision가 EPL 중계권을 독점 계약해, 

케이블비전과 인도비전 등에 유료 가입한 시

청자들은 지난 8월부터 EPL 프로그램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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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다. 이에 양사와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인도네시아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

부가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PT Direct Vision의 할림 마흐푸즈 부사장은 

12일 케이블방송사들이 EPL를 방영하려면 입

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생중계 녹화

중계 및 해설 프로그램 등 몇 가지 패키지

가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EPL는 

ESPN-Star Sports가 중계권한을 가지고 있으

므로,  아스트로와 PT Direct Vision은 독점하

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지 소로스 아체 팜오일 사업 투

자 관심

[스피드뉴스/자카르타]  미국의 부호이자 국

제금융계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가 인도네시

아 아체 지역 팜오일 플랜테이션 투자에 관심

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완디 유숩 아체 주지사는 최근 뉴욕을 

방문했을 때 소로스를 만났다며, “그가 첫 

단계로 2만 헥타르의 팜오일 플랜테이션 개

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아체 주민 

2천5백 가구를 부양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이

다”라고 13일 말했다. 주지사는 정확한 투자

액과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소로스의 계

획이 실현되도록 주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로스는 1997-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동안 

아시아 통화 폭락을 유발한 환투기 주범으

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특히 마하티

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그를 맹비난

했었다. 경제지 포브스는 소로스의 순재산을 

85억 달러로 추정하고, 그를 세계 80번째 부

자로 평가했다. 소로스는 헝거리 태생 미국인

이다. 현재 소로스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와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의 회장을 맡

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자선활동을 중점적으

로 하고 있다.

소로스와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소로스가 

1999년에 투자회사 PT Bhakti Investama와 유

통회사 PT Agis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시작됐

다. 아기스는 소니, 도시바, 필립스, 골드스타 

그리고 RCA 등 14개 브랜드의 전자 및 가전제

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이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자 바이오

연료가 대안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

오연료의 원료가 되는 팜오일 가격이 최근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현재 세

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수마

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그리고 자

바 등 지역에 총 610만 헥타르의 팜오일 경

작지가 있다.

 “아체는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특히 

팜오일 생산 잠재력이 크지만 플랜테이션을 

개발할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주지사가 말

했다. 따라서 금년 2월에 아체 최초 민선 주

지사가 된 이르완디는 투자유치가 현재 자신

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2005년에 

아체는 163,000헥타르의 경작지에서 25만 톤

의 팜오일(CPO)을 생산했다. 아체 주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7일 내에 사업허가절

차를 마무를 할 수 있는 아체 원스톱 투자 서

비스 시스템(KPTSP)을 도입하기도 했다.

수마트라 지진 피해 예상보다 커… 

피해지역 비상사태 선포.

[스피드뉴스/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마트

라 섬 서부 해안에서 12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진도 8.4의 강진과 여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

속히 집계됨에 따라, 당초 언론이 보도한 것

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3일 피해가 가장 큰 벙쿨루와 서부수마트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유력 일간지 

콤파스가 14일 보도했다.

 콤파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벙쿨

루 지역에서 10명 그리고 서부수마트라 파당

에서 4명이 사망했으며, 관공서 학교 사원 건

물 그리고 주택 5천여 채가 파손됐다. 이외에

도 벙쿨루와 파당을 연결하는 수마트라 서부

해안도로가 끊겼고,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일

부 지역이 정전되고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13일 지진피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긴급 구조와 복구를 

위해 벙쿨루주와 서부수마트라주에 각각 6일

과 4일 동안 한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미국을 여

행 중인 아구스린 마르요노 벙쿨루 주지사에

게 즉시 귀국할 것과 출장 및 휴가 중인 모

든 관리들에게 즉각 피해 현장으로 복귀할 것

을 지시했다.

금주 주가 기술적 반등 기대: 애널

리스트

[스피드뉴스/자카르타]   금주 인도네시아 증

시는 견실한 거시경제지표 덕에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을 계

속 이어갈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8월 중순

부터 시작되어 금주까지 계속될 것이다”라

고 Batavia Prosperindo의 애널리스트 수헤르

만 산띡노가 AFP에 말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8월 중순에 미국 서브프

라임 모기지 문제가 확산되면서 역내증시들

과 함께 동반하락했다. “단기적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연말로 가면서 지수가 2400선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

아 주가가 아직 저평가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투자자들이 유가가 배럴 당 75달

러로 오를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

가 급상승하면 국내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주에 투자자들은 금융, 자

동차 및 소비재 주를 선호했다. 이들 세 분야

는 2009년에는 기업의 순이익이 30%까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는 45.56포인

트 즉 2.08퍼센트가 상승해 2,239.90포인트에 

마감했다. 일일 평균 거래량은 44억5천만 주

에 3조60억 루피아 상당이었다. 그는 금주 지

수가 2,300포인트에서 저항하고, 2,200포인트

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골분 통관돼 시장에 유통 의혹

[스피드뉴스/자카르타]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육골분(meat bone meal)이 불법수입

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

간지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체 PT TMW가 영국에서 수입한 

육골분 총 112개 콘테이너 가운데 50개 콘테

이너가 불법 통관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업체는 육골분을 조류

사료로 수입서류를 조작해 가축검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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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을 통해 통관해오다, 지난 8월 말 딴

중쁘리옥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육골분은 광

우병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 No 445/2002에 의

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미얀마 어디로… BBC, 印尼 수하르

토 정권과 비교

미얀마의 반정부 시위가 군사정부의 무력 진

압에도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압 군인들과 시위대 간 최악의 유혈사태가 

우려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

으로 미얀마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놓인 미얀마 군사정

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

심사이다.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종잡기 어렵다. ▦군부와 정부가 시민, 승려

들의 요구사항인 정치범 석방과 군과 정치인

들의 대화를 수용하는 방안 ▦민중 봉기 혹은 

군부 분열로 인한 정권의 붕괴 ▦1988년 시위 

때와 같은 대규모 유혈 진압 등이 가능한 시

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

BBC 방송은 27일 이번 사태를 인도네시아 수

하르토 정권과 비교하면서 40여년간 계속된 

경제 실정과 폭정으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

에 무게를 뒀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동남아시아 승복의 

색상을 뜻하는 사프란(선황색)에서 착안, 미

얀마 반정부 시위가 성공할 경우 ‘사프란 혁

명(saffron revolution)’이 될 것이라고 전했

다. 인도네시아가 미얀마의 비교대상이 된 것

은 양국의 유사한 정치역정 때문이다. 2차 대

전 직후 독립한 양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

성돼 국가 건설과정에서 분리주의자들의 강

한 저항을 받았다. 1960년대 들어 군부가 분

열된 국가를 통합하면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군부 출신인 수하르토

와 네 윈이 각각 집권했다. 그러나 수하르토

의 인도네시아가 ‘개방’을 택한 반면 네 윈

의 미얀마는 ‘고립’을 택하면서 양국은 서

로 다른 길을 걸었다.

수하르토는 60년대 냉전체제 당시 비동맹주의

를 주도한 국제무대의 지도자적 위치를 이용, 

열악한 국내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의 원조와 투자를 얻어냈다.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은 미약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80년대 경제성장을 구

가한 반면, 고립을 택한 미얀마는 국내경제의 

붕괴로 인해 88년 대규모 반(反) 정부 시위

를 초래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제3국의 인권유린을 용인

하지 않는 90년대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미얀마의 고립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게다

가 군정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

치를 가택연금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국제사회의 정치ㆍ경제적 지원은커녕 더욱 

가혹한 경제제재를 부른 셈이다.

양국의 차이는 군부의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수하르토는 군부 인사에게 경제성장의 대가

를 제공하며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정치적 수

완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등장

한 중산층과 일부 군부 세력은 정권의 부패 

및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수하르토의 퇴진

이란 결단을 내렸다. 이에 비해 미얀마는 현

재 중산층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인

도네시아에 비해 군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크다. 

국가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인 군부세력은 국

제적 고립으로 잃을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

관해 민생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

다. 미얀마 군부의 잘못된 선택과 국내외 정

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허청, 인도네시아에 특허넷 수출 

추진 

특허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에서 인도네시아 특허청과 인도네

시아 특허행정정보화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는 인도

네시아 특허정보화 사업에 한국 특허청이 참

여해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온라인 검색 

시스템, e러닝 교육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印尼 대법, 발리 테러범 상고 기

각…곧 사형 집행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발리 폭탄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 3명의 최종 상고를 기

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인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범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곧 이뤄

질 수 있게 됐다.

누르하디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지난 8월23일

과 지난 19일 알리 구프론과 이맘 사무드라의 

상고가 이들의 변호인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할만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

유로 각각 기각됐으며 또다른 테러범 암로지 

누르하심의 상고 역시 기각됐다고 말했다.

폭행피해 한국 근무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에 성금

“상처받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6월 중소업체서 일하다 억울하게 폭행

당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돕기 위

해 결성된 ‘인도네시아 노동자 폭행피해 구

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양산종합

운동장 내 회의실에서 모금 전달식을 가졌다. 

공동대책위는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을 비롯

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교조, 종교계 등 양

산지역 15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지난 7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한 4천여만원 중 병원비 등 경비 930여만원

을 공제한 3천300여만원이 피해자들에게 전

달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양산시 A산업 기숙사 앞에서 이 회

사에 근무하는 헬미(27), 무스토파(27), 와루

토(29) 등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3명이 같

은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B씨(43)로부터 각

목 등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 어른 말을 무시

하고 버릇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로 인해 

헬미는 양팔 골절로 전치 10주, 와루토와 무

스토파는 왼팔이 각각 골절돼 전치 9주의 상

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B씨

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무스토파가 담배를 피

우자 이에 격분한 B씨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게다가 B씨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

는 데다 근무했던 A산업도 건강보험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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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납부하지 않아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

는 상태다.A산업은 이 일로 사업장 문을 닫

고 말았다. 

그러나 치료비 등을 연수생이 부담해야 하

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자 양산외국인노동자

의 집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지난 7월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원의 손길이 닿

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성금 등 후원의 손길

이 이어지고 지역 내에서도 무료 간병 자원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관심과 

후원도 잇따랐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

회보장혜택 차별철폐 △응급구호 예산확보 

△차별없는 인권교육 △외국인 문화복지공간 

확충 등을 주장했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지연 사무국장은 

“이번 모금운동은 ‘희망을 찾아주는 주는 

작은 기적’이었다”면서 “외국인 차별의식

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

혔다.

후세인 400억 달러, 수하르토 300억 

달러…검은돈 찾아 가난한 아이 돕

는다

유엔·세계은행 공동 프로그램 세계은행과 유

엔이 개발도상국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국고

에서 빼돌려 나라 밖에 숨겨둔 검은돈을 찾아

내 해당 국가에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공동

으로 실시한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1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가난한 

이들의 돈을 훔친 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져야 한다”며 ‘은닉 자산 회복 이니셔

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StAR)’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부패 정치인.관리들

이 주로 선진국 금융기관에 숨겨둔 불법 자

산을 적발해 이를 해당 국가에 반환, 빈곤 퇴

치와 사회 개발에 쓰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

계은행에 따르면 부패한 지도자들이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의 규모는 한 해 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

우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이 이런 

식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릭 

총재는 “만약 은닉 자산 중 1억 달러만 회수

해도 400만 명의 어린이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고, 60만 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

할 수 있으며, 25만 가구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다니 라이프치거 부총재는 “(독

재자가) 돈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나

라에서 비밀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

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

닉 자산을 적발한 뒤 회수할 때까지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세계은행

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패 지도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검은

돈을 찾아 회수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일례로 필리핀 전 독재자인 페르디난드 마르

코스가 스위스 은행에 숨긴 6억24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무려 18년이 걸렸다. 나이지리아

는 독재자 사니 아바차가 스위스 은행으로 빼

돌린 5억 달러를 5년간이나 씨름한 끝에 지난

해 겨우 돌려받았다.

그러나 졸릭 총재는 “이제 변화가 일기 시작

했다”며 “특히 스위스의 경우 검은돈과 연

루되는 것이 금융기관은 물론 나라 전체의 이

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됐

다”고 말했다. 

그는 또 StAR 프로그램의 실시로 ‘유엔 반

부패 협약’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엔 선진국이 개도국 

지도자의 은닉 자산을 발견해도 동결만 했을 

뿐 이를 해당 국가에 돌려주려는 노력은 제대

로 하지 않았으나, 2005년 이 협약이 발효된 

뒤엔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

만 아직까지 캐나다.독일.인도.이스라엘.이탈

리아.일본.스위스를 비롯한 98개국이 이 협약

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두산重, 인도네시아에 火電 

4860억 원대 수주…국내 첫 진출 

두산중공업이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 인도

네시아 발전설비시장에 진출한다. 두산중공업

은 인도네시아 전력청이 발주한 5억4000만 달

러(약 4860억 원) 규모의 700MW급 치레본 석

탄화력발전소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5월 준공될 예정인 치레본 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

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

한다.

홍성은 두산중공업 발전BG장은 “올해들어 

태국, 파키스탄,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까지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발전시장

에서 두산중공업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

했다. 

화장으로 치르는 발리의 장례식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우부드

에서 ‘느가벤’으로 불리는 집단 화장식에

서 사망한 사람의 관 위에 놓여진 나무로 만

든 짐승이 불에 타고 있다. 힌두교의 영향

을 받은 발리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은 화장

을 통해 몸에서 이탈돼 연기기나 불의 신(火

神 ) 아그니의 날개를 타고 야마(모든 죽은 

자를 다스리는 왕)의 세계로 가 그곳에서 완

전한 육신을 되찾고 신들과 조상들을 만난다

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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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한국무역진흥공사   574 1522
한국국제 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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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둥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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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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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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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536 3530
안디옥 교회       7278 7944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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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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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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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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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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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가이드



한인뉴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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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한방원  725 5120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아름다운 병원       5576 8367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       546 0844
우리슈퍼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산타코리아        722 9921
서라벌         572 3475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시티서울       5289 7506
아랑 22       7082 0601
아리랑        8990 1662
장터        4585 4302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해수산          739 7032
한강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함지박         739 6958
LA 갈비               7278 0550

 신문, TV
동아일보        720 6802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한 타임즈        799 077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K-TV               525 3838
OKTN(KBS World)     797 6151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HAPPY TOUR        532 797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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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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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해운 이삿짐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4786 6502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생활정보 가이드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MCM(Media Citra Makmur) 569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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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리 앤 리        725 5008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17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환전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기타
스폰지       7095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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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먹을 운명을 상대로, 이 남자의 뜨거운 삶이 시작된다! 

* 이 남자의, 평생 단 한번뿐인 운명! : 열일곱, 수채화를 닮은 한 

여자에게,“맹세했다, 내가 지키주기로...” 

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호기를 부리지만 대학가서 어

머니께 효도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졌고 첫 눈에 반한 여자 아

이에게 수줍게 고백하는 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칠지만 순

진한 남자, 채인호.

*이 남자의, 행복을 조여오는 독한 악연! : 그녀를 위해, 지독한 건

달의 목에 칼을 꽂았다. “내가 깍꿍이다!” 

평범하게, 꼭 남들만큼만 살고 싶었지만 세상에 혼자 남은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열 일곱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부산 바닥에서 소문

난 악질, 치권의 목에 칼을 꽂았다.

* 이 남자의, 삶에 찾아온 두번째 기회! 

: 그녀를 가슴에 묻고, 힘을 가진 유 회장 에게 젊음을 바치기

로 했다. 

“내한테 니 젊음을 써라... 내가 니한테 힘을 줄 테니까... “ 

사라져 버린 그녀를 가슴에 묻고 부둣가에서 막일을 하던 거친 인

생에 찾아온 또 한번의 기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유 회장에게, 젊

음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 이 남자의, 꼬여가는 지랄 같은 인연! 

: 버릴 수 없는 그녀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이 되어 나타났다.

“가지 마라... 여자는 순간이다…” 

한 순간도 잊어 본적이 없는 그 여자가 눈 앞에 나타났다. 살아갈 

힘을 준 유회장의 옆에 선 채, 가질 수 없는 인연이 되어… 그래

도 거친 인생 한번쯤은 행복해지고 싶다 결심한 순간, 사나운 운

명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데…

꿀꿀한 인생, 뭐 신나는 일 없을까? 

20년 전. 3년 연속 대학가요제 탈락을 끝으로 해체된 락

밴드 활화산. 지금은? 명퇴 후 눈치 밥 먹는데 익숙해

진 일등급 백수 기영(정진영 분), 부담스럽게 공부 잘하

는 자식 만나서 낮에는 택배,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등골 

빠지는 바쁜 중년 성욱(김윤석 분), 타국 땅에 마누라와 

자식들을 유학 보낸 자신이 자랑스러운 기러기아빠 혁

수(김상호 분)는 ‘활화산’의 리더였던 상우의 장례식

장에서 돌아온 뒤 불현듯 결심한다. 꿀꿀한 인생 달래줄 

락밴드 ‘활화산’을 재 결성 하기로! 

우릴 막는 건 없다! 우리에겐 락이 있다! 

다시 활화산이 된 아저씨들. 리드기타 기영, 베이스 성욱, 

드럼 혁수는 녹슬어버린 연주와 삑사리 나는 노래 실력

을 견디다 못해, 죽은 상우의 아들 현준(장근석 분)에게 

보컬을 부탁한다. 싸가지만 빼고 외모, 실력까지 겸비한 

완소남 보컬 현준의 투입으로 무대 위에서 제대로 놀 수 

있게 된 ‘활화산’.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그들에게는 

또다시 최대 고비가 다가오는데…… 

과연, 활화산은 터질 수 있을 것인가?



BOOKS

달인  천 가지 성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
   
저자 조지 레오나르드 | 역자 강유원 | 출판사 여름언덕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끝없는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길! 

어떤 분야든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모두평생에 걸쳐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이

들이다. 그들은 눈 앞에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일정 위치에 오른 다음에도 겸손을 버리지 않고 배우

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달인’이다. 

『달인: 천 가지 성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각자의 분야에서 순간의 

승리가 아닌 끝없는 성취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제공한다. 저자는 서

두르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달인’이라고 말한 다음,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일에서 도전과 성취를 일구어내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무조건 빨리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조급증과 환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달인이 되는 5가지 열쇠를 소개한다. ‘스승을 만나라, 연습 또 연습하라, 기꺼

이 복종하라, 마음을 다스려라, 한계를 넘어서라’ 등 어떻게 보면 쉽지만 평

소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지혜들을 일깨워준다. 또한 예비달인을 위한 팁

도 제공한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저자는 성공은 하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인생은 끝없는 길임을 강조하며, 성공하

고 그 절정의 시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지를 차

분히 설명한다. 특히 단순히 몇 가지 법칙, 또는 간교한 기술로는 손 쉽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성공의 정석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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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게 많은 꼬마 궁금이 생활 철학 이야기
 

저자 조성자 | 그림 김기영 | 출판사 대교베텔스만  

 이 책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짧고 간결한 

예화를 통해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화 뒤에는 어린이의 생각을 보다 폭넓게 도와줄 수 있는 

철학 도우미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이 좋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정체성, 가족, 감정, 사회성, 더불어 사는 삶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철학적 사고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

양한 주제와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는 독자는 추상적이지만 꼭 알고 싶었

던 의문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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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수컷들의 위대한 사랑 
 저자 마티 크럼프 | 역자 이충호 | 출판사 도솔  

재미있고 신기할 뿐 아니라 처절하기까지 한 (사람을 포함한)동물들의 사랑이야기 

재미있지만 처절한 수컷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멍청한 수컷들의 위대한 사랑』. 이 책은 동물들

의 다양한 짝짓기 방법과 새끼 돌보기, 동물들의 애정표현과 방식, 살아가는 이야기를 인간의 삶과 

연관시켜 흥미롭게 풀어낸다. 

저자가 직접 연구한 결과와 함께 수컷의 남성성을 무슬림 이야기와 연결시키거나 짝짓기 선물을 통해 

인간의 남성이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 등을 통해 동물들의 이야기를 위트 넘치게 보여준다. 

《멍청한 수컷들의 위대한 사랑》은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동물들의 번식과 생존이야기, 자기 방

어능력, 의사소통 방식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대국굴기 -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의 패러다임 
 저자 왕지아펑 , 천용, 가오다이, 가오이, 리공전 | 역자 김인지, 양성희 | 감수 공병호 | 출판사 크레듀 

13억 중국인을 사로잡은 다큐멘터리 대작 <대국굴기>의 핵심 요약본이자 심층 해설서! 

『대국굴기』는 중국 CCTV와 EBS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다큐멘터리 <대국굴기>의 핵심 요

약본이자 심층 해설서이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의 권유로 사내 학습 열풍을 몰고 오며 국내 경

영자들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국굴기>는 강대국은 어떻게 역사의 중심에 우뚝 솟았는지

를 이야기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 9개 강대국의 패러다임을 통해 

기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5세기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나라들이 각

각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그 당시의 세계 및 국내 정세, 문화, 사상, 제도, 산업, 과학, 교육, 인

물, 역사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창조적 혁신, 혼돈과 고

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는 선구자 정신, 끝없는 도전과 빠른 체제전환 등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 경영’의 방법론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와 이에 쫓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한국의 주식부자들 -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배워라
저자 심영철 | 출판사 토네이도 

1년 6개월간 심층 취재한 대한민국 주식부자 150명의 성공투자 노하우! 

지난 2004년『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를 통해 은행의 실상을 알려주고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그가 이번에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한국의 주식부자 150명을 심층 취재한 다음, 그들의 성공투자 노하우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한국의 주식부자들』은 한국사회에서 5억~10억 원대의 주식자산을 운용하는 주식부자 150명의 성

공 투자마인드와 노하우를 담고 있는 책으로, 주가 2,000포인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투자전략과 패

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먼저 한국 주식부자들의 성공투자 마인드와 주식투자 이전에 숙지해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한국 주식부자들의 성공투자 기술 20가지를 들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 대성산업’ 등 한국 주식부자들이 추천하는 명품주식 20선을 내 놓

는다. 각 종목마다 기본적인 배경설명과 함께 2002년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 그래프, 요약 재무제

표를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10월 행사 및 공지 사항

아프칸 탈레반 무장세력 한국인 납치관련 신변안전 주의 

1. 최근 아프칸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우리 국민 23명이 피납되

어 그 중 1명이 살해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

리 정부는 피납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 모방 또는 유사범죄가 우려되므로 인도네시

아에 체류하시는 동포여러분께서도 심야시간 외출, 오지 단독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등 개인 신변안전에 평소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

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

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홈페

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개정 여권법 시행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1. 지난 2007.4.20 발효된 개정 여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이 2007.7.24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시

행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여권발급 관련 변경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시행령 제6조)

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제5항)

ㅇ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자 : 허가받은 기

대사관 공지사항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소급적용 관련

1.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인니측의 발효지연으로 7월 1일부터 소

급 적용키로 되어 있으나, 인니 일선 세관 등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

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2.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사관 경제팀(김형태 참사관)에 문의하

여 주시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 Tel 520-1915, Fax 525-4159

3. 아울러, 당관은 인니 재무부와 함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설명

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오며, 상세 사항은 추후 공지하

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단 기간중 신변안전 유의 

1. 9. 13(목)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중 주재국인들을 자극하거나 이

슬람 문화를 비하 비방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주재국 이슬람 신도들이 경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

고, 골프장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 및 현지인 근로자들에게도 평소보다 

관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과거 라마단 기간중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들이 유흥업소 등을 공

격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신변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 지정 

1. 외교통상부는 해외위난지역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 또

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한 바, 8.7자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국가 및 사유

  ○ 이라크 : 전쟁중

  ○ 소말리아 : 내전중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납치 빈발

2. 상기 관련,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상세사

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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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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진전사식과 사진부착식여권 구분(변경 전 : 구분하지 않았음)

3. 개정된 여권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은 법제처 홈

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ㅇ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

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요구

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홈페

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

ㅇ 여권을 발급받은 연도에 24세 이하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 또는 보

충역 (단, 복무·의무종사 중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는 제

외)인 자 :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단, 병무청의 허가를 받

았거나 사증의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다. 여권발급제한의 해제사유(시행령 제26조의 4)

ㅇ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변경전 : 외국인과 결혼하여)

ㅇ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변경 전 : 해외이주를  허

가받은 경우)

라. 병역관계서류 제출자(시행규칙 제3조)

ㅇ 전체대상자

- 여권을 발급하는 연도에 18세 이상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

(변경 전 :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

상 30세 이하가 되는 남자)

ㅇ 읍·면·동장의 병적증명서 제출자

- 24세 이하의 남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

.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는 

제외한다(변경 전 : 근거조항 부재)

ㅇ 소속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자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이거나 전환복무중인 자 (변경 

전 : 근거조항 부재)

마. 여권의 신청수령방법(시행규칙 제6조)

ㅇ 신청과 수령하는 대리인이 동일인이고 그 내용이 여권발급신청서

의 위임장으로 확인되면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때에 본인의 주

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변경 전 :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

시하여야 함)

바.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시행규칙 제6조 제6항)

ㅇ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여권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

(변경 전 : 근거조항 부재)

사. 병역해당자에 대한 복수여권 발급(시행규칙 제11조)

ㅇ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

사중인 자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 이하인 복수여권을 발급

(변경 전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고 있는

자 중 의무종사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 여행

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정업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 수수료(시행규칙 제 27조 관련 별표)



   가루다 인도네시아

 운항 스케줄

항공편명 GA 9962 / 매일

경로  자카르타 - 서울

출발시간 21:40 *) 자카르타

도착시간 06:40 *) 인천

기타  직항노선

   *) 현지시각

자세한 정보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24시간 고객

센터와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항공사 운항스케줄 안내

대한항공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예약전화가 폭증하고 있습니

다. 이에 고객 여러분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일반전화

및 Fax/E-mail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운항 스케줄

기간: 2007년 3월 25일 ~ 2007년 10월 27일

Tel : (021) 521 - 2175~7

Fax : (021) 521 - 2184 / 2179

E-mail : hyunmelee@koreanair.com

        stuty@korea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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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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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