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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지난 6월 6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자카르타 인근

의 BSD C.C에서 2007년도 한인회 정기 운영위원 총회

를 개최하고 2006년도 한인회 결산과 앞으로의 사업계

획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민 한인회 사

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한인

회장 인사말, 김재유 수석부회장의 2006년 업무보고 등

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승은호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한-인니 

정상회담과 동시에 맺은 ‘한-인니 전략적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말 김영주 산업부 장관을 대표로 인

도네시아를 방문한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의 성과와 재

인니 한인상공인들의 역할, 지난해 12월 5년 만에 다시 

개최된 ‘한인회 송년의 밤’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승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존

의 한국기업들이 매년 꾸준히 성장해 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와 

한국주재 기업들이 대 인니 신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동포기업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표시했

다. 승은호 회장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한국 기

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 양국

간 경제협력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동포기

업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지난 12월 다시 개최된 ‘한인회 송년의 밤’에 

관해 연말이면 찾아오는 테러위험 등의 치안 문제로 인

해 5년 동안 동포들이 한자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하고 한인회 회장단 회의에서 

2년에 한번 ‘한인회 송년의 밤’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사

항을 전했다.

   김재유 수석부회장은 2006년 한인회 결산보고와 

지난 6월 6일, 재인니 한인회

는 BSD C.C에서 2007년도 한인

회 정기 운영위원 총회를 갖고 

2006년도 한인회 결산과 2007년

도 사업계획 등에 관해 논의

했다.

2007년도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열려

총회에 앞서‘한인회 운영위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들간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

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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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한인회 재정과 예산집행을 

현실화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운영위원 회비를 120만 

루피아에서 300만 루피아로 올린 이유와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한인회 활동 참여방안 등이 논의하였다.

   또한 신기엽(PT. Hanindo Express), 이민재(우리은

행), 배도운(PT. Doosan Cipta Busana Jaya) 한인회 신

임 부회장들과 신임 운영위원들이 소개가 이어졌으며 

정용칠, 김남용(한국대사관 공사), 박인철(전 한인회 부

회장, 현 우리은행 본사 상무), 김병권(자카르타 Kotra 

무역관장)등이 특별이 참석하여 한인회와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랬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총회에 앞서 ‘한인회 운영위

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들간의 단합과 친목

을 다지고 운영위원 총회가 끝나고 안선근 교수의 사회

로 ‘골프대회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골프대회에는 백승배 운영위원이 Winner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백승배 운영위원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위

원이 된 후 첫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어 기쁘고 한인사회

가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의 책무를 다하겠

다’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다솔’과 ‘한강’, ‘백악관’에서 운영위원 총회

를 위해 음식과 음료를 협찬했다.

골프대회 영애의 Winner를 거머쥔 백승배 운영위원. 백 운영위원

은 “우승하게 되어 기쁘고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

록 운영위원의 책무를 다하겠다’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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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가 지난 6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2005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상품무역협정 

합의 선언 및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 서명한 후  

2006년 4월 한-아세안 FTA 제11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 상품무역협상이 타결되었으

며 지난해 8월 25일 한•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

세안 FTA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되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모두 10개국

을 칭하는 아세안(ASEAN) 중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 상품무역협정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상품무역협

정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완료한 한국,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간에 협정이 우선 

적용되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들 국가들의 국

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지난 6월 8일 술탄호텔 아시안 룸

에서 한-아세안 FTA가 재인니 동포기업에게도 파급효

과가 클 것으로 예상,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른 기업

인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희동 FTA 추진기획단 동향분석팀장

이 강사로 참여, ‘한-아세안 FTA 협상 주요내용 및 동

포기업에 미칠 영향’과 ‘한-아세안 FTA 관세분야 협상

내용 및 활용방안’ 에 대한 설명과 한국대사관에서 준비

한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

다. 또한 동포기업인들의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해

결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용칠 공사는 인사말에서 ‘2년여 동안의 FTA 협상결

과 6월 1일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었지만 인도네시

아는 행정적 절차 지연으로 아직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

어 지지 않고 있지만 6월 이내로 실질적인 발효가 예상

되고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약 100억달러, 무역흑자

는 약 6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 팀장은 FTA는 한-아세안 국가 중 서명한 국가들

끼리 적용되기 때문에 한-아세안, 중-아세안, 아세안 내 

국가들끼리의 양허표와 원산지 결정 기준, 관세철폐 방

식에 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FTA, 6월 1일 발효,

한국대사관 설명회 개최

지난 6월 8일 대사관은 

술탄호텔에서‘한-아세

안 FTA 발효에 따른 기

업인의 대응방안’에 대

한 주제로 설명회를 개

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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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당해 국가에서 채굴,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

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해서 생산한 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

로 인정.

세번 변경기준 :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

우 그 원료와 제품의 HS번호가 일정단위 이상 변경이 된 경우

에만 원산지 인정

부가가치기준 : 최종생산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

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경우 원산지 인정.

관세철폐 방식 :
일반품목군(NT)의 관세철폐 방식과 민감품목군(ST)의 관세철

폐 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반품목군(NT) : 한국과 아세안 6국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다. 예컨대, 현행 실행세율이 8%이고 관세감축연도가 2010년

인 일반품목의 경우 2007년에는 5%, 2008년에는 3% 2009년에

는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민감품목군(ST) : 민감품목군(ST) 중 일반민감품목(Senstive 

list)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 6은 2012년에 20%의 관세를 일률

적으로 감축한 후 2016년에 0~5%의 세율로 철폐 또는 인하

하게 된다. 

2014 동계올림픽, 이제는 평창이다

초민감품목(HSL) :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그룹별로 

상이한 관세철폐 방식이 적용 된다. Group A에 분류된 품목의 

경우 50%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관세율은 50%이

하로 인하하여야 하는데,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은 2016년도

에, 베트남은 2021년도에 CLM 국가는 2024년도에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동포기업들은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출입 
거래 품목에 관한 관세율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참고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http://www.fta.go.kr/user/index.asp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 인도네시아 일반품목군 관세율표 다운로드

  http://www.fta.go.kr/pds/fta_korea/asean/28.pdf

• 재정경제부 한-아세안, 한-미 등 FTA 관련 주요 질문 모음

  http://www.mofe.go.kr/division/off_tc/off_tc_03.php

•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개정 관세율표>를 다운로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홈페이지(http://www.kotra.or.kr/) 

   지난 6월 15일 자카르타 한 음식점에서는 2014년 평창동계올

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자리가 있었다. 김재철 대한체육협회 사

무총장을 비롯, 조태욱 차장,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병학 비서관, 김나미 세계 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과 신기협 

한인회부회장, 이진수 위원, 김재민 사무국장, 윤문한 대사관홍

보관 등이 참석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당위성과 국민들의 

염원에 대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재철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스포츠에 대한 열망이 높아 

이미 올림픽,월드컵을 개최했었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이 시대

를 사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역설하고 큰 대회를 치르면서 한

국의 문화, 경제, 사회가 크게 진보했다고 전했다.

   한인회는 동계올림픽 추진위와 평창시민들의 노력에 많은 박수

를 보내고 꼭 유치될 거라 믿는다며 작은 한인사회이지만 인도네

시아에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4 겨울올림픽 개최지는 과테말라에서 투표권을 가진 102명

의 IOC 위원들이 평창ㆍ잘츠부르크ㆍ소치 등 3개 도시를 대상 

투표로 정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도시가 나오

면 곧바로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 도시를 놓고 2차 

투표를 하게 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금년 12월 방콕에서 열리게 되는 South 

East Asian Game에 출정하게 되는 인도네시아 태권도, 양궁대

표선수들을 한국에 초청 2달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할 계

획이다. 이는 지난해 한-인니 양국 정상회담시 유도요노 대통령

이 요구한  한-인니 체육교육협력의 한국측 이행이라는 측면에

서도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 지속에 트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한인뉴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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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해외 각지의 700만 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9일 오후 서

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막됐다. 재외동포재단이 주

최하는 이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56개국에서 376명

의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8회째 열리는 이 대회는 한국 

정부가 5월 초 ‘세계 한인의 날’(10월5일)을 제정공포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동포 관련 대형 행사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구홍 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국과 한

인 동포사회가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함

께 발전할 수 있다”면서 “한인회와 동포사회가 공동노력

하는 가운데 재단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전 대회 공동의장은 대회 경과 보고에서 “한인

회장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한인회가 일심단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포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서울대 언론정보대학

원에 재학중인 김은실(조선족)씨는 “700만 재외동포들

의 생일이 생겨 너무 기쁘다”면서 “모국의 배려와 사랑

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인회장들은 대회 기간에 △동포사회 허브로서의 한

인회 활성화 방안 △차세대교육문제 △세계한인의 날 제

정에 따른 동포사회의 참여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

령과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김원웅 국

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이화영.김덕룡.진영.정의용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

께 했다. 노 대통령이 국내

에서 열리는 동포 관련 행

사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

음이다. 노 대통령은 축사

를 통해 “정부는 동포의 권

익을 보호하고 모국과 동포

사회간, 동포사회 상호간에 

긴밀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

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포사회

를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유대를 증진해 나간다

면 동포들의 성공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민족으로서 정

체성을 잃지 않도록 민족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취업

제 등을 통해 경제발전의 혜택을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도 힘써 나갈것”이라면서 “동포들이 고국을 왕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법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2007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있다.

세계 56개국 한인회장 376명 한자리에

 - 노무현 대통령, 한인회장대회 첫 참석

 - 한인회 회장단,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은 당연한 권리

 - 승은호 회장,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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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세계한인의 날’ 

제정과 관련, “이를 계기로 동포사회의 발전사를 우리 역

사의 자랑스러운 일부로서 기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포 상호간에 이해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가야 하겠

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인회장단들은 재외국민 참정권문제에 대해 “이번 대

회를 통해 참정권 획득을 위해 동포들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하자”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영근 2006한인

회장대회 공동의장은 “전체동포의 10%인 해외동포를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관심 가져야 한다”면서 “참정권 회

복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으로 참석한 승은호 회장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이후는 인도네시아입니

다. 한반도 면적의 9배 크기에 무궁무진한 자원, 많은 인

구는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승 

회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도네시아 등 이

웃나라와 세계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에는 아시아에서 150명, 북미 137명, 유럽 36명, 

대양주 16명,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14명이 참가했다. 특

히 마다가스카르,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미크로네

시아 등의 한인회장들이 처음으로 초청돼 눈길을 끌었

다.

한인뉴스,
김문환씨에게 감사패 전달

   한인뉴스는 지난 6월 20일, 조규철 편집인과 박만규, 황윤홍, 

김재민, 김영민 편집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오! 인도네시아’와 ‘한

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의 장문을 지난 3년 동안 한인뉴스에 연

재기고하고 2007년 6월 호를 끝으로 잠시 휴식에 들어가는 김문

환 씨에게 그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며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

하였다.

   김문환씨는 2004년 6월호 한인뉴스에 ‘사건, 에피소드로 보는 

한인사회. 오! 인도네시아’ 첫 기고를 시작하여, 2006년 3월 호를 

끝으로 22번에 걸친 연재를 마감하였고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

서’는 2006년 5월호 연재시작 후 2007년 6월호를 끝으로 14회에 

걸친 연재를 마감하였다. 김문환씨는 동포들이 즐겨 읽을 수 있는 

글을 써보자는 의도로 다소의 픽션이 가미되었지만 사건, 에피소

드의 본질이나 현상 하나 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는 철저한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김문환씨는 ‘오! 인도네시아’는 구

체적인 사건으로 접근한 글의 성격상 인도네시

아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들에 입문서 역

할을 해 줄 수 도 있다고 전하고 약간의 보강을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단행본으로 출판을 할 예

정이라고 전했다.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는 

내용의 국지적 성격상 인니 한인사회에서 발행

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인뉴스 조규철 편집인은 3년여에 걸친 기고

는 한인사회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

다. 한인사회가 시작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도

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김문환씨의 

기고를 통해 교민들의 많은 관심이 증대되었고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까지 기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환씨는 한인뉴스에 연재를 하면서 

고국으로부터 많은 격려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일제강점하강제

동원피해지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서 종군위안

부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는 역할까지 맞게 되

었다며 수십 년 동안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오시

고 계시는 종군위안부 할머니 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그리

고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준 한인뉴스에 고마움

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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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 한사모

<반둥 한국 문화교류> 개최

   지난 6월 13일 반둥의 한 몰 앞 광장에서는 한국과 인

도네시아 문화를 교류하는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지난

해 9월 반둥에서 ‘한사모(회장 리나)’ 즉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이 한사모가 일반 반둥 시

민에게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처음 알리는 행사 – 반둥 한

국 문화교류(Bandung Korea Cross Culture)를 가진 것

이다. 인니 문화부 Bakri 국장, 한국 대사관의 권용규 공

사참사관, 최희섭 반둥한인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반

둥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

문화와 인도네시아 중 순다지방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듯 

양국의 공연이 번갈아 소개되면서 몰려드는 관객의 시선

을 오랫동안 끌어당겼다. 순다지방의 호신술인 쁜짝 실랏

(Pencak Silat), 람빡 끈당(Rampak Kendang), 코믹한 가

면무인 또뼁 르흐(Topeng Rehe), 전통관악기로서 아름다

운 화음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앙끌룽(Angklung) 공연, 렝

쎄르(Lengser) 그리고 한국드라마인 ‘궁’, ‘풀 하우스’, ‘쾌

걸춘향’을 절묘하게 엮어낸 한사모 회원들의 ‘춘향전’은 

순다문화의 다양성을 한꺼번에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

에 한국측에서는 절도 있는 검도 시범과 판소리, 사물놀

이, 농악 등을 선보였다. 대나무를 단숨에 베어 세 동강을 

내는 검도 시범에 반둥 시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고 서커

스를 보듯 상모를 돌리며 신들린 듯 사물을 쳐대는 농악을 

보며 시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반둥 한사모의 ‘반둥 한국 문화교류’ 행사는 한류

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듯 하다. 이 행사를 통해 반둥 한사모가 보여준 중요한 점

은 자신의 문화를 더욱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국

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흡수하고 또한 적극 알리고 있다

는 것이다. 한류의 바람이 불었던 많은 나라에서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안티 한류의 원인이 타국에 대한 문화의 이

해 부족이었던 점을 볼 때 반둥에 아니 인도네시아 전체

에 진정한 한류의 바람이 머지 않아 올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번 한국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무궁화, Kideco Jaya 

Agung 등 몇몇 교민기업, 반둥한인회, 한국 대사관 그리

고 경기도청 등에서 뜻 깊은 후원을 하였다.

<반둥 한사모와 특별한 인터뷰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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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작가 5명이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전시(2007년 7월 3일

부터 9일까지) 되는 서울 서예대전에 입상하여 화재가 되고 있다. 

「자필묵연(자카르타에서 먹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회

원들이 그들인데 이 공모전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

국서예협회 서울특별시지회에서 운영한다.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

인화 등 3개 부문에 6점을 출품하여 5점을 선에 넣은 영예의 작가들

은 화현 강희중, 시연 김경애, 자은 김영덕, 취은 김효경(사진), 우

현 임채실씨 등인데, 타국이라는 쉽지 않은 여건에서 틈틈이 노력을 

기울인 성과로서 교민사회에 던지는 잔잔한 화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그간 인재 손인식 작가의 지도 아래 두 차례에 걸쳐 자

교민작가 5명,

서울서예대전 입상

2006년 제2회 자필묵연전에서 시연 김경애(좌

측), 취연 김효경(우측 2번째), 자은 김영덕

(우측 첫번째) 작가

대사관 정용칠 공사 

수까부미 지역 한인 기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 

   6월 25일 대사관의 정용칠 공사와 김형태 서기관이 수까부미 지역 한인회

(회장 강희범. PT.WOO SHIN GARMENT 대표)를 방문하여 지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수까부미 지역 한인 기업체는 지역 특성상 자카르타에서 약 1 시간 30분에

서 2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날 대사관

의 정 공사와 수까부미 한인회 임원 일행은 오전 9시부터 PT.YONGJIN (법

인장 문영권 상무 / Leebok, addidas 등 sports Wear) PT.KENLEE(법인장 오

승현 상무 / Wedding Dress 등 파티복), PT.LONGVIN(법인장 오기석 이사 

Ear Phone) PT.BAJU INDAH(대표 ! 宛錢 Brouse, Knits) 등 업체를 방문했다. 

필묵연전을 가지기도 했는데, 인재선생은 

“공모전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심화를 위

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공개모집과 공

개경쟁이어서 객관적으로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지요.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전

국 각지에서 모아져 경쟁을 뚫고 선정된 

300점의 작품이 한 자리에 전시되고 책이 

발간됨으로써 다양한 작품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

는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 해외교포들

의 출품작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

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결과도 좋았지만 차후에는 이

보다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라며 밝게 웃는다. 아울러 

그는 “현재 필묵을 가까이 자필묵연 회원이 이제 30명을 넘어섰는

데 시간이 흐를수록 회원 개인 개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과 인도네

시아 한인교포사회에 멋진 단체로 존재하며 풍부한 감성 생산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상작들은 오는 11월 열릴 제3회 자필묵연전에 출품

되어 자카르타 교민들에게 선보일 것인데, 회원들은 벌써부터 전시

를 위한 작품제작에 돌입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후 6시 최 첨단 설비로 06년 10월 설

립한  PT.MUARA TUNNGAL(대표 최

종섭)에서 전 수까부미 한인회 기업인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간

담회가 열렸다.

   대사관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가 배포

되었고 김형태 서기관의 인니 경제 현황

과 한-ASEAN간 FTA 체결에 따른 시행

령과 규칙 및 우리 기업인에게 끼치는 영

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수까부미 한인회는 봉제, 전자, 가발, 

농업, 신발 등 50여개 업체로 구성되

어 있고 그 중 봉제업체가 32개로 주종

을 이루고 있다. 전체 현지 근로자 수는 

50,000여명에 달해 수까부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수까부미 한인회는 08년도 지역 U.M.R(최

저임금) 조율을 위해 벌써부터 군청, 노조, 

API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어 내년

도에도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업 

이윤의 지역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인니 태

권도 도장과 고아원에 지원을 하고 있다.  

정용칠 공사가 수까부미 PT.LONGVIN 방문, 한인기업인들과 자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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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컵스카우트에서 이웃돕기 활동으로 성금을 모아 

Panti Asuhan Parapattan 고아원을 찾아 뜻깊은 시간

을 보냈다.

   컵스카우트 대원 29명이 5월 한달간 클럽활동 시간

을 통해 머핀과 쿠키 판매, 작은 연주회, 벼룩시장을 개

최하여 총 Rp 6,860,800을 모을 수 있었다.  JIKS 어린

이들의 고사리같은 손길이 하나 둘 모여 거둔 아주 의미

있는 성금이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수익금으로 컵스카

우트 대원들이 직접 선물을 준비하여 Jl. Panti Asuhan 

No.23에 있는 Panti Asuhan Parapattan 고아원을 5월 

31일(목) 방문하였다. 선물을 전달한 다음, 원생들과 함

께 노래와 게임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JIKS 어린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컵스

카우트 대원들이 준비한 즐겁고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

해 JIKS 어린이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느끼

고 실천할 수 있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돕기 활동으로 고아원 방문 

모금 활동을 벌인 JIKS 컵스카우트 대원들(29명)은 머

핀과 쿠키 판매, 작은 연주회, 벼룩시장의 모금활동을 통

해 모은 수익금을 가지고 Jl. Panti Asuhan No.23에 있

는 Panti Asuhan Parapattan 고아원을  5월 31일(목) 방

문하여 Panti Asuhan원생들과 함께 노래와 게임 등 즐

거운 시간을 보내며 JIKS 어린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따

뜻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JIKS 컵스카우트 대원들,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웃사랑 전해줘

1. 머핀,쿠키 판매  2. 작은 연주회   3,4. 고아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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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지난 6월21일 한강레스토랑에서는 일본인들이 즐겨보는 

잡지인 ‘사라사’와 교민 식당인 ‘한강’이 주최하고 35명의 일

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선정한 순두부, 소고기 

파전, 김밥 3종류의 요리시범이 열렸다.

   순두부찌개 요리시범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 참여

자들은 강사의 말을 꼬박꼬박 노트필기 하는 모습 등 사뭇 

진지했다. 고추기름, 김치를 넣은 매콤한 찌게를 시식하는 

자리, 참가자들은 맵다는 말보다 아주 맛있다는 표현을 아

끼지 않았다. 처음 요리해본 이 음식으로 얼마나 한국의 깊

은 맛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다음에 한국 음식점을 찾았을 때 

‘순두부 찌게 사뚜’ 하고 쉽게 주문할 수 않을까? 시식하는 

가운데 소고기 파전이 준비되었고 좀 어수선 한 듯 하다가 

밀가루 반죽부터 다시 시작된 요리강습에 참가자들의 펜 놀

림은 다시 분주해졌다. 일본음식과 비슷해서일까 소고기 파

전은 순두부 보다는 좀 더 친근한 맛으로 느끼는 듯하였다.

한국음식점, 일본인 대상으로 한국요리시범행사 열어
   마지막 순서는 김밥. 스시가 유명한 일본에서 김밥을 배우

겠다는 것이 약간 의외였지만 역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느끼는 순간이었다. 속 재료를 넣고 김밥이 동그

랗게 말리는 순간 ‘와---우---’ 하는 탄성이 쏟아졌다. 김

밥을 만드는 방법을 보고 난 후 삼삼오오 모여 직접 실습하

는 자리엔 모두들 동그랗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낸 김밥이 

한아름이었다.

   다 같이 하는 점심식사를 끝으로 이번 한국요리시범행사

는 마무리 되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

네시아인이 아닌 일본인을 상대로 한 이번 행사는 특이한 

이벤트였지 않나 생각된다. 이날 요리시범을 시작으로 오

는 8월에는 50여명이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만난다고 한다. 

50…100명 점점 늘어 외국인들이 한국음식점에서 스스럼

없이 음식을 주문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더한 욕심이라면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장미회(회장 조규철)는 2007년 

6월 27일 제 21회 장미회 골프대회를 까북 골프장에서 

가졌다. 본 행사는 21개업체 24명이 참석하여 회원사

간 정보교환 및 화기애애한 친목도모의 장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장미회는 외환은행 주요거래선

들의 친목도모와 각종 정보교환을 위해 1996년 최초 

결성 되었으며 현재 66개사가 회원 가입되어 있다. 그

동안 장미회는 매년 1~2회 전체모임을 가졌으나 금년

부터는 분기 1회로 횟수를 늘리어 운영하고 있다.

외환은행 <장미회>, 골프대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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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과

일 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생긴 모양과 

맛이 열대 과일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있구

나 싶을 정도로 매우 이국적 입니다. 슈퍼나 

길가 과일 가게에서는 싶게 볼 수 있으나 친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까이 있음을 깨닫지 못 하는 존재 입니다.  그 

모양새는 사람의 심장을 떼어다가 짙은 녹색의 물감을 칠해놓은 듯하다

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녹색 물감에 검은 점을 찍어서 한껏 멋을 살리려 했지만 

그 조화로움이 어두운 톤으로 가다 보니 그 겉 모양새만 보면 입에 넣는 다는 것이 선 듯 내키지 않습

니다. 하지만 그 모양새로 인해 신비로움이 숨어 있을 듯하고 우리의 심장의 이미지처럼 찰지고 알참

이라 느껴집니다.

   실삭(Sirsak)이라는 과일은 목련목(Magnoliales) 포포나무과(Annonaceae)에 속하며, 학명은 An-

nona muricata 라 불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그 원산지인 이 과일은 콜롬보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후에 세상에 소개되었으며 스페인 사람들에 의하여 필리핀에 전해졌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

러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발 1,000m이하에서 물이 많은 지역이면 별 

다른 보살핌 없이도 잘 자라는 과일 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진 이 과일 나무는 보통 3-5년

생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 합니다.

   이름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어와 말레이어가 재미 있게 엮여 있습니다. 실삭(sirsak) 이라는 이름은 

네덜란드 말의 zuurzak에서 유래 되었는데, 이 단어는 신맛

이란 의미의 zuur와 주머니라는 뜻의 zak의 합성어 입니다. 

즉 sirsak이라는 이름은 네덜란드 어원으로 “신맛 주머니”라

는 의미 입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과일을 “Durian 

Belanda”라고도 불리는데, 이 말은 말레이어로 “네덜란드 두

리안”이라는 의미 입니다. 추측 하기로 이 과일은 네덜란드에 

의해 인도네시아 열도를 거쳐 말레이 반도로 전해진 것이 아

닌가 추측해 봅니다. 

   어두운 녹색 껍질에 검은 점이 박혀 있는 투박한 모양의 이 

과일은 그 속은 흰색의 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

우유빛 자연항생제, 실삭(sirs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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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며 엄마 젖을 고형화 시킨 것 같은 뽀얀 색의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육질 입

니다. 씨는 호박씨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짙은 갈색을 띠며 여러 개가 중간 중간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맛을 설명해야 하는데 난감 합니다. 신 맛이라는 정교하지 못한 표현으로는 설명이 많이 부족 합니

다. 새콤한 맛과 약간 단 맛에 우유를 타 놓은 듯한 맛이 혀로 느껴지는 맛이라면, 고구마와 무를 접한 듯

한 씹는 느낌은 이로 느껴지는 이 과일만의 특유한 맛 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미(氣味)가 한성(寒性)을 띄며 감(甘) 산(酸)하고 무독(無毒)하며, 족궐음간경(足厥陰

肝經)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으로 들어갑니다. 

산미(酸味)로 인하여 수렴(收斂)하며 완중(緩中)하는 효능이 있으며 살충(殺蟲)하는 효능(效能)이 있고, 방

향성(芳香性)이 있어서 소간행기(疏肝行氣) 시키니 간기(肝氣)의 울체(鬱滯)로 인한 제 반의 증상을 완화

(緩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담(肝膽) 기능을 도와 담즙분비(膽汁分泌)에 관여하니 기체(氣滯)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명대장(手陽明大腸經)으로 귀경하

는 성질이 있어서 대장의 진액 문제로 발생하는 변비, 설사를 치료하는데 좋은 효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이 과일을 즐겨 먹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매일 아침에 하나씩 주스로 갈아 온 가족이 나누어 마신다고 합

니다. 아침에 빈속에 우유 한잔, 녹즙 한잔을 먹는 격 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삭이 출산한 여성

의 젖 분비를 돕는다고 하여 출산 후 여성들에게 꼭 먹도록 권한다고 하며, 혈압을 낮추어 주고 심 박수를 

조절해주고 혈관을 넓혀준다고 하여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적극 권하는 과일이라 합니다. 

  “실삭은 익을수록 단맛보다 신맛이 더 강해진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과일의 신맛이 가지는 

의미는 좀 특별 합니다. 몸을 살균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신맛의 의미를 갖는 듯 합니다. 민간에

서는 살충 작용의 효과로 기생충 제거와 장염으로 인한 설사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으며, 좀 과장되

게는 자연 항생제에 비유하며 항균, 항 바이러스 효과를 말 합니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이런 설

은 보통 그러 하지만 낭설만은 아닙니다. 1997년 Purdue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실삭은 우수한 항암, 항 종

양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유방암 치료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삭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지

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으며, 인류 건강을 위해 기여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과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삭은 일반 재래 시장에서는 흔히 만날 수 있는 과일이며, 과일 전문 

슈퍼마켓에 가면 과일 코너에서 제법 좋은 자리를 차고 앉아 있습

니다. 좀 행세를 하는 축에 속하는 과일 입니다만 우리 교민들에

게는 아직 멀리 있는 과일인 듯 합니다. 그 모양새와 맛이 다소 

특이하여 입이 까다로우신 분들에게는 쉬 권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면 그리 어려운 과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부작용이 없이 편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자연 항생제

라고 생각 한다면 그 맛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껴지지 않

을까요?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

(021-7278-7410/kang433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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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10여 년 전부터 TV, 신문 등 각종 매체에 아주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메뉴다. 누

구나 할 것 없이 한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양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지금껏 우리가 말해온 ‘한류’라는 말은 반쪽 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즉 한류가 뿌

리내리는 나라의 문화와의 교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 속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그래서 한류가 거쳐간 많

은 나라에서 잦은 문화적인 반대파 즉 안티 한류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반둥에 한류의 바람이 조심스럽게 불고 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반둥에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반둥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반둥 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의 합작으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진정한 한류

의 시작은 문화가 다른 국가들간의 진정한 문화교류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인뉴스는 반

둥을 찾아갔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한 모임을 찾았다. 반둥 한사모(Bandung Korea 

Community), 반둥의 유명한 몰의 앞 광장, 그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한 몸으로 연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도네

시아 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했다.

 : 어떻게 반둥 한사모 

Bandung Korea Community (이하 한

사모)가 결성되었나요?

리나: 처음에는 저희들은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우연히 들르게 된 인

터넷의 한 포럼에서 저희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

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만나게 

됐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

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

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이: 당시 반둥에는 TV속의 드라

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한

국에 대해 관심과 동경을 가지고 있

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심들을 체계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직 없었

던 겁니다.

 : 그럼 언제 반둥 한사모

가 결성되었죠?

리나: 지난해 뜻 있는 친구들끼리 

몇 번에 걸쳐 만나고 나서 마침내 

한 사 모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Bandung Kore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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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0일 반둥 한사모가 결

성되게 되었습니다.

 : 한사모의 내부체계가 구

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니: 한사모는 회장 리나(Lina)와 

부회장 바이(Bai)를 포함 총 15명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운영위

원들이 한사모를 세운 주역들이죠. 

운영위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위해 가입한 많은 일반회

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한사모가 

지향하는 한국문화가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유지, 발전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

라, 한사모 회원들이 더욱 한국문화

에 관심을 갖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과 일반회원 중 

어느 것이 더 편한가요? 이상한 질

문인가요?

사니: 사실 선택할 수 있다면 전 그

냥 일반 회원이 되고 싶어요.^^. 만

약 일반회원이 된다면 운영위원들

이 준비해 놓은 모든 스케줄에만 따

라가면 되니 덜 힘들자나요? 사실 

운영위원이라면 도덕적인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니까요. 따라서 운영위

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저희는 회원들에게 항

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한

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문화 관한 관

련서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1년이 안됐는데 회원수가 벌써 

350여명에 이르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정도 일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회원 중 대다수는 중,고

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그리고 가정

주부들이에요. 10살 된 초등학생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한편 60이 

된 할머니도 저희 회원 중 한 분 입

니다.

 : 한사모가 정기적으로 하

고 있는 활동에는 뭐가 있나요?

사니: 2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

어를 공부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토

의 시간을 갖고 최근의 한국 뮤직비

디오, 영화, 드라마 등을 보면서 많

은 이야기를 나누죠. 특히 뮤직비디

오를 통해 가수들의 율동을 따라 배

웁니다. 이번 반둥 한국 문화교류 행

사에 저희 한사모 맴버들이 준비했

던 율동이 바로 한국 뮤직비디오를 

통해 배웠던 것들입니다.

한사모 회장, 리나(Lina)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

련된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

이 필요로 하고요. 결국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한사모와 일반회원들

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리나: 더구나 운영위원들은 당연히 

한국말을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죠. 

^^

 : 회원수가 얼마나 되며 계

층은 또 어떻게 되나요?

바이: 한사모를 결성하고 나서 채 

한사모 부회장, 바이(Bai)

한사모 대외협력담당, 사니(S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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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일에 한번씩 이뤄지는 정

기적인 활동 외에 한사모가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이: 물론 있습니다. 정기적인 내부 활

동이외에도 저희는 외부적인 활동을 많

이 하고 있어요. 장동건이나 배용준 등 

한국영화배우 팬클럽이나 동방신기, 신

화, 이동욱 등 팬클럽 맴버들과 지속적

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공항에서 인도

네시아를 방문하게 된 한국 연애인 들

을 인도네시아 팬들을 대표해서 맞이하

기도 하고 팬사인회 등 팬들과의 만남

에 적극 동참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한

인사회에서 주최하는 문화축제 등의 행

사에 적극 동참하여 좀 더 가까이서 한

국을 느끼고 싶어하고 있어요. 자주 초

대해 주세요.^^

 : 한사모를 운영해 나가면서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

데요?

한사모의 첫 번째 퍼레이드

아리랑 TV가 우릴 찍어 갔어요.

반둥 한사모를 촬영하러 아리랑 TV가 반둥을 찾았다. 반둥 한인회는 

이전처럼 바쁜 업무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 한사모 회원들 

93명과 운영위원 15명도 아리랑과의 촬영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손

을 움직이고 있었다. 한사모 회원 중 몇몇은 드라마 ‘풀 하우스’로 유

명한 ‘곰 세 마리’의 동요를 외우고 율동을 익히느라 애쓰고 있었다. 

우리 회원 중 다누와 단은 사물놀이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느라 바뻐 

보인다. “에~ 앞뒤가 바꿨잖아” 단이 어쩔 줄 몰라 말을 내 뱉는다. 또

한 스리는 한복을 보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채 금새 저고리며 치마에 

옷고름까지 반듯하게 하고 제법 옷 무세 까지 훌륭하게 잡아낸다. “난 

어제 한복 입는 법을 배웠거든 ^^ ”. 

이날 촬영은 90명의 한사모 회원들이 반둥 한인회 마당에서 곰 세 마

리의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다누와 단은 약간 

커 보이는 한복을 입고 사진 찍기에 바빠보였다. 앞마당에서의 촬영 

후 우리들은 반둥 한인회 안으로 들어가 한국문화에 관한 홍보영화

를 관람하고 한국어에 대해 짧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분의 

촬영을 하는데 약 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우리는 반둥의 한 유명한 

몰인 ‘찌웍’으로 자리를 옮겼다.

찌웍에서 우리는 송 아저씨로부터 한국전통의 악기에 관한 약간의 설

한사모 대외협력담당, 잉으(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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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세워지

게 된 한사모이니 만큼 한인사회로

부터의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

한 경험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한국대사관

으로부터 대사관 방문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한사모가 한국정부와 한인사회로부

터 많은 관심과 인정을 서서히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또 

하나 있다면 지난 5월 ‘한인뉴스’에 

한사모 소개가 나간 후 많은 한국분

들이 ‘한사모’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연한 

장소에서 만난 한국분들이 ‘한사모’ 

이야기를 하면 ‘아 ~ 한사모’ 라며 

친근감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 한사모를 운영해 나가면

서 가장 기뻤던 일이 있었다면?

바이: 바로 어제 저희가 열심히 준비

해서 개최했던 ‘반둥 한국 문화 교류 

– Bandung Korea Cross Culture 행

사가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이

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 

관계자 관람객 모두 열정적이고 큰 

호응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 맞아요 저도 어제 행사

의 시작부터 끝나는 밤 늦은 시간까

지 쭉 지켜봤는데 너무나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짜임새 

있고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과 또 준

비한 사람들의 열정들이 그대로 묻

어 나왔던 한편의 드라마였지 않았

나 생각해요.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

아 측의 공연이 교대로 이뤄지면서 

명과 더불어 그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아리랑 TV의 두 명의 스태프 – 변

천우 TV 프로듀서, 원종선 프로덕션 대표-은 한사모 회장인 리나와 몇몇 회

원들을 인터뷰 하느라 바빠 보였다. 그때 갑자기 함께 사진을 찍는 촬영시

간이 있었고 우리 회원들 모두는 ‘김~~ 치~~’라는 소리를 질러가며 되도

록이면 환하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즐거웠지만 빡빡한 촬영스케줄

이 조금은 지쳐있었다.

그리고 4월 1일 일요일, 우리 회원들 25명은 Gedung Sate 앞으로 다시 모

였다. 그리고 특이한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원 준비된 전통의상

들을 멋들어지게 입고 전장에 나가는 병사마냥 의기양양해 있었다. Gedung 

Sate에서 Gasibu 지역은 일요일이면 도로를 막고 난장이 펼쳐지는 곳으로 

유명하기에 많은 상인들과 거리의 행인들의 인파로 북적거리지만 우리의 퍼

레이드를 가로막지는 못했다. 퍼레이드가 시작될 때 Gedung Sate에 모여있

는 많은 행인들이 우리의 작은 퍼레이드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주목하기 시

작했다. 사실 이날의 작은 퍼레이드는 우리 한사모가 반둥 시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알리 계기가 되었다. 이날 준비했던 의상은 한

국전통의복이었던 것이다. 그 후 반둥 시민들로부터 이 행진이 상당히 인상

적이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됐다.

우리의 퍼레이드는 1시간 동안 계속 됐다. 퍼레이드를 끝으로 이틀에 걸친 

한사모와 아리랑 TV와의 만남을 끝내고 그들은 다음 행선지인 자카르타로 

향했다.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가져다 준 아리랑 TV에 감사드린

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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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양국이 문화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

는 느낌이 가슴속에 팍팍 파고 들더

라고요. 저 스스로 한국인으로서 참 

자랑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잉으: 그렇게 느끼셨다니 고맙습니

다. 저희는 한국-인도네시아라는 광

범위한 컨셉 보다는 한국과 예술의 

도시 반둥 즉 순다지방의 문화에 이 

행사의 초첨을 맞추었습니다. 인도

네시아에는 많은 민족들이 각기 다

른 문화를 지니고 있잖아요. 또한 저

희는 이 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함

으로써 한사모를 반둥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 싶었어요. 이

제 어느정도 반둥시민들도 저희 한

사모에 대해 낮설지 않게 생각할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니: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순다

문화의 다양성 문화들을 보여주려

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순다지방

의 전통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

하는 자리를 가지고 싶었고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역시 순다지방의 중심

인 반둥에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알

리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우리 한사모의 설립동기이기

도 하니까요.

 :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해 

나가다 보면 어려웠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해결

해 나갔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바이: 지금 하는 이야기 이지만 행사

를 준비해 나가는 동안 너무 너무 힘

들었어요. 행사진행 예산 부족에서

부터, 일반 회원 뿐만 아니라 운영위

원들 자체의 도움 부족까지 겹쳐… 

Aduh… 하는 수 없이 발로 뛰고 몸

으로 때우는 일을 수도 없이 해온 것 

같아요. 반둥과 자카르타를 몇 차례

나 왔다 갔다 했는지 셀 수 없을 정

도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마

치고 보니 모두 다 좋은 경험이었다

는 생각입니다. 행사가 시작된 낮부

터 밤 늦게까지 긴 시간 자리를 비우

지 않고 지켜봐 줬던 수백 여 반둥 

시민들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한국분 들에게 너무도 고맙다

고 전하고 싶어요.

리나: 어려웠던 점을 하나 더 말한다

면 문화축제로 이루어진 이 행사의 

성격이 비이윤추구의 행사이기에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들이 인도네시아 정부

로부터도 지원을 받게 하기 어려웠

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럴땐 문화

라는게 아직은 시기 상조인가? 저희

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많은 생각들이 교

차하더라고요. 

 : 그래도 이와 같은 성공

적인 행사 뒤에는 반드시 심적, 금

반둥 한국 문화교류 행사에 선보인 코믹한 가면극인 Topeng Rehe. 관중들의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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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모

전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 않았

나 하는데요?

사니: 물론이죠. 한인사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었고 그러한 지원이 없

었더라면 아마 이 행사가 없어졌을

지도 모를 거예요. 저희가 재정적, 

심적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은 주인

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반둥한인회, 

무궁화, 경기도, PT. Kideco Jaya 

Agung, PT. Jakarta Multikreasi 

Bintang, LIG Insurance, PT. Nam 

Nam, 인-한 친선협회 그리고 물론 

자카르타에 자주 들렀을 때 저희를 

위해 사랑방 역할을 해주셨던 한인

뉴스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반

둥한인회는 저희가 처음 결성할 때 

부터 가장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

다.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사

랑합니다.^^

 :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수백 명의 반둥 시민들이 즐겁게 행

사를 관람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

았습니다. 자부심도 느꼈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관람을 즐겼다고 생각

하나요?

 

리나: 행사가 반둥에서 가장 잘 알려

진 유명 쇼핑몰에서 개최되다 보니 

대다수 관람객은 행사장 근처에 쇼

핑을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고 온 반둥 시민들 이었습니다. 되도

록이면 많은 반둥 시민들과 함께 할 

목적으로 쇼핑몰을 선택했는데 그

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행사

시간이 길었던 반면 지루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한국, 순다지방 문화공

연을 교대로 스피드감 있게 진행했

던 것이 관중들의 눈을 계속 끌어당

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

해요. 반둥시민들 이외에도 초대되

어온 귀빈들과 우리 한사모 회원들

이 있었습니다.

 :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

안 기뻤던 일, 슬펐던 일들이 공존했

을 텐데요?

바이: 기뻤던 일은 행사날이 가까워 

질수록 여러 곳에서 도움을 손길을 

줬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한사모 

회원들이 프로그램의 한 면을 채우

기 위해 ‘춘향전’을 한달 여간 준비

하며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인기 한

국드라마인 ‘풀 하우스’, ‘쾌걸춘향’, 

‘궁’의 한국어 버전과 인도네시아 버

전을 섞어가며 춘향전의 줄거리에 

맞게 각색을 한 내용이죠. 사실 저

희가 준비한 ‘춘향전’은 그간 드라마

와 영화, 뮤직비디오를 통해 보고 배

워왔던 부분들을 한곳에 열정적으

로 쏟아 부었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러한 요

소들이 몸은 힘들지만 저희들을 지

탱해 줬던 버팀목이었으며 그 결과 

한국에 대해 많이 좀더 깊숙이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슬펐던 일은 

당연히 행사예산 부족으로 지원받

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었던 일이

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에게 관

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한

국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성공

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분들의 지원이 좋은 일에 효과적으

로 쓰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



사니: 맞아요. 저희 모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저희를 위해 지

원을 해 주신 분들께 훌륭한 보답을 

해 준 것 같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한가지 바람이 있어요. 저

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국과 반

둥에 관한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하

고 더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싶어하

는 바람이죠. 이를 위해 한인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내년에 문화교

류 행사를 더 크게 개최하고 싶다는 

것인가요?

리나: 맞습니다. 저흰 벌써 계획을 

해 놨어요. 하지만 정확한 컨셉과 일

정은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

음 행사에는 확실히 놀라울 만한 것

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한국 분

들이 자리를 해주시고 더 많은 지원

^^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특별 연재

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 한사모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 한인사회 각계각층에 전하

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리나: 한사모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사모가 하는 일에 관심

을 가져주시고 행사를 기획했을 시 

작은 지원이라도 부탁 드리고 싶습

니다. 저희도 한인사회의 한일원이

자나요?^^ 또한 한국관련 책자, 비

디오 물, 금전적인 지원들 뿐만 아니

라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에 교민들

이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더욱 뜻 

깊게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

인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자주 초대를 해주셨으면 해요. 앞으

로도 저희는 대사관과 한인회 등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한사모의 활

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 멋들어지게 반둥 한국 문

화교류 행사를 마치고 나 소감은?

사니: 성공적인 행사에 대단히 만족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리나: 사실 한사모의 중심이 된 운

영위원들이 행사를 위해 행사의 컨

셉을 잡는 것부터 막노동장의 노동

자들 만큼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사준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반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고 누구

나 동감할 수 있는 멋진 결과를 이

끌어 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네… 행사를 관람한 모든 관객

들의 만족하고 있는 환한 모 습속에

서 힘들게 준비했던 기억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행사장인 몰 측에서

도 저희의 행사에 상당히 만족해 하

고 인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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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모 추천!

반둥 이곳!

반둥의 편안한 휴식처 

Kampung Pa’GO(깜뿡 빠고)

   Ciwidey 지역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원한다면 Punceling Kawah Putih, Ranca 

Upas, Situ Patenggang 그리고 Rancabali 차밭을 둘러보면 좋다. 시원한 날씨와 함께 

Ciwidey 경관에 묻혀 며칠 정도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Kampung Pa’GO를 선택해보

는 것은 어떨까? Kampung Pa’Go는 Jalan Raya Soreang-Cividey km.25에 위치해 있

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숙박지이다.

    주변 곳곳의 연못들과 과수원들은 이곳을 조용한 시골 고향을 연상시키는 분위기

를 자아낸다. 일반 주택형 숙박지의 네 가지 타입의 룸과, 꽤 넓은 수영장, 온수 등 휴

식에 필요한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 이 곳은 가족이 함께 동심의 나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

만약 순다 음식을 아주 좋아한다면 Kampung Pa’GO를 방문한 것은 곧 행운이 될 것

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영적인 음식’인 Jiwa 요리(soulfood)를 맛보는 것도 흥미있

는 일 중에 하나다. Nasi liwet, karedok, tumis genjer, leunca등 을 맛볼 수 있다. 또

한 비밀스럽게 가정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양념과 함께 대나무 통 안에서 구워진 생선

과 닭고기를 맛볼 수 있다.

    “Kampung Pa’Go 곳곳에 있는 연못 주위에서 saung-saung 을 맛볼 수 있어요. 음

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고요? 그렇다면 연못속의 물고기들에게 먹이들을 주며 

시간을 즐길 수 있잖아요.” 라며 Kampung Pa,GO 주인인 씨딕씨가 입을 열었다.

“특별한 음료수를 들고 싶다면 딸기주스를 추천합니다.” 씨딕씨는 이곳의 딸기는 인

도네시아 전체에서 상품의 질이 3번째로 최상위급이라고 말한다. 이외 순다지방 특유

의 전통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Kampung Pa’Go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과수원들은 이 곳을 찾은 손님들이 야외에서 

즐거운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준다. 만약 시골의 고향이 그립고, 

또한 시원한 날씨가 그립다면 과수원과 푸르게 색칠된 자연으로 둘러싸인 Kampung 

Pa’,GO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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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8일 자카르타 주, 부지사 출마 입후보

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복지 정의당이 추천한 전 국

가경찰청 부청장 출신의 ‘Adang Daradjatun’ 와 

투쟁민주당, 민주당, 골카르당 등 20여 정당이 연합 

추천한 자카르타 현직 부지사인  ‘Fauzi Bowo’ 

의 두 후보가 오는 8월 8일 한판 승부를 벌일 것

으로 보인다.

   금년 자카르타주지사 선거는 2003년 개정 된 [지

방개정 행정법 32호]의거 최초로 주민의 직접 선거

로 실시되는데, 무소속 후보의 등록이 최종적으로 

허가 되지 않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간의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여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의 출마

를 기대하는 주민의 열망이 87%에 달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는 이번 선거는 “주민의 기대를 무시

한 2파전으로 580여 만 명의 자카르타 특별주 유권

자 중 약 45% 정도가 기권할 가능성이 있다” 라

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

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후보자 검증과 전망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1. 출마자 후보 결정 과정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6월 7일 오후 7시경 ‘아당’ 

후보의 지지자들은 자카르타 주 선거 위원회에 모여들

기 시작하였고, 8시경 ‘아당’ 후보가 모습을 나타내어 무

사히 등록을 마치었다. 이어 9시경에는 ‘파우지’ 후보가 

100여명의 지지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모습을 나타내

어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성 하에 등록을 마치고 기자단

을 향하여 “ 20여 개 정당의 지지 하에 자카르타주지사

에 입후보 하였음을 알리고, 금번 선거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직접 선거로 최

초로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가 세간의 파문을 불러일으

키는 이유는 금번 선거에 무소속후보의 출마가 허용 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행정법 56조 2항에 [지방정부

의 장, 차관 후보는 정당 혹은 연합정당에 의해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후보를 추천하

려는 정당은 [지방의회 의석의 15%나 지방의회 선거에

서 유효표의 15%을 득표하여야만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 추천이 가능한 정당은 

2004년도 구성된 자카르타 주 의회 총 75석중 15%이

상을(11개 의석) 점하고 있는 정당 혹은 정당연합만이 

추천자를 내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

뜨겁게 달아 오르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향방 ?

6월 8일 자카르타 주, 부지사 출마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복지 정의당이 추천한 ‘Adang Daradjatun’ 와 투쟁민주당, 

민주당, 골카르당 등 20여 정당이 추천한  ‘Fauzi Bowo’ 의 두 후보가 8월 8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f    cus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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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달아오르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한편 ‘아당’ 후보에 대항하는 현직 자카르타 부지사

인 ‘파우지’ 후보는 이미 민주당과 골카르당 등 주요정

당이 일찍이 동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였고, 6월 1일에는 

총 13개 정당이 ‘파우지’후보의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

에 따라 ‘파우지’ 후보 진영에서는 주지사로 당선 된다

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공공시설의 확충을 우선 할 

것을 선거 정책 공약으로 약속하였다. 그 후에도 ‘파우

지’ 후보의 지지 연합 정당에 합류하는 정당이 계속 증

가 되어 6월 8일 입후보자 등록 시에는 지지 정당이 무

려 20여 개에 이르렀다. 

   ‘파우지’ 후보는 1948년 생으로 전통적인 자카르타 

주민계인 부다위족 혈통이다. 인도네시아공과대학을 졸

업 후 독일에 유학하여 도시계획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1979년에 자카르타 주정부에 취직

하였다. 그는 우수한 지방정부 관료로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여 1993-1998 년 자카르타시 관광국장을 역임

하였고 2002년 이래 수티요소 주지사의 측근인 부지사

로 임명 되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이 말해주듯이 ‘파우

지’ 후보는 지방정부의 유력자로 그리고 폭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금번 주지사 선거에 많은 정당의 지지를 한 몸

에 받으며 최대 유력 후보자로 등장 하였다. ‘파우지’후

보는 지난 5월 30일 각 정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자카

르타에서 잔뼈가 굵은 Prijanto육군소장을 부지사 후보

로 선택하였다.

2.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둘러싼 여론 동향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복지정의당 ‘아당’ 후보에 비

하여 연합 정당 추천자인 ‘파우지’ 후보가 더 우세 한 것

으로 조사 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지 정당수에서 ‘아당’ 후보는 복지정의당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파우지’후보의 경우 복지정

의당 이외 거의 모든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이

들 각 당 지지자의 대부분이 ‘파우지’후보를 선택 할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복지정의당이 청교도적이고 순수

한 이슬람 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어, 종교적으로 다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카르타 시민의 취향으

로 볼 때 복지정의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 

된다면 환락가나 각종 오락시설의 폐쇄 혹은 영업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에

도 불구하고 한 유명 정치학자는 [청교도적인 복지정의

당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 되는 면이 있으나, 수티

으로 주지사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는 정당은 3당에 지나

지 않고, 타 정당은 연합을 통하여만 후보를 낼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자카르타특별주의회 의석분포( 임기 2004-09 )

           정    당  의석수

 1    복지정의당 (PKS)    18

 2    민주당 (PD)    16

 3    투쟁민주당 (PDIP)    11

 4    골카르당 (PG)     7

 5    개발통일당 (PPP)     7

 6    국민신탁당 (PAN)     6

 7    복지평화당 (PDS)     4

 8    민족각성당 (PKB)     4

 9    개혁당 (PKR)     2

          합    계    75

[ 입후보자 소개 ]

   단독으로 후보자 추천이 가능한 3정당 중 복지정의당

이 가장 먼저 후보를 결정 발표하였다. 지난 3월 26일 복

지정의당 당수는 ‘Adang Daradjatun’ 전 국가경찰청 부

청장 출신과 ‘Dany Anwar’ 자카르타주의회 의원을 부

지사로 후보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당’은 1971년 경찰로 투신한 이래 대부분을 자카르

타 경찰본부에서 근무하며 국가경찰청의 부청장까지 승

진하여 자카르타 유권자들에게 널리 잘 알려진 인물이

다. 그리고 경찰청 간부로는 드물게 청렴한 이미지가 강

하여, 클린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복지정의당의 이미지

와 잘 맞는 인물 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번 복지정의

당의 부지사로 추천된 ‘다니’는 자카르타 주 의회 교육

담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 중 자카르타시내의 공립초

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 실시에 

성공하여 유명해졌다.  ‘다니’는 전통적인 부다위족으로 

2004년 복지정의당이 자카르타주의회에서 제 1당이 되

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복지정의당 당수는 후

보자 발표 시 [자카르타에 우리당 당원 수 만도 10만 이

상으로 5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50만이 넘는 지지 유권

자들만 동원하여도 금년 자카르타 주지사선거에 우리 

후보의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장담하였다.



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금년 자카르타주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지만, 금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지방정치와 국정운영에 큰 과제를 

남기게 될 것이다.

[번역 정리 황윤홍 편집위원]

요소 주지사 시절 부지사를 역임한 ‘파우지’ 후보도 홍

수, 교통체증 문제 등 자카르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

을 전혀 해결 못하였다는 점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정당들이  ‘파우지’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정치학자로 ‘파우지’’후

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인 라야씨는 [타 지역 지방 단체

장 선거와는 다르게 모든 정당이 자카르타주지사 선거

를 2009년의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이

에 따라 모든 정당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당선자를 

자신들이 속한 당의 지지 측근으로 보이게 한다는 계산

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파우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금번 주지사 출마를 부득이 포기한 한 경제학

자는 [‘파우지’ 후보가 공식적으로 골카르당 당원은 아

니지만, 수하르토 정권시절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승승

장구한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기본적으로는 골카

르당의 인재인 것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모든 정당이 

‘파우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카르타에서 지지 기반

이 강한 복지정의당을 코너로 몰아 붙이자는 골카르당

의 책략에, 평소 골카르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여 온 

투쟁민주당 마저 말려 들어간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3. 결론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서 ‘파우지’ 후보의 절대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런 현

상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오는 8월 8일 주지사 선거

에서 ‘파우지’ 후보가 당선 되고 현재 주지사인 수티요

소의 정책 등이 그대로 승계 될 것으로 보이나, 금번 주

지사 선거를 둘러싼 각계 각층의 비판을 무시만 할 수 없

을 것이다. 특히 무소속후보의 출마가 허용 되지 않고, 

각 정당이 독자 후보를 내지 못 한 채 단 두 후보 그룹

만이 입후보자로만 한정 된 금번 주지사 선거에 유권자

의 선택폭은 자연히 좁아 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

하다. 이의 개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방행정법의 개

정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

난 2월 롬복지방의회의 한 무소속의원이 동법의 위헌 가

능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여 놓은 상태로, 헌재는 지

난 6월 7일 심의를 위한 제 4회 공판을 개최한 이래 국

회의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였고 최종 판결은 여

전히 보류 된 상태이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동

f    cus 인도네시아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자카르타 주지사 선

거에서 ‘파우지’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

는 가운데 선거를 둘러싼 각계 각층의 비판을 무

시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소속후보의 출마가 

허용 되지 않은 법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어떤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되든 자카르타

가 안고 있는 홍수, 교통체증, 실업 문제 등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사진은 모처럼 만에 시원스럽게 뚤린 자카르타

의 Gatot Subroto 도로.

30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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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엔사무총장

강 영 우
한국인 최초 맹인박사

   당신은  맹인이나 소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걷거나 남루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거나 좀더 

나은 모습이라면 검은 썬그라스에 초점없는  눈을 감추고 안마를 하는 모습  정도일 것이

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 보였던 사람이 바로 강영우박

사였다. 1944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재학 중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실명한 후 자신조차도 사회속에 규정되여 온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까봐 몸을 떨며 그 운명에 처하지 않기 위해 실명이라는 그 극한 한계를 벗어나려 발버

둥을 쳤었다. 하지만 절대안정요법, 약물요법,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부분마취에 의한 수

술 등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하여 시력을 되찾으려 했으나  여전히 깜깜한 시력은 회복되

지  않았다. 그 후  병원에서  나와 신앙과 기도로 시력을 회복해 보려는 노력을 2년 동안 하

기도 했지만 시력은 물론 양친과 누나마저 여읜 처지로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

법이 없는 비참함만 더해 갔다.  그래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남의 집 철물점으

로 보내지고 그는 공병우 박사께서 사재로 운영하시던 맹인 부흥원에서 점자와 한글 타자

기를 배운 후 서울맹학교 중등부 1학년에 들어갔다. 누구보다 찬란한 미래를 꿈꾸었던 그

에게 실명은 모든 꿈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악운처럼 보였다. 시력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썼

지만 결과는 아무 진전도 없이 또래보다 5년이란 세월을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아픔만 보태

졌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았다. 아니 다시 일어나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남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1968년 서울맹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과에 입학, 1972년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다. 그 후  1972년 

2월 결혼을 하고 그해 8월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휴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도미, 3년 8개

월만에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4월 드디어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된 것이다. 

   강영우 박사는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임명, 상원 인준을 거치는 고위 공직자 500명 중 한 

명인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이다. “Honorable”이라는 공식적인 경칭이 붙

는 그는 재미 동포 가운데 연방정부 최고위 공직자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맹인으로서 얼마

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어디 그뿐인가! 거기에 그

글 : 손 은 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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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그가 이룬 가정은 세상에 어디를 내

놔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름답다.  예

쁘고 사랑스런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올랐음은 물

론 너무나 멋진 두 아들을 교육적으로 휼륭히 

키워 세계적인 인재로 만들었다. 정상인도 이

루기 힘든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면에

서 그는 성공한 케이스이다. 더 나아가 그의 성

공 사례는 온 세계인에게 귀감이 되어 책과 영

화로 제작되여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도

전을 준다. 

   과연 한 초라한 맹인이 이토록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무엇이였을까 누구나 궁금

해지는 대목일 것이다. 나는 그의 성공요인을 

세가지로 들고 싶다. 

첫째 그에게는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려는 강인

한 의지가 있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양친과 시

력과 누나를 잃고 남은 삼남매가 함께 할 수 없어 아홉 살 난 여

동생은 고아원으로, 열세 살 난 남동생은 남의 철물점으로, 나는 

서울 맹학교 기숙사로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뿔뿔이 헤어질 때였

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부터 6년 후 연세대 근처인 서대문구 창

천동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여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그것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나도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

을 연마하고 전문직을 개발하여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의욕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는 인생의 바닥에서 환상으로 시작한 꿈을 치밀한 계획과 과

감한 실천으로 성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누나처럼 돌봐주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날, 자신이 세운  인생 30년의 소박한 

비젼과 목적을 담은 석은옥이라는 이름 석자를 그녀에게  지어주

며 함께 이루어야 나가고픈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이 만난 시

간을 시작으로 처음 10년은 석의 시대, 다음 10년은 은의 시대, 

마지막 10년은 옥의 시대로 정해 석의시대에는 시련과 역경으로 

가득찬 기구한  운명에 도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은의 시대 10년은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따뜻한 가

슴이 되고 태어날 자녀는 지체가 되어 한몸을 이루는 행복한 가

정을 꾸미며 새로운 가정의 공통된 이상을 위해 준비할 것을 목

적으로 삼았다. 옥의 시대 10년은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봉사를 하는 삶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강영우 박사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그

려 놓았고 그것을 이루기위해 전심전력했다. 맹인이라도 전쟁이

나 안마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길을 가거나 전문직을 개

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신의 인생에 부여잡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다.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한 인간이 그의 인

생에 대해 갖는 꿈이 얼마나 그 인생을 바꿀 수있는지를 그를 통

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한계상황을 그어놓

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고양이밖에 그릴 수 없다고  손가락질 할 

때 그는 가슴에 호랑이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상인

도 이루기 힘든 높은 학업적 성취와 세계적인 명예와 성공적인 

가정을 맹인이라는 기구한 운명속에서도 남보다 뛰어나게  이루

어냈던 것이다.

 

둘째 그에게는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인 신앙이 

있었다. 

   그는 모태 신앙으로  주일 학교에도 잘 다녔다. 그래서  다윗

이 쓴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로서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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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은 아무런 역

경도 없이 탄탄 대로를 가는 것과 같을 것이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실명

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 그 동안 가졌던 신앙

이 흔들리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

이다. “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시

련과 역경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

을까?  ”무슨 죄를 져서 이 지옥 같은 고통

을 당하는 것일까?”라고  수없이 자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성경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시

력을 회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2년 동안

이나 눈물로 간구했었지만 응답이 없자 낙

심천만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신앙

적 갈등에 답을 얻게 된 것이 성경속에 나오

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라고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은 약함 속에서 온전

해지기 때문에 궁핍도, 핍박도, 고난도 기뻐

하며 자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그

는 그의 약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발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멸시 천대를 받을 때면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 느껴지고 장차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해

지게 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박사가 되어 세계민간 지

도자들과 국제 로터리, 유엔 등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봉사하게 되면서 바울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신앙

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고 버스 

차장이 밀어내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어

깨를 나란히 하며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무

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

혜요 신앙과 교육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

다.  맹학교에 들어가 재활의 길을 찾을 때 

실명의 고통과 절망보다도 더 극복하기 어

려웠던 것은 사회의 천대와 멸시였다고 한

다.  버스 차장이나 택시 운전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재수가 없다고 저

주의 침을 뱉는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학을 위해 미

국에 가자  문자 그대로 그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맹인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많은 시설과 방법

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맹인이라는 한계상황을 하나 둘 뛰어넘기 위해 피나게 노력하며 꿈

을 향해 매진했던 것이다.      

   신앙은 현재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행복한 가

정과 성공적인 생을 유지

하게 해주기도 하고, 청

소년 비행도 예방하고 자

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

게 하기도 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제시

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신

앙의 역할과 신앙에 근거

한 문제 해결에 관해 알

고 있는 사람이 적을 뿐

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

는 설교자도 드물다는 것

이다. 이것을 알고 그는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낮은 것을 자랑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계 도처를 다녔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쉼없이  증거하고 다닌다. 

셋째로는 그에게는 아내를 비롯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아내를 만난 것은 아내가 여대생이였고 그는  투병과 방황

의 세월로 5년이나 인생 지각생이 된 맹학교 중등부 1학년 학생이

였을 때이다. . 그 10년동안 그녀는 자원 봉사자로, 누나로, 연인으

로 자리 바꿈을 하면서 줄곧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연세대 졸업식을 마치고  부부가 되는 성스러운 결혼식을 올리

고 1972년 9월 5일 신혼 부부로 그들은  도미 유학의 꿈을 실현하

기 위해 피츠버그에 도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를 아

는 사람들의  사랑에 힘입어 그는  3년 8개월만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1976년 4월 25일, 영광의 졸업식에서 철학 박사 학위

를 받고 8개월 동안 네 식구를 거느린 가장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쓰라린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보다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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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해 주었다. 유학 기간 중 피츠버그에서 얻은 두 

아들을  절대 평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기본 능력만큼 성취하는 성취자로 양

육하겠다는 꿈을 새롭게 갖게 된것이다. 절대평

가기준에 의하면  타고난  기본 능력만큼 성취하

면 성취자가 되고 기본 능력에 미달하면 미성취

자가 되고 그 이상 성취하면 과성취자가 되는 것

이다. 평균치를 토대로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지닌 새로운 평

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실천한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

람들을  만나게 하시어 수많은 생애의 기적이 가

능하게 하셨던 것이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아내와 내가 가졌던 놀라

운 꿈이 실현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가문이 빈

약하다고 불평말고 영특한 아들 폴과 함께 명문

가를 만들어 보라는 벤두손 부총장의 격려가 있

은 지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3살이었던 

진석이는 25세가 되었고 2개월 후에 태어난 진

영이는 22세가 되어 그러한 꿈도 현실로 바싹 다

가오고 있다. 진석이와 진영이는 미국 최고 명

문 고교인 필빕스 아카데미 엑서터와 앤도버를 

거쳐 세계 명문 하버드대와 시카고대를 각각 나

와 최상의 학연을 구축했으며 차세대 지도자로

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인정을 받고 있다”. 

   당시 3살된 아들 진석이가  2000년 5월이 되면 의학 박사 학

위를 받고 의사 면허를 받았다.  세 살 때 아버지 눈을 고쳐 달

라는 소원 기도로 인해 가졌던 의사가 되는 꿈이 현실이  된 것

이라고 한다.  건강한 육체로도 이루기 어려운 성공적인 자녀교

육을 모진 환란속에서 이루어낸 것을 보면 정말 강영우박사에 

대한 부러움이 든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과 교류를 해왔고 많은  사

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태영 대구대 초대 총장

과의 인연은 참으로 의미있고 귀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경북

대 사법대학 학장이었던 김학수 박사께서 피츠버그대를 방문

했다가 그의 이력서를 휴대하고 귀국해 이태영 박사께 드린 것

이 인연이 돼 그로부터 그분이 타계하실 때까지 15년 동안 초

빙 교수로, 국제 협력 학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시간은 매년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로 매우 짧았지만 설립자 

총장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아 대구대 발

전은 물론 한국 장애인교육 및 재활 발전에 기

여한 바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총장께서는 “강영우 박사 복

지 사업회”를 조직 하시어 회장으로 그의 활동

을 지원했고 진석이,진영이가 성장하기 전에 그

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교육을 책임져 줄 것

이며 사후에는 경산 캠퍼스에 무덤을 만들고 대

구대내에 기념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강연을 하실 때 자주 그의 장애 극복을 

예화로 하여 강영우 박사의 공보실장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를 좋아하셨으며 특히 그를 데리고 각종 집회에 

가셔서 함께 강연하기를 즐겨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를 지지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비단 이태영 총장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외에도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실로 존경

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전세계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간이 역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노력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

인 강영우박사가 자신의 삶에 대한 감회를 들려주는 것에 다시

한번  귀기울여보자.   

   “이제 나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사

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나의 가까운 친구인 손버그 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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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 강 영 우 

법무장관은 두 아들을 미래 지도자로 훌륭하게 양육해 

놓은 것만으로도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역경 속에서 두 아들에게 미국에서 최

고로 질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졌고 미국에 

거주했기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아내가 공립학교 

종신 교사로 자아 실현을 하고 두 아들의 질 좋은 교육

을 위해 재정적으로 일조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 남아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의 모교인 연세대 상대 동문으로 총장을 역임하신 

송자 명지대 총장께서는 나를 연세대 출신 중 세계화를 

가장 잘 이룬 두 사람 중 하나라고 하셨다. 다른 한 분은 

김운용 IOC위원이라한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지

도력과 감화력으로 미국과 한국 현직, 전직 대통령과 유

엔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기회도 고난과 역경을 기도

와 인내로 극복하고 나의 뜻과 계획과는 반대가 되는 하

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하

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때로 사람

들이 마음에 불행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가지

지 못한 것을 가진 타인을 바라볼때 생긴다. 우

리는 이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서로를 비

교하고 재는 상대평가에 길들여져 세상을 살아

간다. 그 상대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강영우박사

는 행복의 조건을 박탈당한 불행한 사람일 수밖

에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바

라보고 비참해하고 안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

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 

이미 시각이라는 중요한 기능은 상실했지만 오

감 중 남은 감각으로 어떻게 생을 성공적으로 살

아갈 것인가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직 

남겨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생을 풍요롭게 성취

하며 살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속담처

럼 역경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앞에 하

나님도 그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세

계적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로 만들었다. 

   삶을 살면서 불행과 결핍과 좌절감이 들때 우리는 다

시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정말 내가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남아 있는 것이 없는가를 .. 인생의 막다른 골목

에 처했다고 느끼거나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고 느낄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세어보는 일이다.  재물을 잃었다면  건

강은 남아있지 않은가?  부모를 잃었다면 자식은 살아있

지 않은가? 직장을 잃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은 남아있지 

않은가? 무언가 한두가지 쯤은 남은 것이 있는 법이다. 

바로 그 남은 것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당신의 

주춧돌인 셈이다. 그 추춧돌이 무엇이든 그것에 감사하

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

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출발선에 선 셈이다. 있는 힘을 다

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때  언젠가는 승리의 결승테

이프를 끊는 환호성을 지를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이 설

계한 미래상을 부여잡고 불굴의 의지로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당신은 이미 상실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찬

란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적의 인물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이글을 읽는 당신이 시력만큼은 온전한 사

람이라면 당신은 강영우박사보다   최소한 한가지는 더 

가진 인물인 것이다. 그러기에 꿈을 갖고 노력한다면 당

신도 분명 강영우박사 못지 않는 인물이 될 가능성은 이

미 충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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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수색

사법 경찰관 혹은 사법경찰관의 서면 수색명령서에 근거

하여 사법 경찰리에게 신체, 복장 및 장소에 대한 수색권

이 부여되어 있다. 신체 및 복장에 대한 수색 목적은 사건

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물을 용의자의 신체 및 복장에 서 

찾아 압수하기 위함이며 장소에 대한 수색 목적은 용의

자 발견,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 찾기 및 사건 현장 보존

을 위해서이다.  

2.16.1. 장소에 대한 수색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관활 지방법원의 수색영장 없

이 용의자의 주택, 근무처 및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

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란 장소에 대한 수색을 하지 않

으면 용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물을 인멸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법리상으로는 수색하는 장

소에 있는 범좌와 관련이 없는 서류는 조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해당 서류를 조사해보기 전에

는 관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현장에 있는 모든 물건이 

조사 대상이 된다. 수색을 실시한 사법 경찰관은 수색 후 

2일 이내에 수색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주인, 거주

자 혹은 관련자에게 줘야한다. 용의자, 거주자 혹은 장소

의 책임자가 수색 조서에 확인 서명을 거부 시에는 사법 

경찰관이 수색조서에 거부 사실을 기재한다. 긴급을 요하

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법원장의 수색영

장을 받아 수색을 하여야 하며, 사법 경찰관이 스스로 수

색을 하지 않고, 사법 경찰 리가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사법 경찰관의 수색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수색을 하려는 장소의 거주자에게 사법경

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수색에 자진 응하겠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순응 시에는 증인 2명 입회하에 수색을 실시하며, 

불응 시에는 동/촌장 혹은 통/반장 및 증인 2명 입회하에 

수색을 실시한다. 

2.16.2. Police Line

사법 경찰관은 수색 목적을 위하여 수색 장소 혹은 사

고 발생 현장에 대하여 현장 보존 목적으로  노란 색의 

Police Line을 설치하고 경비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

으며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색이 진행되

는 동안 수색 장소에 있는 사람들 에게 수색 장소에서 떠

나지 못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2.16.3. 현행범이 아니면 수색을 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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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민협의회, 국회, 지방대표의회, 

지방자치단체 의회, 예배 혹은 종교행사가 진행 중인 교

회 및 사원,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하여는 현행범인 

경우에만 수색이 가능하다. 건국이후 정부로부터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 개신교, 기독 천

주교, 불교 및 힌두교 이상 5대 종교이었으나 근년에 와

서  유교도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 

2.16.4. 신체 및 복장에 대한 수색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경찰관에게는 복장 및 혐의가 가

는 가지고 가는 물건에 대한 수색권만 있으며 신체, 복

장 및 가지고 가는 물건에 대한 수색권은 사법경찰관에

게 있다.      

              

2.17. 압수

형사 소송법 상에는 압수는 관활 지방법원장의 압수 영장

에 근거하여  압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활 지방법원장의 사전 압수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경

찰관이 긴급 여부를 자의로 판단하여 압수 여부를 결정하

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옮길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선 압수 후 관활 

지방법원장의 압수 영장 발부로 처리되고 있다. 

2.17.1. 압수가 가능한 물건

압수가 가능한 물건은 대별하면 범죄에 사용된 도구, 범

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및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

나 증거물로 삼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이다. “예”를 들면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

동차 절도 범죄의 경우에, 차문을 따는데 사용한 드라이

버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이며, 자동차는 범죄의 결과로 

얻은 물건이며, 지하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쵤영한 

CCTV의 필림은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증거물

로 삼는데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물건이므로 사법 경

찰관은 드라이버, 자동차 및 CCTV의 필림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다. 상기 대별한 물건 이외에 수사를 방해하

는데 사용된 물건도 압수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가

압류가 되어 있거나 집행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 및 파산

재산(파산 선고된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권이 설정 되

어 있지 않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거나, 범죄의 결과로 얻은 물건이거나, 범죄와 직접 관련

이 있는 물건이거나, 범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증

거물로 삼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목적

으로 사법경찰관이 압수할 수 있다.    “실례”를 들면 지

난 2003년-2004년 인도네시아를 뒤흔들었던 BNI은행

의 거액 부정 대출 사건 처리 시, 피고가 은행에서 빌린 돈

으로 개발한 농장과 부동산을 증거물로 사법경찰관이 압

수하고, 검사가 압수된 농장과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몰

수하라는 구형을 하여 농장에 투자한 사람들과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 

절도한 자동차를 매각하다가 범인이 체포되면 해당 자동

차는 증거물로 압수가 되어 법리상으로는 자동차 주인은 

법원의 판결문이 있을 때까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매각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1997년 경제 대환난(IMF 사태) 후 정부의 공적자금인 

BLBI을 쓴 대기업 중에 형사 확정 판결문을 받고 복역

을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한 기업인들이나 형사 사건으

로 메스컴에 이름이 나오는 기업들과 거래는 차후이 불

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에 거래가 

바람직하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

을 수 있다. 

2.17.2. 압수 절차

압수를 집행하는 경찰관은 먼저 압수를 당하는 당사자에

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형사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를 하

겠으니 해당 물건을 인계하라고 명령한다. 압수시 압수

되는 물건에 대하여 유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해달라고 요

구할 수 있으며 압수는 촌/동장 혹은 증인 2명과 통/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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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를 필요로 한다. 압수 조서를 작성하여 압수 당사자

에게 낭독해줘야 하며 압수 조서에 사법 경찰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 촌/동장 혹은 통/반장 및 증인 2명이 

서명한다. 신문조서에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이 확인 

서명을 거부시에는 사법 경찰관이 신문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압수 조서는 사법 경찰관의 직속 상사에게 보

고하고,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 및 동/촌장에게 사본

을 제공한다. 

2.17.3. 압수된 증거물의 보관 

압수된 증거물에 보관 책임은 조사의 단계에 따라 담당관

에게 있으며 압수된 증거물의 이용을 엄하게 금하고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된다. 

보관 장소는 국영 압수물 저장고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국영은행의 창고 혹

은 운반이 여의치 않은 증거물은 압수된 물건이 있는 장

소에 보관한다. 압수된 물건이 물건의 성질상 보관이 어

려운 물건은 당사자의 동의에 받아 공매 처분하고 관계 

서류를 증거물로 법정에 제출한다.

2.17.4. 압수된 증거물의 처리

압수된 증거물의 처리는 사법 경찰관, 검사 혹은 재판부

의 판결에 달려 있다.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된 경우에는 

판결문에 압수된 물건의 처리를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명

한다. 외국 국적선이 불법으로 국내 해운을 하다가 적발

되거나 외국 국적선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어로 중 

나포되거나, 무기 및 폭탄은 몰수 판결을 하여 국가 재산

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마약, 위조지폐, 음란물 혹은 알

콜류는 소각을 명하며, 주인이 확실한 증거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한다. 그러나 국영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

아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에 증거물로 압수하고 통상 판결

문에 국가 재산으로 귀속을 시키며, 이 부동산을 다른 사

람에게 이미 매각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친 경우에도 증거

물로 압수될 수 있으며, 재판 후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돌

려준다는 결정은 재판부에 달려 있다. 선의의 매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단으로 방치해두면 통상 검사는 

국가 귀속을 구형하므로 재산을 잃을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에 관여하여 자기 재산

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2.18. 대질 신문

고소자(피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내용과 피고소자(통

상 가해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내용이 상이하며 어느 쪽

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판단이 쉽지 않으면 사법경찰관

은 양측을 동시에 출두시켜 동석시키고 대질 신문을 한

다. 피고소자의 신문 조서를 놓고 피고소자에게 지난 번 

진술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이 때에 피고소자는 

지난 신문 시 잘 못 진술했던 내용이 있으면 진술 내용 정

정이 가능하다), 고소자에게 피고소자의 진술내용에 대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신문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

자와 피고소자,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한 신문조서에 기

재되므로 피고소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는 형사 제 요소를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대질신문을 통해

서 결정될 수 있다.

      

2.19. 검찰에 이송

수사가 완료되면 사법경찰관은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결

과를 2단계로 나누어 검찰에 이송한다. 제1단계는 형사 

파일(서류)만 검찰에 이송하면 형사 파일을 접수한 검사

는 사법경찰관이 보낸 형사파일의 형식과 내용이 공소 유

지에 충분하게 법규대로 작성되었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

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비 사항을 지적하

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침을 보내 추가 수사 혹은 수사 

내용을 보완하여 2주일이내에 보고 다시 이송하도록 요

구한다. 법규상으로는 검찰의 추가 혹은 수사 보완 지침

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추기 수사 혹은 수사 보완을 하여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가 수

사 혹은 수사 보완한 형사 파일을 검찰에 이송하도록 되



한인뉴스  39

형사소송법 3

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2주일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

우가 많다. 제2단계는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이송한 형사 

파일이 공소 유지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은 사법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

은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한다.  

   

3. 공소

공소란 국가기관인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

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공소권 둘 다 검찰에 있어서 수사와 공소가 유기적인 관

계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검찰은 경찰의 형사파일에 근거하여 공소하

는 공소권만 가지고 있는 체재이다. 사법경찰관의 형사사

건 수사 속도 특히 회사 관련 경제 사건은 변호사까지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권이 주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인계한 형사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

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이후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새로

운 증거물이 발견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하시

라도 기소할 수 있다.

3.2. 공소의 시효 

공소의 시효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 제기됨

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

를 뜻하며 다음에 열거한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국가의 

공소권이 소멸한다.

3.2.1. 피고가 사망 시

3.2.2. 모든 종류의 위반 혹은 인쇄물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는 범죄 발생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 후

3.2.3. 벌금, 금고 혹은 징역 최장 3년 이하의 범죄는 범죄 

발생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6년 후

3.2.4. 벌금, 금고 혹은 징역 최장 3년 이상 종신 이하의 범

죄는 범죄 발생다음 나로부터 기산해서 12년 후

3.2.5. 사형 혹은 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 발생 다

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18년 후

3.2.6. 범죄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술

한 공소 시효 시한의 1/3만 적용된다, 즉, 4개월, 2년, 4년 

혹은 6년 후에 국가의 공소권이 시효 만기로 소멸한다.

       

3.3. 공소장

검찰은 사법경찰관의 형사파일에 근거하여 공소장을 작

성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시 피의자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이 범죄와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의

견에 따라 형법의 다른 조항으로 공소장이 작성된다.  공

소장에는 반드시 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출생지, 출생 년월일, 성, 국적, 주소, 종교 및 직업)과 심

판청구의 원인사실인 범죄 사실과 그범죄 사실에 관한 적

용법의 조항과 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한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은 공소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4. 공판

(다음 호에 계속)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소권만 가진 검찰은 비교적 신속하게 

형사 사건을 헨들링하고 있다. 

      

3.1.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처분

권이 없으며 검사에게만 불기소 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음의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2.1. 사법경찰관이 인계한 증거물이 충분하지 않다.

3.2.2.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2.3.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사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얘기 나눌 사람조차 없을 때가 있다

   여기 이 시처럼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왔을 때 내가 그랬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 

할 일이 없었고, 나를 찾아 주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갈 곳도 아무데도 없었다. 내 집안

에... 골목길에... 사람은 분명 있는데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 이 시인은 풀밭에 앉아 

민들레 목걸이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아주 운 좋게도 민들레 목걸이 대신 문화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났다. 나는 마치 내가 인도네시아에 온 목적이 이것인 양 “미

리가 본 인도네시아”란 제목의 일기를 적어가며 심취하며 즐겼다.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는 매달 한 번씩은 가슴이 설렌다. 이 가슴 설렘은 이제 나뿐

이 아니다. 한국의 친구들 몇 명도 매달 한편씩의 장문의 이메일을 기다리

며 적도 열대의 신비한 문화적 체험에 들뜨게 한다. 

   이번의 문화체험은 평소 무척 가보고 싶었든 화산의 도시 반둥, 꽃의 도시 반둥, 예

술의 도시 반둥을 1박2일로 다녀왔다. 하루만의 짧은 일정에도 어떤 제목으로든 테마

가 있었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여행의 테마는 “잊어버린 연(鳶)을 찾아서...”였다.

   내가 소녀시절 가졌던 연하나가 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며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린 연이 

되고, 이제 끊어진 가느다란 연줄하나 내 손끝에 남아 있을 뿐 이지만, 그나마 손가락에 

감겨 있는 연줄로 내 어릴 적 꿈이었든 연을 기억 하듯,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상이 가

져가 버린 꿈을 찾는 것이 이번 여행의 테마였다. 그러려면 자카르타에 남겨두고 온 생

활은 잠시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이 여행를 최대한 즐기리라 마음을 먹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슬픈 사랑의 전설이 있는 Tangkuban Parahu(땅구반 빠라우)산

이었다. 어린 아들을 잃은 가련한 어머니인 다양 숨비와 방랑과 배회를 상징하는 젊은

이인 산꾸리안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지만, 다양숨비는 산꾸리안이 자신의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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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예술의 도시 반둥

버린 아들임을 알게 되어 청혼하는 산꾸리안에게 해질녘

까지 배와 댐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산꾸리안은 구리앙

스(악마)의 도움을 받아 배를 만드나, 다양숨비는 알티미

에게 해가 빨리 질것을 요청하여 배를 만드는 일은 실패

로 돌아가게 되고, 둘의 결혼은 이루어 지지 않게 된다. 산

꾸리안은 화가 나서 배를 뒤집어 버리는데 그래서 땅구

반 빠라우산의 모양이 뒤집혀진 배 모양이 되었다는 것

이다. 이 화산은 고대 순다 화산군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폭발 유형은 원추형이다.  마치 쥬라기 공원을 연

모양이다. 

   그 다음 올라간 곳은 해발 1,830미터에 있는 Kawah 

Ratu(라뚜 분화구)였다. 위에서 내려다본 분화구로 구름

인지 안개인지 아니면 유황가스 인지가 뿌옇게 시야를 가

리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 신비감을 더 해 주었다. 그랜

드 캐넌에서 받은 신의 위대한 예술에 대한 탄성이 또 한

번 나왔다. 가려진 시야가 걷히며 나타난 분화구 밑바닥

은 물과 진흙과 돌멩이들로 어우러져 또 한 폭의 자연이 

만든 추상화를 보는 듯 했다. 

   하루 일정이 거의 끝나가며 카페 깜뿡 다운에 갈 때는 

비가 왔다. 계곡물이 폭포처럼 흐르고 많은 나무들 사이

로 오두막이 있고, 그 오두막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

든 야외 식당이었다. 그곳에 앉으니 마치 계곡사이에 있

는 한국의 정자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 비까지 내려 

지붕으로 떨어지는 비 소리와 싱그러운 숲 향기가 더 짙

어지는 듯 했다. 가끔은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타인들 

속에 섞여 답답했던 마음을 확 열어 젖혀도 볼일이다. 초

상하는 밀림의 숲을 지나니, Kawah Domas (도마스 분화

구)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시위라도 하는 양 땅위에

서 보글보글 물이 끓고 있었고, 유황냄새와 연기가 숨쉬

는 화산의 입김 처럼 군데군데 올라 오고 있었다. 

   한쪽에선 좀 커다란 물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들이 보였다. 제법 뜨거워 보이는 그곳에 나도 양말을 벗

고 살그머니 발을 담구어 보았다. 신발과 양말 .....이 사소

한 두 가지만 벗어 던졌을 뿐인데, 내 가슴속에선 보글거

리며 올라오는 뜨거운 물방울보다도 더 뜨거운 자유가 폭

죽처럼 터졌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구속과 함께 사는가? 빨갛

게 익어가는 발을 바라보다 고개를 젖혀 푸른하늘을 보았

다. 맺혔던 가슴이 탁 풀리는 듯 했다. 행복했다. 내가 발

을 담그고 있는 물웅덩이보다 더 뜨겁게 분수처럼 치솟으

며 끓고 있는 물 속에서 계란을 삶아서 가져왔다. 정말 맛

있었다. 계란특유의 비린맛이 전혀 없는 특별한 맛의 계

란을 따로 비닐 봉지에 담다가 쿡~! 웃음이 나왔다. 맛있

는 것을 보니 아들이 보고 싶었다. 내 유년의 꿈을 찾아 

현실을 넘어서 내면의 별을 만나는 여행을 하리라는 결

심도, 맛있는 것 앞에서의 엄마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록 향기의 자연을 함께 나누어 가지다 보면 머리까지 시

원해지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는 즐거움에 살맛도 

날 것이다. 호텔 상그리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의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앙쿨룽 연주이다. 대나무

로 도,레,미... 음정이 나도록 각자 만들어져 박자를 맞추

는 악기인데, 여러명이 함께 연주를 하면 훌륭한 합주가 

가능한 전통악기중의 하나였다. 혼자로는 한 개의 음 밖

에 가질 수 없지만, 함께하면 어떤 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큰 아이

들까지 모두 함께 자유로운 가운데 질서를 가지는 연주를 

함께 할 때는 알 수 없는 감동도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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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문화탐방기

   이 앙쿨룽 외에도 아룸바(Arumba) 라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도 있었는데, 주로 음악

대에서 연주되는 조화롭고 역동적인 음색

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앙쿨룽과 달리 A는 

Alunan(소리), Run은 Rumpun(군집), Ba는 

Bambu(대나무)를 줄인 말로 아룸바는 많은 

대나무들이 내는 소리였다. 이것 외에도 그

곳에서 와양 골렉 공연, 할례, 탈춤.... 등 여

러가지 특색있는 인도네시아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철, 동 구리 같은 무거운 

소재로 섬세한 숨결까지 표현한 조각공원, 

46억 년 전의 지구별이 어떻게 생성되었는

지를 보여 주는 지학 박물관, 논. 밭의 농지를 

그대로 살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알려주는 카페 Sapulidi ..........등 여러가지를 

보고 느꼈다. 

   자카르타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

에서 이루어진 작은 시낭송회와 노래를 들으

며 나는 과연 하늘로 날려 버린 연을 이 여행

에서 찾았을까 하는 반문을 해 보았다. 산 너

머 날아가 버린 그 연은 어떤 하늘을.... 어떤 

꿈을..... 보았을까? 어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내 집 작은 창을 몰래 지키며, 그 많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가 알지 못했을 뿐 내 막연한 그리움

에 그는 벌써부터 내 앞에 와서 자

기가 만난 꿈을 답하고 있지나 않

았을까.

   순간도 그리움이 되면 길

어진다는데 이 여행의 순

간순간들이 또 어떤 그

리움이 되어 길게 길

게 내게 남을 것만 

같다. 끝으로 때

마다 나의 그리

움의 우물을 채워

주는 사공경 선생님

께 감사를 드린다.

글 : 문화탐방에 참여한

최 미 리

안철수 연구소, Binus 대학에서
IT Security  세미나 개최

   한국의 IT 보안업체 안철수 연구소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IT 대

학으로 유명한 Binus Uni. 및 Binus International Uni. 학생 및 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6 월6일 11:30 - 13:00 Binus International 

Uni.에서, 그리고 6월9일 10:00 - 15:00 Binus Uni. 에서 Network 

Security 등을 주제로 한  IT Security Seminar 를 개최했다.

   Seminar Speaker 로는 Secure Soft 의 설립자 겸 CEO 로 9 년간 

근무하셨고 현재 안철수 연구소의 Chief Scientist 로 근무하는 김

홍선박사가 진행하고 김홍선 박사는 인니 정통부 IT 담당 차관과의 

6월8일 Meeting 을 통해 인니 및 한국 IT Security Policy, Direc-

tion, Solution 등 IT Security 현재와 미래에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철수 연구소는 인니 Partner 사인 Tekhan 사를 통해 작년 12 

월 인니 재무부에 유수 해외 경쟁 브랜드를 물리치고 IT Network 

장비인 Trust Guard 를 납품한바 있으며, 현재 인니 유명 기업 및 

대학에 본장비의 Test-Run 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공급 협의를 진

행중에 있다. 인니 한국 업체 및 가정에서 PC 혹은 Network 상의 

각종 Virus, Worm, Spyware 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Tekhan 

사 (전화 ; 021-563-9960, Fax : 021-5699-9376, e-mail : ydis-

jun@cbn.co.id ) 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안내문
미주 출/도착 일반석 수하물 규정 변경 안내

  대한항공은 2006년 10월 1일 (항공권 발권일 기준)부터 기존 미주 출/도착 일반

석(이코노미클래스)에 적용되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32킬로그램인 수하물 

2개’에서 ‘개당 23킬로그램인 수하물 2개’로 변경한다. 단, 대한항공 일등석(퍼스

트클래스), 비지니스석(프레스티지클래스)수하물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03년부터 가입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미주 출/도착 여

정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를 추진 중이며, 해당국 정부 규제 등을 감안, 미

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23킬로그램 2개’로 이미 변

경 시행 중이다.

  이처럼 각국 정부 규제와 승객 위탁 수하물 무게 감소 현상 등을 고려해 현재 스

카이팀 항공사인 컨티넨탈항공(CO), 노스웨스트항공(NW), 델타항공(DL) 등을 포함한 

다른 미주, 유럽 항공사 대부분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이미 축소 시행하고 있어, 대

한항공도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게 됐다.

  현재 아메리칸 항공(AA), 에어 캐나다(AC), 에어 프랑스(AF), 알리탈리아(AZ), 컨틴

넨탈항공(CO), 델타항공(DL), 에미리트항공(EK), 이베리아항공(IB), KLM(KL), 루프트

한자(LH), 노스웨스트(NW), 에어 뉴질랜드(NZ), 체코항공(OK), 유타이티드 항공(UA), 

스칸드나비아 항공(SK), 포르투갈항공(TP), 버진 아틀랜틱항공(VS) 등의 항공사들이 

동일 또는 유사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영국 발 미국행 여객기 공중 폭파 테러음모 적발에 따른 미주 출/도착 항공편

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로 인해 액체 및 젤류(음료, 샴푸, 선탠로션, 크림, 치약, 헤어

젤 등 유사품)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하

다. 탑승수속 후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 및 주류도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연재순서

1. 선생님 수학은 왜해요?

2. 선생님 어떻게 공하면 수학을 잘할수 있어요?

3. 수학의 분류와 현대수학의 흐름?

 수학의

분류와

현대수학의

흐름? 식을 만들고 그 식들을 가지고 다시 정리(전개와 인수분

해)하고 연산하며 이를 토대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이

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대수학은 수학의 가

장 기초가 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의 반 정도 그리고 고등학

교 1학년 과정에서 이 대수학을 공부하며 고등학교의 행

렬도 대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수에 있어서는 가우스가 

복소수를 찾아낸 이후, 더 이상의 수는 없지만 만일 그 이

상의 수가 나타난다면 수학 계에는 또다시 큰 변화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수분해 되지 않는 고차 방

정식 중 삼▪사 차 방정식 까지는 대수적인 방법(근의 공

식과 같은)으로 풀 수 있지만 오차 방정식부터는 그런 방

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수학자 아벨이 증명) 누군

가 그 방법을 찾아 낸다면 이 또한 큰 변화일 수 있습니

다. 아무튼 대수학은 수학의 기본이고 이 기초가 탄탄하

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해석학은 대수학을 기초로 수 또는 문자를 

다른 공간으로 옮겨 대응관계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함

수와 무한 수열의 극한으로부터 함수의 극한을 거쳐 미

분, 적분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공간을 구분할 때 우리

는 1차 공간(수직선), 2차 공간(평면공간), 3차 공간(입체

공간)으로 나누고 1차 공간에서는 0을 기준점으로 좌우

로 수의 대소에 따라 좌표를 정합니다. 2차 공간을 xy평

면이라고도 얘기하며 일차, 이차, 삼차 함수 등 다항함수, 

sin, cos, tan 의 삼각함수, 지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무

리함수 그리고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원, 포물선, 타

원, 쌍곡선 등을 이 xy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3차 

공간 즉 입체 공간에서는 직선, 평면, 입체도형, 구 등을 

공간 좌표로 옮겨 공부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1차, 

   지난 2 회에 걸쳐, “왜 수학을 공부해야만 하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말씀 드렸

습니다. 싫고, 귀찮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수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인 5년 전의 

4강 신화의 과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5년이라는 세월

이 흘렀건만 박지성의 발리 슛, 안정환의 헤딩 골을 기억

합니다. 왜 일까요? 바로 집중력 입니다. 너무도 심취해

서 다른 일을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매 경기에 

빠져 들었었습니다. 바로 그 집중력이 5년이 지나도 생

생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그런 집중력으로! 지난 호 에서 말씀 드린 그런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반드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수학을 다시 세분화하고 현대 수학의 흐

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크게 대수학, 해석

학, 기하학, 통계학, 위상 수학의 다섯 분야로 나눕니다.

 

   우선 대수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복소수 등의 수의 분류와 각 수들의 사칙연

산, 연산법칙 등을 공부하며 이 수들을 문자로 대치하여 

김윤곤의 수학이야기



2차, 3차 공간이 있다면 4차 공간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3차 공간에 시간의 흐름을 더하면 이것

이 4차 공간 입니다. 뮌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론상으로 존재

할 뿐 실제 그림으로 표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면 함수에 변환이라는 분야를 이용하여 건

물의 설계도로부터 정면도, 측면도 등을 입체로 볼 수 있다거나 화산의 사진을 360° 회전하면서 

입체의 모양으로 변환하여 여러 각도에서 화산의 모양을 볼 수 있는 등 계속 발전하는 분야임은 

확실합니다. 미적분학은 물리학자 뉴턴과 수학자 라이프이쯔에 의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견되

게 됩니다. 뉴턴은 운동 법칙을 연구하던 중 미분이 필요했고 라이프니쯔는 순수 수학자로서 극

한의 개념을 발전시켜 미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분은 무수히 잘게 쪼개는 

것이고 적분은 반대로 쪼개진 많은 조각을 다시 붙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삼차, 사차 함

수뿐 아니라 초월 함수들의 그래프는 미분을 이용하여 그리게 되며 도형이나 그래프의 넓이, 부

피들을 구할 때 적분을 이용합니다.

   기하학은 말 그대로 도형편입니다. 이 기하학은 크게 유

클리드 기하와 사영 기하의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의 기본은 평행한 두 직선은 아무리 나가도 만나지 않

는다는 공리로부터 출발하여 변, 면, 각, 넓이, 부피들을 공

부합니다. 반면 사영 기하학은 평행한 두 직선이 무한히 나

가면 한 점에서 만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형을 공부하는 

분야로 대학에서만 공부합니다. 본인이 대학 시절 한때, 이 

분야에 매료된 적도 있습니다만 현대 수학에서는 거의 사

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주 블랙홀이 거론되

고 있고 많은 과학자가 이 블랙홀의 정체를 찾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만일 블랙홀의 실체가 입증된다면 과학계는 물론 수학에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 이

고, 평행한 두 직선이 블랙홀 내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 또한 기하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계학은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매일매일 접하는 분야입니다. 일기 예보를 할 

때,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다’ 라고 예보하는 것도,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5% 신뢰

도로 표본 오차가 ±3.5’ 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성적 평균을 내는 것’도, 모두 통계 입니다. 비

교 집단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서로를 비교 함으로서 그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를 전망

하는 것이지요. 이 분야는 사용 범위가 너무도 넓어 문과의 학생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모

든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에는 통계학과가 따로 있으며, 응용 통계학과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발달로 대부분

의 자료 정리를 컴퓨터가 대신 하지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므로 너무 컴퓨터만

을 의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위상 수학은 대학에서만 배우는 고차원 수학으로 고교 과정에는 없습니다. 3차 공간을 

넘어 여러 가지 공간을 넘나드는 고차원의 수학입니다.



   위에서 수학을 다섯 분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야들이 결코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

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학의 

기초는 대수학이며 이를 활용하여 해석학, 기하학을 공

부하며 해석학의 미적분을 이용하여 통계학의 정규분포 

곡선(확률밀도함수)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런 연결과정을 고려하여 수학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

기에 매 시기 마다 교육 과정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의 공부가 어려워 지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

고 있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대 수학은 함수(function)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

리의 고교 수학을 보더라고 절반 이상이 함수이며 함수 

이전의 과정들 또한 함수를 배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

수의 법칙, 지수의 연산,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공

부하는 것이 결국 지수함수로 연결되고 sin, cos, tan 를 

정의하고 각의 값을 찾아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

다. 이는 현대 수학이 대응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대응

하는 관계식을 찾아 그래프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함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함수

에서의 1차 변환, 2차 변환을 거치면 한 장의 설계도가 

실물처럼 움직이며 여러 각도에서 완성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함수에서의 대응으로 여러 새로운 분야도 

개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의 

도움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함수는 발

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너무도 딱딱하고 재

미없는 수학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면 문제가 있겠지요. 평상시 나무 하

나 하나에 매달려 지내다 그저 주마

간산 격으로나마 숲을 한번 본 것이

라면 이 또한 괜찮은 여행이 아니겠

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 

여러분,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

다. 한 두 달 열심히 공부하면 잘 할 수 

김윤곤의 수학이야기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몇 학년이든 만일 수

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의 공부를 최

선을 다해 공부하면서 그 때 그 때 구멍 나 있는 기초 부

분을 메꾸어 가십시오. 단기간의 계획이 아닌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공부하십시오. ‘한국의 반도체 실력은 30년

이 가도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큰소리 치던 일본을 

보기 좋게 따돌리고 세계 1위의 반도체 강국을 만든 것이 

한국인입니다. IT 강국, 한국.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의 세계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며 조그마한 어려움을 극

복해 내지 못한다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습니

다. 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은 여러분이 그 어떤 분야를 전

공하든 그 분야에 꼭 필요한 기초가 되어 줄 것입니! 다.

 

   우연한 기회로 한인 뉴스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글 재

주도 없는 사람이 글 쓰느라 욕 많이 봤습니다. 그저 수학

을 조금 공부했고, 교직 생활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딸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작은 조언이 돼주기를 바

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글. 열심히 읽

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인니 문화탐방

폭
포
가
있
는

  만약 당신의 마음과 몸이 도시에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지쳐 있다면 등산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알피니스트가 아닌 당신은 험준한 산에 오를 수 없다. 그래야 할 또렷한 명분도 있지 않

다. 다만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 묻어두고 푸른 나무와 풀의 냄새를 맡으며 바쁠 

것 없이 산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찾고 몸의 활기를 찾

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자
연
속
의
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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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ODAS  to CIBEUREUM Air Terjun Taman Nasional GEDE-PANGRANGO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등산로가 있다. 찌보다스 식물원 

옆에 있는 유명한 등산로는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가볼 수 있는 곳이다. 뿐짝 차밭을 지나 공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다보는 풍경 또한 장관이다. 이 등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에 더 가까

울 듯한 그런 곳이다. 일출을 볼 수 있고 분화구가 있는 

먼 정상(Gunung GEDE-PANGRANGO)까지 가려면 많

은 시간이 소요되고 길도 험하니 당신에게는 세 줄기의 

폭포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오라고 말하고 싶다. 천천

히, 바쁠 것 없이 여유롭게 왕복하는 데 두어 시간 남짓

이면 충분한 이 길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편안한 길이다.

  폭포로 향하는 산책로를 다녀오면 몸에 담아 온 그 청정

한 기운이 일주일은 너끈히 지속된다. 자연의 신비를 호

흡하고 숲의 건강한 숨소리를 들으며 공원 산길을 오르

다가 눈동자에 식물성의 맑고 푸른 물이 가득 배어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하다’고, ‘나, 다시 스무살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숲 속에서는 일상 속에서 헤매 다

니던 마음 바쁜 시간도 멈추고 싶다.

Java 왕국의 진주  

- Taman National Gede - Pangrango 

  해발 2,958미터의 Gede산과 해발 3,091미터의 Pan-

grango 화산을 둘러싸고 있는 국립 공원은 1889년에 만

들어졌고, 그 면적은 약 15,000 헥타르에 이른다. 열대지

방의 산과 산림, 폭포, 그리고 가장 좋은 시원한 산의 공

기가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림 보호 구역으로 식물학자들은 “Java 

왕국의 진주”라고 표현했다. 모든 숲은 선사시대의 흔

적을 재연하고 있으며, 200년 전부터 Raffles, Steenis, 

Wallace 등 많은 생물학자들의 조사 연구 대상이었다. 

  Gede산의 정상에 오르기는 힘세고 건장한 하이커들

만이 가능하다. 정상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 그리고 Pangrango산의 정상에 오르는 데 까지

는 6~8시간이 걸린다. Gede산의 화산 기록은 처음 화산 

분출은 1747년이다. 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화산 분출은 

1840년 11월에서 1841년 3월에 걸쳐 일어났다. 1840년 

12월의 화염은 분화구로부터 200m가 넘는 높이에서 타

올랐다. 마지막 화산 분출은 1948년에 일어났는데, 아주 

작은 부분적인 화산 분출은 1957년까지 일어났다. 화산

의 분기공은 식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기를 아직

도 뿜어낸다. 

  어느 정상에 오르던지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천막이 

필요하지만, 부지런을 떨면 코스를 하루에 완주할 수도 

있다. 기온이 낮아 따뜻한 옷은 필수다. Gede산 등산은 

Cibeureum AIR TERJUN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쾌한 산책로 따라 폭포로 가는 길

- Cibeureum AIR TERJUN

  CIBODAS 식물원 옆에 있는 국립공원 GEDE-PAN-

GRANGO의 Cibeureum 폭포까지의 등산로의 거리는 

2.8Km이다. 폭포까지의 등산로는 힘들기보다는 아기자

기한 멋이 있어 여자들과 가족 단위의 등산 코스로 알맞

다. 지상에서 가장 작은 새인 벌새가 살고 희귀한 동식물

이 많다. 원숭이, 날아다니는 도마뱀, 나비, 그리고 여러

가지 열대지방의 나무들이 많다. 

  Cibeureum 폭포로 향하는 길에는 잘 놓여진 돌길이 있

고 정상 부근에는 나무 다리도 있다. 중간에서 갈라지거

나 끊기지 않는 외길로, 여자의 보통 걸음걸이로 앞만 보

고 걸으면 왕복하는 데 2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이것저것 

둘러보며 걷다보면 3시간 이상이 걸린다. 폭포 가까이에 

이르면 소담한 정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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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문화탐방

  

 숲과 바람의 노래를 듣는다 

  폭포 아래에서, 산행길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게 좋을 듯하다. 멈춰 선 자리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의 신비 속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사색의 통로

를 통해 삶의 여유로움을 되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지혜는 사색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니까.

  무엇보다, 이 숲속에서 하늘만 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여유, 그 열려 있는 가능성을 찾고 싶은 

것이다. 서로의 눈동자를 보면서 초록 바람 속에 서서 노래도 부르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젊은 

날의 감성을 다시 느끼시기를.

  숲 속은 곤충, 파충류, 양서류, 새 그리고 작은 포유류로 가득하지만 방문자의 눈길에는 잘 띄

지 않는다. 동물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만 독성이 있는 말벌이나 전갈 등은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 리치는 숲에 많지만 오솔길에는 거의 없다. 뱀과 야생돼지는 걱정거리가 아니지

만 주의해야 한다. 정작 위험한 것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인데, 많은 식물이 독을 가지고 있거나 

가시로 뒤덮여 있고, 죽은 채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는 센바람에 떨어질 수도 있다. 

1헥타르에 약 350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그 중의 약 80종은 나무이지만 모든 식물을 일일

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식물과 나무는 라벨이 붙여져 있지 않은데, 붙여 놓아도 쉽게 떨어

져버리기 때문이다. 산책로는 한 폭의 그림이다. 깊고 고요한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롭고 환상

적인 걸작품 속을 흔드는 바람과 함께 걷는다. 

등산로 200미터에서는 덩쿨 식물과 무화과 나무를 볼수 있고, 등산로 300미터 정도에 이르면 

판다누스Pandan 나무가 많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등산로 500미터에는 왼쪽에 잘란 BUN-

TU(막힌 길)이라는 팻말이 나오는데, 길섶에서는 등나무가 눈에 많이 뛴다.

  등산로 600미터 정도에 이르면 왼쪽에 “Bird Watching Trail”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그 곳

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앙금들이 어느결에 사라져버리는 것 느낄 수가 있다. 어떤 음악보다도 신비로운 자연 

속의 생명들이 내는 소리이다.  바나나 잎은 아주 넓은데, 이는 광합성을 많이 해서 바나나를 크

게 키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이다. 

    등산로 800미터 정도에 이르면 넝쿨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작고 아름다운 꽃이 많이 보인다. E. Sphaericus는 동북인도, 

Java 그리고 Sulawesi에서 자란다. 이것의 씨는 구슬 모양으

로 인도에서는 수도승이 101개의 이 씨앗을 시바의 눈을 상

징하여 줄에 꿰어 걸고 다닌다. Passion fruit는 현지 시장에

서 Markisa나 konyal로 불린다. Passion flower는 크리스

트교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등산로 1000미터 정도에 이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

고 나무 위를 쳐다보라. 많은 원숭이와 고산 지대에서 서생

하는 침엽수를 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고도에 따라서 식생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예쁜 Enouymus Javanicus의 빨간 열매는 그 

빨간색으로 새를 유인한다. 새는 씨와 노란 색의 과일을 먹

는데 씨는 소화되지 않은 채 그들이 배설한 곳에서 발아

해 종자를 퍼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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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1,500미터에 이르면 초록색을 띤 아름다운 

BLUE LAKE(바닥의 푸른 이끼 때문에 물빛이 파랗

다)가 나온다. 호수는 영양분이 풍부한데, 이 지역은 화

산 폭발로 생긴 암석과 토양에 많이 용해된 광물질 때문

이다. 희귀한 새들도 많이 보이는 곳이다. 이쯤에서 산에

서 내려 오는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사색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우리에게 주어

진 유한한 시간을 깨닫고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욕

망이나 중요하지 않은 모든 가치들을  과감히 버리고 진

정한 자신의 생에 매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

하고 싶다. Rhododendron(철쭉 속에 속하는 식물의 종

류)이 많이 보인다. 

등산로 2,600미터 정도에는 토란도 보인다.

‘holy man’의 외침이 있는 폭포 정상 2,800미터

 숨소리가 턱 끝에 이를 즈음에 정상이 바로 가까이 펼쳐

진다. 또한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폭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청량한 소리는 땀이 송송 배인 이마와 등줄

기를 시원하게 훑어 내린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

라지기 시작한다.

  정상 2,800미터 폭포에 이르면 그야말로 장관이다. 크

고 작은 세 개의 폭포가 보이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줄기

가 각각 다르다. 큰 나무로 둘러싸인 분지 모양에서 폭포

가 떨어진다. 마치 쥬라기 공원에 온 것 같다. 세 줄기의 

폭포는 여정의 피곤을 모두 씻어내며 시원하게 수직의 

벼랑을 타고 떨어져 내린다.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Cikundul, Cidendung, Cibeureum이다. Cidendeng 폭포

와 Cibeureum 폭포는 Cikundul 폭포 곁에서 묘한 조화

를 이루고 있다. 이 두 개의 폭포가 없다는 풍경을 상상

을 해 보면 자연의 조화가 얼마나 오묘한지 느낄 수 있

는 이 곳은 용암이 만나서 생긴 곳이다. 오른쪽은 Pan-

grango의 화산암이고, 왼쪽은 더욱 최근에 일어난 Gede 

용암 분출 때 용암이 흘러나온 것이다. 1985년 화산 폭

발 때 암석이 굴러 떨어져 Cidendeng 폭포의 모든 나무

를 죽였고, 흐른 용암은 큰 평지가 되었다. 

  Cikundul 폭포가 가장 큰데 폭포 뒤켠 절벽에는 사람 형

상의 바위가 있다. 그는 폭포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도를 

닦다가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이 ‘holy man’은 세상 마

지막 날에 그의 피와 살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 온다.

  뽀얗게 물안개가 핀다. 그 폭포의 시린 물에 손을 적시

고 얼굴을 씻고 냅색에서 꺼내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은 그

야말로 감로수가 따로 없다. 현실의 고민으로부터 벗어

나서 마치 자신이 신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낮

은 곳을 향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 내려가는 물처

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욕망이 씻겨 사라진다. 산책

로의 정상에서 무서운 기색도 없이 거침없이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 김수영님의 ‘폭포’가 생각난다. 나태와 일상

의 안일에 빠진 정신을 일깨우라고 폭포는 끊임없이 말

하고 있다.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소시민적

인 우리들을 향해 고매한 정신으로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불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정신으로 폭포는 곧은 소리로 

말한다. 안타까운 열망과 찬란했던 순수의 시간에서 우

리는 참 멀리 떠나 왔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holy man’은 

우리에게 말한다. “고단한 세상의 먼지가 겹겹이 묻어있

는 옷을 벗으라”고,“폭포처럼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

던 역동적인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길은 올라오던 길을 되내려오는 것이지만 올

라가던 자신이 이미 아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벅찬 감정

이 내려오는 내내 사라지지 않는다. 산에 미친 사람들이 

주변에 간혹 있을 텐데 평상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

던 그들의 마음을 이 때만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등산로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으로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데 

있다. 혼자도 좋지만 오르내리는 길에 편안한 대화를 나

눌 수 있는 지인들과 함께라면 더 좋다. 다가오는 주말이

나 휴일에 가까운 몇몇 지인들과 함께 이 등산로에 발자

국을 남기는 일이 헛된 시간 낭비만은 아니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숲속엔 그대 향기가......  

 자연이 곧 예술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내 눈이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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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ODAS  to CIBEUREUM Air Terjun Taman Nasional GEDE-PANGR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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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인도네시아

50  한인뉴스

5
년 전쯤 한국에 붐처럼 일어난 일이 있었다. 지

속적인 유가인상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십 배가 비싼 서울에서 직장인들에겐 버스, 지

하철 이용이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수가 되어버린 서울. 

그들을 겨냥해 무료신문이 출현하고 당연히 무료로 배

포되기 시작했다. 무료라지만 어제 일어난 다양한 소식

들을 유명 일간지 못지 않게 접할 수 있으니 시민에겐 지

루한 출근시간을 때우기엔 딱 안성맞춤 이었을 것이 보

지 않아도 삼천리다. 그 후 각종 유료 신문사들이 앞다투

어 영역을 넓혀 갔던 일간지 가판대의 위력은 점점 쇠퇴

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몇몇 일간지들은 가판대에서 사

라지게 되었다. 또한 무료신문의 등장은 수도권의 일간

지 구독자 수의 급격히 감소시키고 각 일간지들은 생존

경쟁의 장으로 내몰아졌다.

   3년 전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

다. 당시 1년 동안에 자카르타에 붐처럼 이곳 저곳에서 

생겨난 무료잡지가 무려 50~60여 가지가 넘은 것이다. 

당시 나는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배우고 있었었고 카페

나 음식점을 들릴 때면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양으로 꼭 

잡지를 들고 나오는 습관이 생겼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짜는 역시 공짜 값을 한다. 

들고나온 잡지를 대충 몇 줄 읽고 나서 집안의 한구석에 

던져놓기 시작했다.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 깔끔

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뭔가 개운해 하지 못해하는 성격

의 소유자인 아내는 “안보는 잡지책을 모두 버릴게요” 

하며 큰 박스를 하나 가득 채워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

에게 인심을 써버렸다. 난 좀 화가 났지만 아내의 말이 

사실인건 사실이다. 

   한번은 인도네시아인 기자에게 왜 무료잡지가 많이 생

겨났는지 물어 본적이 있다. 기자의 대답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각 단체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다. 즉 단체 홍보용 잡지이다. 그리고 기왕 잡지를 발

행하면서 큰 광고수익으로 한몫 챙기자는 속셈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PS: 잡지다. PS는 Plaza Senayan의 약자

로서 플라자 스나얀 몰의 홍보 잡지이다. 둘째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잡지를 사서 볼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이

유에서이다. 인도네시아인들 중 책을 구입할 만큼 여력

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인 ‘Kompas’지가 무료잡지에 

관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다. A 무료잡지사를 방문

하여 발행 동기, 구성원, 어려운 점 등등 뭐 그저 그런 이

야기를 다뤘다. 그 무료잡지사는 취재기자, 편집기자, 디

자이너, 마케터를 모두 포함 겨우 너 다섯 명의 젊은이들

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직업에 열성적이었다. 

무료잡지,
무료정보의 홍수

글 : 김영민 편집위원



   하지만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 무료 잡지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지금은 10~20여 개 정도의 무료 

잡지만이 살아 남았다. 지금도 A 잡지가 발행되고 있는

지는 모르는 일이다.

   무료잡지들이 사라져 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단체 홍보용 잡지로서는 수익성이 창출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잘 짜인 컨셉으로 특정 독자층을 겨냥

하고 있는 유명 상업 잡지들도 구독자가 많지 않은 게 인

도네시아의 현실이다. 잘 하면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체는 잡지발행부서에서 광

고수익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길 바라지 특별한 예

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둘째, 첫째와 관련하여 컨셉의 부족과 안일하게 선택

한 독자층이다. 대부분의 무료잡지들의 내용은 여행이

나 쇼핑, 음식점 등 놀고 먹고 즐기는 쪽으로 치우쳐 있

다. 한정된 계층에 너무 많은 잡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로 나는 위의 기자가 간과한 것을 하나 더 들고 싶

다.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는 정보의 퀄리티야 어떻든 무

료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난 이 점을 무료잡지가 이 

시대를 오래 못 버티는 중요한 이유로 본다. 무료잡지를 

꼼꼼히 읽는 사람을 드물다. 심하게 말하면 무료잡지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데 요긴한 물건(?) 정도로 취

급되는 것이 고작이다. 무료잡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높다면 이것은 더 위험하다. 무료잡지가 유료잡

지를 위협하게 되는 것은 안 봐도 훤하다. 그 결과 몇몇 

유료잡지들은 가격을 내리거나 급기야는 무료잡지로 불

명예(?) 전향을 하기도 한다. 즉 유료잡지까지 무료잡지

의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되고 결국 무료잡지든 유료잡지

든 더더욱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그리고 

정보량은 많아지겠지만 그 수준은 점차 하향곡선을 그

리게 될 것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지난해 휴가 차 서울에 들렀을 때 친구를 볼 양으로 

모 일간지를 들른 적이 있다. 친구들은 많이 지쳐 보였

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회사가 버티기 작

전으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무료신문과 인터넷 등 무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전략 아닌 전략으로… 몇몇 유명 일간지를 빼고는 거의 

모든 일간지들이 효과적인 길을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 

표류하고 있었다.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

짜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좋은 정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어 내기 위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너희들끼리 어딘가에 모인다

고 하던데… 당구장, 슈퍼몰, 일본식당, 오락실, 디스코 

텍… 가 봐야 뻔하다. 하지만 놀고 싶을 때는 놀아야 한

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고 또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수

가 있는 거니까… 더구나 요즘은 노는 방법도 잘 알아야 

제대로 한 몫하는 세상이 되었다.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을지 훤히 

짐작이 간다.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어른

들은 모두 천리안을 가졌냐구?  아니다. 그 이유는 너희

만한 때를 거치지 않고 지금의 어른이 된 사람은 한사람

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잘 알 수 밖에… 

   고등학교 다닐때 사귄 친구들이 지금 만나도 제일 반

가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른으로 진입하는 민감한 나

이이기도 하겠지만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

었고 밤을 세워가며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즐거움 그리고 두

려움. 만나면 어린 아이들처럼 마냥 까불어 대기야 하겠

지만 미래의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래서 한편으론 진지하게 어른스런 대화

도 하고 있음을 부모들은 알고 있다. 

   흔히들 말하지만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

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전공 분야가 결정되기 까닭이다. 지내고 보니 그 

이유를 알게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너희들이 특례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려면 논술(論術)과 면접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 오래 살던 아이들이 대학시험에서 가장 많

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논술 시험이다. 논술을 잘 하

려면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어릴때부터 습관

이 되어 있다면 더 더욱 좋다. 책을 읽으면 지은이가 전

달 시키고픈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 (核心)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한다. 또한 면접(面接)시험을 잘 보

려면 틈틈히 신문사설(私說)도 많이 읽어야 한다. 면접

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조리있게 묻는 말에 잘 대답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화책이라도 자주 읽는 너

희들을 보면 대견(?)스럽기 그지없다. 만화중엔 그래도 

순정 만화가 좋단다. 여자가 감성이 풍부한 이유가 언어 

순화가 되어있는 순정 만화를 많이 읽어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만화는 그냥… 만화다. 그림과 실제 대화

로 엮어져서 알기 쉽도록 해 놓았으니 누워서 떡먹기다. 

핵심이란 놈이 도대체 어디 숨어 있을 곳이 없다. 실제로 

만화는 누워서 떡을 먹으면서 보면 딱 맞는다. 한번 해 

봐라. 만화가 재미 있는지 떡이 더 맛이 있는지…

   이곳에서 공부하는 너희가 한국의 고등학생들 보다 나

은 것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닐

까? 그외의 나머지 과목들은 감히 이야기 하건데 그 애

들이 훨씬 낫다. 너희들 실력을 얕잡아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입시준비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전세계에서 일

등 아니면 이등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겠지. 지금 

한국에 있는 너희들 또래의 애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책상 앞에 앉아 코피를 흘려 가면서 공부와의 전쟁을 하

너 또 어디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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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물론 뒤에 버티고 서 있는 어머니들의 하염없

는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곳에 살고있는 너희들이 상상

하기 힘들 정도다. 한국 고3학생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한번 볼래?  오전 7시30분에 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EBS 

영어듣기 부터 시작하여 8시 10분에 0교시, 1시 50분에

5교시, 5시에 보충수업, 7시 10분에 자율학습, 9시20분

에 2차 자율학습… 그리고 밤11시에 집으로 가기위해 

책가방을 싼다. 도시락은 하루에 몇개나 싸갈까?   

   어머니가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데려와서 

새벽 1시까지 집에서 다시 공부한다. 대개의 학생들이 

이렇다고 보면 된다. 한국 어머니들 자식교육에는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건다. 실제로 딸이 수능시험에서 고득점

을 받지 못하자 자살하여 생을 끊은 어머니(2005년 부

산)도 있었다. 그런데 둘러보니 여긴 그렇게 억척스럽

게 다그치는 어머니들은 없는 것 같더라. 너희들은 참으

로 편안한 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야 하겠다. 하지만 대학진학을 앞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하튼, 목표한 대학과 전공을 반드시 이루어 내

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은 나이마다 제각기 할

일이 있어서 10대에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처음 옷 

단추를 잘못 꿰면 다음 단추는 필히 잘못꿸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에서 수석합격한 어느 학생의 말을 들어보

자. “수능(수학능력시험)은 다방면으로 느끼고 공부해

야 한다. 신문,책,잡지,만화책까지도 많이 읽으면 도움

이 된다. 수능이란게 어차피 지문을 빨리 읽고 이해하

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독

서를 하게되면 지식습득과 사고력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이번 방학때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씨리즈로 된 만화책이라도 자꾸 읽도록 하자.

    새로 지은 빠꾸원 한인교회에 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좋은 영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던데 교민들을 대

상으로 책도 빌려주고 질 좋은 영화(名畵)를 상영하여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한국어로 자막된 영화 감상하

러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들은 영화를 통하여 세상과 인생을 접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되고 특히 성화(聖畵)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과 친교를 트게 될 것이다. 영화를 나홀로 컴퓨터 인터넷

을 통하여 보는 것과 대형 스크린에 돌비 스테레오가 갖

추어진 영화관에서 보는 맛의 차이는 참으로 크다. 

   ‘줄탁동기’란 말이 있다. 어미새가 밖에서 쪼고, 아기

새는 속에서 알 껍질을 쪼아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다는 한자성구인데 달걀이 알 속에서 아무 것도 모르

는 상태에서 어떻게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있을까? 어

둠 저편에서 암탉이 부리로 껍질가를 톡톡 쳐주는 소리

를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인데... 그래서 ‘가를 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되었다

고 하던가?                                                               

   어렸을 적 보았던 책과 영화의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

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이

야기이다. 아이들의 머리는 아직은 많이 비어있어 무언

가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

부보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진정 잘 가르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여기 아이들 제대로 갈 곳이 없다.

(글 :동부자바 한인회 회원 송현식)

 



역    
사는 미국의 제 45대 부통령 

앨 고어에게 위대한 정치인으

로서 경륜을 펼 기회를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대선때 

박빙의 승부로 인해 대통령 선거제

도 자체가 쟁점이 되던 와중에 추한 

싸움을 길게 끌지 않고 법원의 결정

에 깨끗하게 승복하던 그의 모습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퇴장

하는 모습이 위대해 보였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종내 가슴 저린 사실이

겠지만, 그의 그

런 행동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

를 지키는데 결

코 작지 않은 기

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

벽한 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

니다. 사적인 욕망과 이해를 억누르

고 제도에 승복하면서 규칙을 지키

는 사람들이 제도를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존중 받을만한 제도가 존중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존중을 받는 제도만이 존중 받을만한 제도가 되는 것이랄까요. 

    
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

은 An Inconvenient Truth(불편한 진실)는 정치에서 은퇴한 후 지구온난화 

방지의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는 앨 고어의 강연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았던 터라, 이 영화에 최우수상을 선

사한 것은 영화 자체보다도 일종의 ‘주인공 섭외상’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연 사이사이에 앨 고어의 개인적 회고 장면을 

끼워 넣은 이 영화가 가진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환경

보호라는 주제와, 석패한 민주

당 대통령 후보라는 영화외적

인 요소가 지닌 매력을 헐리우

드로서는 도저히 거부하기 어

려웠던 것인 지도 모릅니다. 트로

피를 받아 들고 연설하는 앨 고어는 마치 고교 동창회에 돌아온 최고인기 

졸업생(Homecoming Queen)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어느 한 부분의 과제만을 큰 소리로 강조하기는 어

렵게 됩니다. 앨 고어도 선거에서 이겼더라면 지금처럼 신명나게 환경보호

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인류에게 정력적이고 영향력이 큰 

환경보호 운동가 한 명을 선사하려는 역사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

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아까운 박빙의 승부에서 깨끗이 물러났기 때

문에 떳떳한 모습으로 큰 박수를 받으며 강단에 오를 수 있고, 자신을 소

개하면서 “저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었었습니다.(I us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농담을 할 때 별로 구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인지도를 십분 활용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왕성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연습한 덕분인지, 영화를 통해 보는 그의 강

연솜씨나 청중에게 접근하는 호소력은 오히려 대선 TV 토론에서보다도 진

일보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연의 주제는 환경보호 중에서도 온실가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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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정된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하기 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 데 치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연설에서는, 지적이고, 조금은 잘난 체 

하고, 청중을 ‘가르치려 드는(pedantic)’ 그의 태도는 정치인이었

을 때와는 반대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는 전 세계의 어느 전직 대통

령이나 부통령보다도 은퇴 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러다 보니, An Inconvenient Truth에 주어진 상은 영화가 아니

라 그 주인공에 주는 감투상(敢鬪賞)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증거자료로 앨 고어가 제시하는 현상들은 설득력이 있

고, 강연의 내용도 잘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대기오염

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카데미 상 같은 것이 아까울 이유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에너지

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이므로, 이 영화는 미국정부의 에

너지 정책을 좀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입만 열면 주장하듯이, 미국이 국내 석유가격을 상향조정한다면 

그것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미국의 대중동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흐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앨 고어의 논지보다 토

머스 프리드먼의 논지가 더 설득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소비형태를 바꾸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부담을 후세에 물려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환경파괴의 재앙이 우리 당대에 닥친다는 점을 확실

히 알게 되더라도, 무책임한 소비 형태를 바꿀 수 없기는 마찬가지일

지도 모릅니다. 소비형태란 좁은 의미의 문명이고, 문명은 어느 날 자

동차처럼 급제동, 급회전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 지구적인 환경보호 문제로 눈을 넓히게 되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체기술의 개발

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정치적 의지를 가

지고도 막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많기 때문입니다. 숲과 공기와 물

과 생물다양성은, 못사는 나라에서일수록 더 가파르게 훼손되고 함부

로 파괴됩니다. GDP가 낮은 나라라고 해서 오토바이나 버스들이 없

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은 더 더러운 매연을 더 심하게 뿜어내

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자명한 것 같

은 온실가스 문제도, 사실은 선택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

야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환경보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나쳐서는 곤란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는, 사람보다 자연을 더 중시하는 지점에 

걸쳐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자연환경

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전 인류

가 한 날 한 시에 다 같이 죽어버리는 길

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은 절

대적인 심미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체

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것

입니다. 인간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순간부터, 환경보호는 목적을 잃어

버린 강박관념이 됩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 

턱없이 오만한 것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살

기에 적합한 환경이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지구는 행성으로서의 천문학적 수명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들을 교육하면서 환

경보호는 마치 무제한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과제인 것처럼, 또는 기술진보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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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환경보호와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단순화해서 가

르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제를 개발하든지 환경을 보호하

든지 간에, 또렷한 인류애에 기초해서 추진할 때에만 인류

는 스스로를 제일 잘 보전할 것입니다. 어쩌면 식량이 모자

라는 아프리카의 개도국에게 장차 유일한 희망이 될 지도 

모르는 유전자 조작 농작물 연구와 같은 기술적 진보를 사

악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중

국, 인도, 인도네시아 같이 인구가 많고 넓은 나라들이 일정

한 수준으로 경제개발을 이룩해야 비로소 거기에 사는 사람

들이 스스로의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

고 그들의 모든 경제개발 노력을 ‘반환경적’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1994년 칸느 영화제 최우수 단편영화상을 받은 뉴질랜드 영

화로 Lemming Aid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밍은 가끔씩 

집단으로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이상

한 습성을 가진 설치류입니다. 몇몇 뉴질랜드 동물보호가들

이 레밍들의 자살을 막아보겠다고 노르웨이의 절벽 끝으로 

모입니다. 레밍 보호에 관해 논란을 벌이던 주인공들은, 서

로를 죽입니다. 물론 레밍들도 죽지요. 사람 목숨보다 레밍

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켜낼 수 있

을 만큼, 또는 그래야 할 만큼, 자연은 한심스런 존재가 아

닙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환경보호론의 내용이 잘못되었

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한 가지만 해도 앨 고어의 

강의 못지않게 크나큰 설득력을 가진 회의론자들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환경의 여러 문제들은 사안별로 깊이 들여다

보기 전에는 섣불리 어느 쪽이 그르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

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 환경지상주의가 혹시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가 그 어떤 다른 과제보다 우월

한 명분을 가진, 무조건적 과제라는 생각을 주입시키면 어

쩌나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론에서 말하는 ‘신중의 원칙’은 환경파괴에 관한 

이론적 분석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치러야 

할 값이 너무도 크므로 일단 훼손을 방지하는 쪽으로 행동

을 하고 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은 일응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을 놓치면 기회가 없으니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

라는 외판원의 독촉이라든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 만약 실현되면 너무 피해가 크니 당장의 독재는 

참으라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정치적으로 불건전한 

논리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는 저의 아이들이 환경을 잘 보호하는 일에 마음을 

쓰기를 원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류의 다른 경제

활동의 의미를 섣부르게 폄하하고 적대시하는 태도

를 기르기는 원치 않습니다.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서툴게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양비론이나 양시론의 덫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결론에 안주하

지 않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조금씩 진동하고 움직

이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면, 그것은 균형(equilibrium)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어느 한 쪽으로 감히 치우지기를 두려

워하되, 자신이 공부하고 고민한 결과에 대해서 입

장(stance)을 가지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

다. 환경문제에 관한 제 공부는 결코 충분치 않습니

다만, 제 입장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설명 드

리겠습니다. “환경은 개인적 차원에서 성실히 보호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환경을 좀 더 낫게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동물 한 종(種) 전체의 보존도 저

와 같은 종(種)인 인간 한 사람의 목숨과 바꾸지 않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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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간다면 흔히 볼 수 있

었던 오젝스뻬다(Ojek Sepeda)를 자카르타에선 몇

몇 곳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어 졌다. 하지

만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모여살고 재래시

장이 활기를 띄고 있는 꼬따(Kota)지역과 딴중쁘리

옥(Tanjung Priok)지역에 간다면 그나마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오젝스뻬다가 운행하는 거리는 짧

지만…

   아쉬운 것은 꼬따지역에서도 매년 오젝스뻬다의 수

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

하다. 오젝스뻬다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점점 

오젝(Ojek)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오젝스뻬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저

는 여전히 오젝스뻬다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젝스뻬다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마흔살이 조금 넘은 마르함씨의 말

한다. 마르함씨는 처음에 땅그랑 지역에서 오젝스

뻬다를 운영했고 직업으로 벌써 20여 년을 넘겼

다고 한다.

   꼬다지역에서 오젝스뻬다를 운영하는 사

람들은 주로 만디리 은행 박물관(Mu-

seum Bank Mandiri) 앞에서 손님

을 기다린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하루 수익은 평균 5만 루피아 

선이다고 한다. 물건을 가지

고 다니면서 행상을 한적이 있었던 마르함씨는 매일 새

벽 3시 30분에 집을 나와 오전 6시경부터 일을 하기 시

작한다. 마르함씨의 주된 고객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

아가는 아낙네들이다.

   “오젝스뻬다를 이용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

면 오토바이나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좁다란 골목도 쉽

게 지나갈 수 가 있으니까요.” 깔리브싸르(Kali Besar) 

지역에 사는 쭈쭈라는 아주머니의 말이다.

   오젝스뻬다를 이용해본 사람은 보통의 오젝에서 느

낄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만약 오젝스뻬다를 

타고 꼬따지역의 오래된 유적지들과 관광지들을 둘러

본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 

   오젝스뻬다 요금은 적당한 가격에 항상 흥정이 가능

하다. 당연히 오젝스뻬다는 공해를 유발시키

지 않는 환경 친화적이다. 

오젝스뻬다로

즐기는 꼬따

Jalan Jalan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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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리즈 : 세계 경제를 읽는다 - 4

                (미국경제의 비밀)

사상 최강의 주먹이 두렵다
왜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순응하나

힘의 공백 오면 엄청난 혼란 

   다소 비겁하긴 하지만 짱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고

만고만한 친구 간의 다툼도 적어진다. 이른바 비공식적인 

서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질서 유지 기능 덕분에 

당연히(?) 선생님이나 반장도 짱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

한다. 물론 짱은 일정한 상납을 원하기도 한다. 법보다 주먹

이 가깝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이런 현상

은 어느 사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약육강식의 논

리가 적용되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더욱 심하다. 역사상 특

정 강대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경우 전쟁도 함께 감소했다. 

로마나 중국이 강력했던 시기에 세계는 상대적으로 평온

했다.

   최강대국은 어떻게 이런 ‘평온함’을 창출할까. 대개 필요

한 조건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지배력, 국민통합 등이 세

계 최고 수준이면서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이외 모든 국가와 동시에 맞붙어도 이길 수 있다. 경제

규모가 과거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1위다. 

   미국의 문화적 힘은 소위 ‘소프트 파워(Soft-Power)’라

는 용어로 인류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면서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서 있다. 또

한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인종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 미국

식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다. 옛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

리하고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된 미국의 힘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의 ‘짱’이 된 미

국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이른

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다. 패권에 대한 저항

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미

국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누리고 있는 독점

적 세계 지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 대항하지 못할까? 이유는 크

게 세 가지다. 

1. 질서 붕괴가 두렵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

을 수행해왔다. 전 세계 760개 중요 지역에 미군기지를 운

영하면서 여러 형태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 미국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경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없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가 넘어갈 수 있고, 마약과 폭력이 일상화될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 상황은 필연이다. ‘짱’이 없는 교실이 혼란

에 빠지듯 세계는 질서를 상실할 것이다. 미국 대외 정책의 

실질적 기안자인 브레진스키는 “미국의 패권이 갑작스럽

게 종언을 고할 경우 엄청난 국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언론인이며 평론가인 로버트 카플란도 미

국의 패권이 상실될 경우 ‘무정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경

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가 세상을 모두 바꿀 

만한 힘을 지니고 있는 국가다. 당연히 미국을 대체할 국가

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약화된다면 세계

는 깊고 불안정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각국이 자발적

으로 미국에 순종하는 이유다. 

누구에게나 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그 시

절 어느 반에나 소위 ‘짱’이라고 불리는 주먹 좀 

쓰는 친구가 있게 마련이었다. 묘한 것은 그런 짱이 

있으면 그 반은 조용했다는 점이다. 짱의 묵인 아래 

나름대로 질서가 잡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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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먹’이 무섭다 

   러시아나 중국은 특정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

인 국력에서는 비교 대상이 못 된다. 현재 경제규모, 인구, 과학기술

력 등에서 미국에 견줄 만한 정치세력은 오직 유럽밖에 없다. 그러

나 유럽은 실업, 경기 침체, 높은 사회보장 비용 때문에 군사비 지출

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안

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해 왔다. 냉전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유럽은 세계를 책임질 정도로 강하지 못하다. 20여 개 국

가로 분열되어 있고, 세계 경찰을 원하지도 않는다. 결국 대항마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국제분쟁에 개입한다. 그래서 미국

은 상시 전쟁 중이다. 

   전력 측면을 살펴보자. 미국은 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핵무기에 있

어서도 독점적 위치에 있다. 그동안 미국의 핵 전력은 옛 소련과 ‘공

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는 체제로 유지되었다. 공포의 균

형이란 서로 핵무기를 보유해 전쟁을 막는 것이다. 상호 보복에 대

한 두려움으로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없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

가 서로 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미국과 옛 소련은 요격 미사일을 배

치하지 않는 ABM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1972년 체

결,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일방

적으로 ABM 조약에서 탈퇴한 후 혁신적 요격 시스템인 MD(Missile 

Defense)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MD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핵무기 

탑재를 포함한 모든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2001년부터 MD 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하면서 2004년까지 약 300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적국의 핵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과 동맹국은 MD의 보호막 속에서 안주할 수 있다. 반

면 MD 체제를 갖추지 못한 나라의 핵무기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못

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면 공포의 균형에 의해 유

지되던 세계 질서는 미국의 의도대로 흐를 수 있다. 

   이 체제가 완성될 경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

아•중국•인도는 MD 앞에서 초라해진다. 

3. 유일한 소비 시장이라서… 

   앞서 언급했던 대로 미국에서는 소비가 미덕이

다. 소비가 습관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오히

려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 더 많이 소비한다.  이

런 구조는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

루고 있는 나라들에는 호재다. 미국의 초과 소비

가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

이다. 거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한국•대만 등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는 미

국이 초과 소비를 해야 살 수 있다. 

   중동의 원유 수출 국가들도 미국의 석유 소비

가 줄어들면 경기침체뿐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미국에 가장 적대적인 베네수엘라

의 차베스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

에 대한 원유 수출로 경제 형편이 안정적이기 때

문이다. 만일 미국이 패권을 완전히 잃는다면 어

떤 결과가 나타날까?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급

속히 줄어들고, 달러라는 기축 통화의 부재로 대

외 교역이 위축될 것이다. 특히 미국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서 약 2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가치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과연 한국이 이런 상

황을 자력으로 버틸 수 있을까? 

   중국은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 ‘작은 거인’ 덩샤

오핑(鄧小平)은 사망 직전 “미국과는 50년간 맞



60  한인뉴스

서지 마라”고 유언했다. 미국이 흔들리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동시에 어려워진다. 미국이 약화되면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 수출 감소로 현재 약 2억 명으로 

추산되는 실업자가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을 중국 지도부가 

감내해 낼 수 있을까? 

   미래학자인 레스터 서로에 따르면 미국의 생산성을 기준

으로 소비가 4500억 달러(2002년 경상수지 적자 금액)가 

줄어들 경우 미국에서는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대미 수출을 하는 세계 각국은 2000만~2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중국은 물론 북한•미얀마•쿠바•이란•베네수엘라 등 반미적 

국가들도 이런 상황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시리즈 

1회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심지어 미국

에 적대적인 국가조차 미국에 대항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

발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붕괴를 막아주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 갈등하지만 뒤에서는 타협한다. 반대로 미국은 독점

적 헤게모니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쟁에 개입한

다. 그러나 최근 3~4년 사이 미국의 힘과 세계 질서의 관리 

능력은 급속한 약화를 보이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은 지지부진하고 이란•북한•베네수엘

라 등 반미 국가에 대한 응징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 신경제란 수식어로 경제구조를 포장하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로 세계적 차원의 경찰력을 운영할 경비가 부족

해지고 있다. 미국의 자랑이었던 패스트푸드는 세계 곳곳에

서 배척당하고 있고, 이런 미국에 대해 노엄 촘스키 같은 미

국 지성들은 서슴없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2~3년

간 미국에 대한 사회과학 서적의 대부분은 미국에 대해 저

주를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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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갑작스런 영토분쟁 배경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에마뉘엘 토드는 

『제국의 몰락』이란 책에서 미국은 통치

력이 약화되자 세 가지 전술을 사용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들

의 정치-군사적인 존재를 정당화해줄 일

정한 수준의 무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군사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버리는 일을 

피하고 ▶이라크•쿠바•북한 등 소국들과 상대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무기 경쟁에서 미국이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약화는 각국의 ‘저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이나 중국•러시아는 

1990년대와는 달리 제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 미국에 순종적(?)이

던 일본마저 가끔은 미국에 ‘NO’라고 얘기한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 올해 유엔 총회 석상에서 부시 대통령을 ‘악마’로 불렀을 때 많은 대표단

이 그의 과격한 언사에 박수를 보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9월 말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표출된 반미 정서

가 과거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비동맹운동을 대체할 새로운 반미동맹의 탄

생을 알리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제한적이지만 ‘마이 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약해졌을까? 가장 큰 원인은 군사력을 지키기 위한 경

제력의 취약이다.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무려 4조 달러에 이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2007년에만 사상 최고치인 4480억 달러를 군사비로 썼다. 여

기에 이라크 전비로 700억 달러를 추가했다(시리즈 2회, 3회 참조). 세계 관

리 비용은 늘어나기만 하고 있고, 돈은 부족하다. 더구나 중국은 올 3월 패

트리엇형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시 대

통령은 수많은 연설에서 동맹국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처럼 동맹국을 강조

한 대통령은 과거에 없었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힘이 약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우카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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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의 

형식적인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부족한 부

분을 메워 주는 동반자적 동맹관계를 필요

로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은 영

국•일본과의 3각 동맹이다. 영국은 쇠약

해진 경제력을 감안할 때 높은 국제정치

적 위상을 유지하려면 미국을 추종하는 것

이 유리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유로화와 

유럽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통화동

맹(EMU)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이 필

요하다.

   일본도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 미국 국채

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경제력, 높은 기술력

을 감안할 때 특별 대접이 필요하다. 이렇

게 미국은 오른쪽에 영국, 왼쪽에는 일본

을 거느린 3각 동맹을 구축해 약화된 헤게

모니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은 일본

과 영국의 전적인 충성을 받는 대신 일정 

부분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줘

야 한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의지와는 별

개로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은 혹시라도 일본이 중국과 결탁(?)할

지 모른다는 배신의 위험 때문에 일본의 비

위를 맞춰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각종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사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다행히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는 시점에 세계화

와 기술혁신이라는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나 저비용 고효율 군사전략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전면전이 줄어들고 국지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은 현재 두 가지 군사전략에 매진하고 있다. 

   첫째 전략은 테러 세력이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량살상무기가 넘어

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완벽한 관리다. 독점적 패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이 아닌 세력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는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대한 체스판의 전략 변화 

   이런 미국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북한이다. 핵무기의 확산은 미

국 헤게모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10월의 핵실험으

로 핵 보유 국가가 되고, 이란 등이 뒤따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세계전략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히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전체의 전략적 균

형이 붕괴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문제인 동

시에 세계적 차원의 문제다. 

   둘째는 GPR(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Global Defence Posture Re-

view) 계획이다. 대부분의 분쟁에서 대량살상무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국가 간, 집단 간 재래식 전쟁 형태의 분쟁이 

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전면전을 가정해 미군을 배치했다.  한국•일

본•서독 등 여러 지역에 대규모의 병력을 집중 배치해서 공산 진영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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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격을 방어하는 작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는 모든 병과가 통합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면전의 위험이 크

게 감소하면서 미군은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갖춘 

신속기동군 형태로 변하고 있다. GPR은 미군을 

전 세계 주요 거점 지역 단위로 압축 배치해 유

동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과

거의 주한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주

둔했지만, 향후에는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로 작전개념을 확

대시켰다. 과거에는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이 별

개로 운용됐지만, 조만간 양국에 주둔 중인 미군

을 통합 운용할 계획이다. 미군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GPR 계획을 완성할 계

획이다. 미국이 2009년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

권을 이전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GPR 계획으로 주한 미군 중 일부가 이라크 전

쟁에 참여하면서 병력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미

군은 한국의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이 휴전선 근

방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기지로 집중시

켜 미군을 공군력 중심으로 운용할 전망이다. 그

리고 유사시에는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을 신속

히 투입할 계획이다. 평택 대추리의 갈등과 동두

천시의 경기 침체는 미군의 세계 전략의 변화에

서 초래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미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모호한 상태에 놓

여 있다. 미군 감축과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미군의 한강 이남 주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주일 미군과의 통

합 운용 등은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

의 세계 전략 변화는 전면전의 위험이 줄어들고, 국지적 분쟁을 완벽하

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가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강한 전략

적 타격 능력을 갖춘 북한의 존재는 미국이 추구하는 헤게모니 전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한국만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예외로 적용받기

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자체 억지력

을 보유해야 한다는 특수성과 미국이 전개하는 세계 전략과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국방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인 헤게모니 강화를 위해 미사일 요

격(MD) 시스템 완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일본 

도쿄 남쪽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실로(CG67)호. 일본 

영역에 배치된 최초의 미사일 요격 군함이다. 미국의 ‘왼팔’ 동맹국이 

된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자위대 전력 증강과 함께 한국•중국•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동서 냉전에서 승리한 후 줄어들었던 국방비는 9•11 테러를 

기점으로 다시 늘고 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흔들리는 헤

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예

산을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 당연히 해외 주둔 미군 축소와 동맹국에 대

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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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33개 지방도시 중‘발리’에 대해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현대 문화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리의 경우 유일하게 자신들의 문화를 유구하게 지켜

오고 있는 ‘신들의 섬’ 발리의 다양한 스케치를 통해 

문화정보를 익히고, 현지인과의 대화시 대화의 폭이 넓

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선근 교수와 함께

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Tempat terbaru di Bali
발리의 새로운 명소 

Menyusuri jejak langkah Kuta & Legian sebagai resort yang 

ramai, sekarang Seminyak dapat dijadikan pilihan sempurna lain-

nya. Ada vila-vila yang tenang untuk menyendiri, butik desainer 

lokal yang bagus serta toko-toko yang menjual barang-barang 

kerajinan yang mengagumkan yang hanya dibuat oleh orang Bali. 

Untuk bersenang-senang hingga matahari terbenam, Seminyak 

adalah daerah pantai yang trendi, musik live yang berdentum-

dentum dan tersedia berbagai macam makanan hingga kita tidak 

akan kehabisan makanan.

꾸따와 레기 안은 발리의 유명 리조트 장소이다.지금은 모든 것이 완벽하

여 골고루 입 맛에 선택하여  각자의 맞춤형 선택 관광에 맞추어 찾아 고

를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신 만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조용하

고 한산한 빌라,로칼 디자이너의 뛰어난 바틱 제품,가내수공업 제품의 고

품질 등 발리 인들 만의 특유의 손 재주와 기술의 가내수공업 제품을 만

나 볼 수 있다.그리고 해가 질 때 무렵 까지 마음 껏 즐기고 생 음악 및 

각종 유흥 시설에서 다양한 음식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전혀 접하여 보지 

못한 음식 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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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jah Bali
발리 코끼리

Tempat atraksi terbesar di Bali juga dalam ukuran yang besar, 

yaitu Taman Gajah yang terletak dekat Ubud yang juga merupak-

an pusat perlindungan binatang dari Sumatra, terletak di tengah-

tengah daerah tropis dengan danau-danau untuk mereka mandi 

serta ada juga untuk perjalanan Safari mengelilingi lokasi.

발리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연 행사가 있다.코끼리 공원이 우

붓에 위치하고 있고,이 공원 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 들은 

대부분 수마트라에서 왔다고 보면 된다. 열대 지방의 한 가운데의 호수 내

에서 물 놀이를 하는가? 하면,코끼리를 직접 타고 사파리 행진도 하면서 

공원 주변을 보며 돌 수도 있다.

Pura Utama
최고의 사원

Untuk dapat mencapai pura ini Anda 

harus menaiki sejumlah anak tangga 

dan memasuki halaman utama. Di tem-

pat ini terdapat Kuil Trimurti yang ber-

hias kain dan sesajen bunga. Di sekelil-

ing tiga kuil utama yang diperuntukan 

bagi Dewa Siwa, Brahma, dan Wisnu, 

terdapat 18 buah kuil terpisah milik ber-

bagai kabupaten dan kelompok kasta 

yang berbeda.

Bagi masyarakat Bali, kunjungan ke 

pura ini merupakan suatu ziarah yang 

istimewa.

이 사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계단을 수 

없이 오르고 사원 정원내의 큰 대문으로 들어 

가야 한다. 띠리므르띠 사원은 종교 예식의 

천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꽃으로 행사 및 예

식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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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각각의 3분의 신을 모시고 있는 데, 이 신을 “시와, 브라흐마, 위스누” 

라고 부른다. 여기에 약 18개의 사원으로 나뉘어 지고 있는 데, 이를 구분

하여 서로 다른 지역내의 면, 카스타 계층으로 구분하여 진다. 발리 사람

들은 이 큰 사원을 방문하는 것을 하나의 큰 행사라 생각하고 있다.

Kehidupan Duniawi menurut Orang Bali
발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삶이란

Sedikit makanan diletakkan di segitiga kecil yang terbuat dari 

daun pisang atau bundaran kecil yang berisi taburan bunga 

diletakkan di setiap sudut sebagai persembahan harian kepada 

Tuhan / Dewata dan makhluk halus sejenisnya.

Memakaikan pakaian dikeramatkan “poleng” atau pakaian 

keramat bermotif papancatur sebagai simbol keseimbangan yang 

berlawanan, baik dan buruk, senang dan sedih, kekacauan dan 

ketertiban.

데와따와 작은 사물에 이르기 까지 발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향위

디 라고 가장 성스럽고  존경하는 3분의 신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브

라하마, 위스누, 시와” 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것은 또 다시 수백 여 가

지의 작은 신의 데와따로 나뉘어 지고 있으며, 그들은 각각 그 모든 신

들을 숭배하고 믿는다.

Persembahan/sesajen(sesaji)
종교 예식

Sedikit makanan diletakkan di segitiga kecil yang terbuat dari 

daun pisang atau bundaran kecil yang berisi taburan bunga 

diletakkan di setiap sudut sebagai persembahan harian kepada 

Tuhan / Dewata dan makhluk halus sejenisnya.

Memakaikan pakaian dikeramatkan “poleng” atau pakaian 

keramat bermotif papancatur sebagai simbol keseimbangan yang 

berlawanan, baik dan buruk, senang dan sedih, kekacauan dan 

ketertiban.

약간의 음식을 대나무 잎으로 만든 삼각형 모양에 놓거나 또는 꽃을 종

교 의식의 행사로 사용하고 집안의 각 구석이나 곳곳에 놓아 하나님 또

는 신에 대한 숭배를 표시하는 절례적 종교행사 이다. 그들은 예식을 할 

때에는 폴렝이라는 옷을 입거나 또는 바둑판 모양의 옷을 입으므로써, 그 

뜻은 모든 것이 선과 악 슬픔과 행복 등 균등화게 조화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는 의미라고 뜻한다.

Penjiwaan dalam Menari
춤은 삶을 의미한다

Tari kecak merupakan tarian massal yang dilakukan oleh sekitar 

150 orang penari yang menggambarkan satu babak dalam kisah 

ramayana, cerita tenteng Rama dan Shinta. Tarian Barong-Keris 

lebih menyerupai sebuah drama daripada sebuah tarian, dan me-

nampilkan barong (hewan mistis seperti singa) yang bertempur 

melawan penyihir bernama Rangda. Umumnya pertunjukan ini 

ditutup oleh tarian keris, dimana sejumlah pria muda mengalami 

trance dan menusukkan keris ketubuh mereka sendiri namun 

mereka tidak terluka sama sekali. Jenis tarian trance lainnya 

yang harus disaksikan sendiri adalah Sanghyang Dedari, dipen-

taskan oleh dua gadis dalam keadaan tidak sadar yang setiap 

gerakannya serupa persis dan diiringi paduan suara kecak yang 

terdiri dari penari-penari yang kesemuanya pria. Dalam tarian 

Sanghyang Jaran, seorang bocah lelaki menari-nari di atas ham-

paran bara api sambil menunggang kuda lumping yang terb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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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 anyaman daun nyiur.

껙짝 춤은 보통 150여명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춤으

로서 춤의 의미는 “라마야나의 삶 “즉” 라

마와 신타”를 이야기 하는 춤이다. 바롱 크리

스 춤은 춤의 성격 보다는 드라마 적인 것에 

대한 색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롱 춤(사

자의 미스테리우스)은 선과 악의 싸움을 의미

하며,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는 춤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선보이는 춤은 크리스라는 

뾰족한 칼을 가지고 춤과 예술을 선 보이는 것

인데 주로 이 뾰족한 칼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

을 찌르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몸에는 상처가 

나지 않는다.이외에도 춤의 종류에는 상향데다

리, 두 여성이 한 데 어우러져 추는 춤으로써, 

대부분 몽롱한 의식하에서 춤을 추고 께짝과 

같은 음률의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음악의 율

동에 맞추어 춤을 추게 된다. 상향자란은 반면에 여성이 아닌 남자가 혼

자 추는 춤을 말한다. 말 모양 등 자연의 잎이 함께 등장하고 여기에는 불 

춤도 함께 어우러져 공연되는 춤이다.

Bersepeda Gunung
자전거 타고 등산하기

Cobalah menyewa sepeda gunung dan bersepeda menikmati 

udara pegunungan yang dingin dengan cara yang lebih akrab. 

Nikmati pemandangan menakjubkan dari gunung berapi yang di-

padukan dengan pengairan ‘terasiring’ serta desa-desa yang 

tergambar.

자전거를 빌려 타고 공기 맑은 높은 산을 질주하게 되면 더욱 재미있고 

아름다울 것이다. 활화산으 가로 질러 오르면, 주위에 흐르는 맑은 시냇

물과 함께 아름 답게 펼쳐 지는 그림 같은 

농촌의 전경은 정말 한폭의 그림처럼 아

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

Untuk Tubuh, Jiwa dan Raga
피부 미용 건강

Temukan kenikmatan spa Bali di 

Sanjiwani Spa, Waka di Abian, Ubud, 

Mandara Spa, Jari menari, Bagus 

Jati, Thirta Bali Spa. Spa-spa ter-

baik dapat dijumpai disebagian besar 

hotel berbintang lima. The Chedi di 

Gianyar, The Four Seasons Resort di 

Teluk Jimbaran dan The Ritz Carlton 

di Legian menawarkan perawatan 

spa yang mampu menyegarkan kem-

bali jiwa dan raga Anda di tengah-

tengah suasana kemewahan.

발리의 아름다운 산지와이 스파를 만날 수 있다. 아비안 와까,우붓내의 만

다라 스파,자리 므나리,바구스 자티 그리고 티르타 발리 스파 등,특히 이

름난 스파는 최고급 호텔 별 다섯 등급 내에 위치하고 있다.기아니르,포 

시즌,짐바란 만,리츠 칼튼 호텔내의 스파 들이 최고급 시설 등을 자랑하

며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Olahraga Air di Bali
발리의 수상 스포츠

Beberapa lokasi yang ideal untuk menyelam adalah di Nusa 

Penida, Padang Bai, Cemeluk, Pemuteran dan Candi Dasa. Para 

penggemar selancar wajib menjajal gelombang ombak di Kuta, 

Canggu, Pererenan, Nusa Dua, dan tempat uji kemampuan ber-

selancar yang terkenal, Ulu Watu. Beberapa paket pesiar yang 

tersedia dapat membawa Anda ke dalam gaya Nusa Lembon-

gan.

잠수하기 좋은 몇몇 장소 중에 누사 프니다,파당 바이,쯔멜록,퍼뭇떼란,짠디 

데사 등을 들어 볼 수 있다.그리고 윈드 서핑 등은 꾸타,창구,프레레난,누

사 두아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은 을루 와뚜 그리고 항해 여행을 할 

수 있는 누사 

렘봉안을 들 

수 있겠다.

발리 스케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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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印尼 항공사 역내 운항 전면 금지 
유럽연합(EU)은 28일 국영 가루다 항공을 비

롯한 51개 인도네시아 항공사에 대해 안전 

문제를 들어 내달 6일부터 역내 운항을 전

면 금지시켰다.

EU 유럽위원회는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4차례나 대형 항공사고가 잇따른 점을 감안

해 EU 항공안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에 경신된 ‘불안전 항

공사 명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

의 안전 기준과 감독 지도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EU 규정에 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

사에 탑승할 경우 승객이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 하며 EU 역외의 탑승편 항공권을 유럽

에서 구입했으면 환불 또는 다른 항공편으

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노선을 운항하는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없지만 역외에서 이용하는 유럽 여

행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또 우크라이나 화물항공사 볼

라레, 앙골라 TAAG앙골라항공도 유럽 운항

을 금지시켰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파키스탄국제항공에 대

해선 보유 여객기 43기 가운데 EU 역내로 진

입할 수 있는 편수를 종전 7편에서 19편으

로 확대했다.

세안, 해외자원개발 인니법인 투자
세안은 28일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

시아 법인인 코닉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

시했다. 

세안은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소와 함께 원

유 천연가스 석탄 구리 등 국내외 자원탐사 

및 채취와 개발, 국내외자원의 수출입을 공

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안 관계자는 “코닉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서 원유 등 자원개발 사업으로 매출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회사”라며 “다음주 구체적

인 투자계획을 발깋ㄹ 예정이며 자원개발사

업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장관 명예박사 수여식 
27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도

네시아 카반 산림부장관 명예박사 학위수여

식에서 최현섭 강원대총장이 카반 장관(왼

쪽)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카반 장관은 지난해 ‘한-인니 산림투자와 

CDM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 산림협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필리핀서 잇따라 강진 발생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27일 잇따라 강진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주요 섬인 자

바 남쪽 해안에서 진도 6을 기록하는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연구소가 말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즉

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쓰니미 경고도 발

령되지 않았다.

미 지질 연구소는 이번 지진이 자바섬 남

서쪽 358km 떨어진 지역을 강타했다고 밝

혔다.

한편 필리핀 관리들은 필리핀 남부지역에

서 진도 4.6을 기록하는 지진이 발생했다

고 전했다.

필리핀 화산 및 지진 연구소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필리핀 남부 제너럴 산토스 시티 

남서쪽 약 80km 떨어진 해저라고 밝혔다. 

현지 라디오방송은 제너럴 산토스 시티의 주

민들이 지진 발생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며 한 

2층짜리 호텔의 투숙객들은 놀라 밖으로 뛰

쳐나왔다고 보도했다.

마닐라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이 도시의 

많은 빌딩들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그 외 다

른 피해를 없다고 라디오 DZBB는 말했다. 

정부의 지진학자인 얼링턴 올라베르는 여진

은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느슨한 동남아권 항공자유화 
건설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동남아 국가들과 

잇달아 항공자유화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이 틈을 비집고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

는 일부 동남아 국가의 영세 항공사들이 한

국에 진출하고 있다. 이번에 추락 사고를 부

른 캄보디아의 피엠티(PMT) 항공이 대표적

인 예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중국, 타이, 베트남, 캄보디

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과 항

공회담을 열어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었다. 올 

상반기에도 말레이시아, 케냐와 항공자유화

에 합의했다. 협정을 맺은 9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이

번에 사고가 일어난 캄보디아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캄보디아가 속해 있

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를 빼고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캄보디아는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도 평가를 공

개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항공 안전도가 베

일에 싸여 있는 나라이다.

건교부 쪽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동남아 국가들에 집중된 이유를 “수요가 많

은 곳부터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설명

했다.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는 

양국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양국 항공사들이 

편수를 제한받지 않고 취항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 나라가 상대 국가 항공사

에 취항 승인을 내주기에 앞서 실시하는 항

공사 평가를 상대국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희 건교부 항공

안전지도팀장은 “항공협정에 따라 쌍방 국

가가 서로 운항 승인을 할 때는 해당국 정부

가 상대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하

지 않고 상대국 정부의 평가를 확인하는 식

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과 같이 항공 안

전관리 시스템이 불완전한 항공사가 한국 시

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초까지 항공자유화에 조심

스런 태도를 취했다. 방향은 맞지만 무리하

게 추진하면 항공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 있

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

터 인천공항의 허브공항화 방침에 따라 항공

자유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한편, 건교부는 25일 추락사고를 낸 캄보디

아의 피엠티항공을 포함해 안전성이 의심되

는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

전점검에 들어갔다. 정상호 건교부 항공안

전본부장은 이날 “사망사고 발생, 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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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지연·결항률 등을 기준으로 국내 취

항 47개 항공사 가운데 7개 항공사를 선별

해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이 된 항공사는 캄보디아의 피엠

티·로열크메르항공 말고도 인도네시아 가

루다항공, 이란항공, 러시아 사할린·블라디

보스토크·달라비아항공이다.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캄보디아의 로열크메르항공을 

포함해 7개 점검대상 가운데 3개가 동남아

지역 항공사다.

건교부는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항공

사에는 개선 조처를 지시하고, 해당국 정부

에도 감독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反마약 캠페인 퍼포먼스 
‘세계 약물 남용·불법거래와 투쟁의 

날’을 하루 앞둔 25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한 시민이 反마약 캠페인을 

위해 대형 새장 속에 들어가 퍼포먼스를 벌

이고 있다. 

CCR 해외사업팀 관계자는 “비록 시범 서

비스지만 RF온라인이 필리핀에 이어 근 2년

만에 동남아시아 시장을 재공략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식 서

비스 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들에 대한 추가 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CCR은 지난해 11월 일도네시아 현지 게임업

체인 리토와 계약금 15만달러에 매출액 기

준으로 23%의 러닝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리토는 인도네시아

의 최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로 ‘라그

나로크’, ‘겟앰프드’, ‘씰온라인’ 등의 

국내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우데이타, 인도네시아 IT 훈련센터 ISP 

사업자로 선정 
다우데이타(대표 이진환)는 25일 외교통상

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무상 원

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IT 훈련원 건립사업’에서 정보전략기술자문

(ISP) 용역사업 부문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IT분

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 체

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2010년까지 50만명

의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우데이타는 최근 3년간 해외 개발도상국

가 15개국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및 IT 훈련

원 구축사업을 수행,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

됐다. 다우데이타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

로 인도네시아에 선진 IT 훈련센터 모델제시

와 함께 추진 전략을 단계별로 컨설팅할 예

정이다. 다우는 ISP 사업을 통해 1000만 달

러 규모의 본 사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

으로 예상했다.  

‘호주령 라바울’ 위안부 동원 “일본 

해군성이 명령했다”
2차대전 중 뉴기니의 호주령 라바울은 일본

군의 점령후 2년간 3천명의 일본 및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는 성노예

의 현장이었으나 호주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호주대학 교수가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에 따르면 호주국

립대학의 태평양역사학 명예교수인 행크 넬

슨 박사는 대학에 제출한 논문을 통해 호주

인들은 우연인지 고의적인지 위안부를 둘러

싼 논란에 라바울의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넬슨 박사가 수집한 증거자료에는 일본인 의

사들의 회고록, 라바울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들의 회상, 라바울 위안소에서 일했던 한국

인 여성의 증언, 일본군 및 호주군 포로들의 

진술이 포함돼 있다.

넬슨 박사는 그동안 호주에서 나온 보도들

은 당시 호주의 위임통치령이었던 라바울이 

1942년 일본군에 점령된 후 2년 동안 위안소

들이 운영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위안부와의 관련성은 네덜란드계 호주

인 얀 러프-오헤른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서

만 다루어 왔다고 지적했다.

2차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던 네

덜란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오헤른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1960년 호주로 이민왔으며 1992년 유럽 여성

으로는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일본군의 만

행을 폭로하고 나섰다.

헤럴드 지는 넬슨 박사의 논문이 지난주 워

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의 강

제동원을 부인한 일본 의원 44명의 전면광

고로 위안부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나온 것

이라고 보도했다. 

넬슨 박사는 일본군이 1942년 1월 하루 만에 

라바울을 점령하면서 호주군 등 1천명을 포

로로 잡고 톨 플란테이션(Toll plantation)에

서 160명을 학살했다면서 1945년 라바울 탈

환을 전후하여 호주는 자국군 포로에게 어

떤 일이 일어났는가에만 신경을 썼고 위안

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

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군 포로들은 당시 라바울에 많

으면 20개의 위안소가 있었다고 추산했으며, 

일본군에 의해 구금되었던 라바울 타임스의 

편집인 고든 토마스는 일본군의 침공후 3주 

안에 3000명의 “작은 숙녀들”이 와서 “더

할 나위 없는 압박” 속에 일을 하고 있었

다고 증언했다.

적어도 일부 한국인 여성은 공장이나 플란

테이션에서 일할 줄 알고 왔다가 라바울 위

안소로 끌려오게 됐는데 일본인 의사 이구

사 켄타로는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해군성 

CCR, ‘RF온라인’ 印尼서 비공개 서비스 
CCR㈜(대표 윤석호)는 26일부터 SF 3D 다중

접속역할수행게임 ‘RF온라인’을 인도네시

아에서 비공개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공개 시범 서비스는 오는 7월 2일까

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

다. 늦어도 7~8월에는 공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68  한인뉴스

차관(vice-secretary of the Navy Ministry)인 

사와모토 요리오 해군중장의 명령에 따라 전

선으로 보내졌다”로 밝힌 것으로 넬슨 박

사는 전했다.

넬슨 박사는 “라바울에서 자행된 범죄의 극

악성은 측량하기 어렵다”면서 “얼마나 많

은 여성이 이를 알면서 자의로 라바울로 갔

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할 것

이며, 실상은 2천명 이상의 여성이 밤낮으로 

남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극히 혹독한 형

태의 매춘에 속아서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부상과 감염증에 시달

렸으며 극소수만이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

갔다”면서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라바울로 보내진 여성들의 사

망률은 2차대전에 참전한 어떠한 호주군 부

대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印尼 중앙銀, 외환시장 개입 준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루피아의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

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아스림 타

듀딘 부총 재가 19일 밝혔다.

타듀딘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루피

아화가 정상적인 수준에 있다”며 그러 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의 변동성

이 지나친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루피아화는 달러화에 대해 지난 3달간 3.8% 

절상됐다.

인도네시아 해안도로…쌍용건설 1억달러 수주 
쌍용건설은 18일 인도네시아에서 1억800만달

러 규모의 도로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를 입었

던 아체지역 북부에 위치한 반다아체에서 칼

랑까지 총 104.4㎞의 2차선 해안도로와 17개 

교량을 신설(60.1㎞), 복구(44.3㎞)하는 것으

로 공사 기간은 33개월이다. 발주처는 미국 

국제개발협력처(USAID)로 엄격한 미연방조

달규정에 의해 입찰ㆍ계약이 진행된 것이 특

징이다. 쌍용건설은 일본 시미즈와 도비, 독

일 주블린, 호주 티에스, 터키 콜린 등과 경

쟁을 벌여 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국제 단축 마라톤 
17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10㎞ 단축 마라톤 대회 모습. 전세계 3만

5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우승은 케냐

의 존 체루이요트 코리르에게 돌아갔다.

열대우림 보존하면 세계은행서 돈준다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의 드넓은 열대우림

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지만 지구온난화

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는다. 숲의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

오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이 열대우림 개발을 막는 대책으

로 현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부터 집행될 현금지원은 대부분 저개발 상

태인 열대우림 국가의 산림개발 중단을 보

상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우선 선진

국에서 2억5,000만달러를 조성해 브라질, 인

도네시아, 콩고민주, 코스타리카, 파푸아뉴기

니 등 5개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열대우림연합(CRN) 10개국이 

녹지보존의 대가를 유엔에 요청한 것처럼 

현금보상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되

고 있다. 지난 주 열린 선진8개국(G8) 정상

회의도 이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한 뒤 현금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논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국가들

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집중

돼 왔다. 1997년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의

무를 부과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도 

열대우림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림을 태워 개간하는 숲 개발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은 연간 전세계 배출

량의 20%나 된다. 더구나 녹지파괴는 대기

의 정화능력까지 떨어뜨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로 사라지

는 숲은 한 해 포르투갈(9만2,152㎢) 규모

에 달한다. 숲 개발에 적극적인 인도네시

아와 브라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

과 중국에 이은 세계 3,4위로 러시아나 인

도보다도 많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상조치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활

성화해 기업들의 청정개발체제(CDM) 투자

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DM은 할

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준으로 증ㆍ

감분을 거래하는 할당시장(AM)과 달리, 국

가나 기업이 조림 같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확보한 감축분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印尼 경찰, 체포대상 1순위 두지니 체포 
인도네시아 경찰이 동남아시아 과격파 단체

인 제마 이슬라미아(JI)의 군사조직을 이끌

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대상 제1호 인

물인 아부 두자나를 체포했다고 한 인도네

시아 경찰 대변인이 13일 말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두자나는 2004년 호주대

사관 폭파사건과 올해 초 자카르타에서 발생

한 JW 매리어트 호텔 차량폭탄 폭발사고를 

비롯해 수건의 끔찍한 폭탄공격과 관련된 인

물로, 경찰이 그의 행방을 뒤쫓아왔다. 

경찰은 두자나가 2002년 발리 폭발사건에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반테러 부대인 디태치먼드(De-

tachment)88은 지난 주말 중부 자바를 급습

하는 동안 상당수의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국립경찰 대변인 시스노 아디위노도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용의자들을 심문

한 후 우리는 아부 두자나 알리아스 유스론 

나무디가 JI 군사조직의 책임자임을 알게 됐

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37세의 두자나가 많은 이름들을 

사용해 왔지만 DNA 검사와 지문들을 통해 

경찰이 감금한 바로 그 사나이가 체포대상 

1순위의 용의자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총격전에서 두자나는 허벅

지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시드니 존스는 “그는 JI 내

의 거물”이라면서 “그가 이야기할 의향을 

갖고 있다면 그는 JI의 구조, 힘, 재정 및 국

제적 연결고리 및 목표 등에 관해 경찰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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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수하르토 전대통령

13億弗 횡령죄 제소키로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전대통령에 대한 여

러건의 제소중 첫건으로 그와 그가 창건한 

7개 재단중 한곳을 상대로 13억달러의 돈을 

횡령한 죄로 제소할 계획인데 사진은 7일 인

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 탄신86회생일기

념식에서 인도네시아어린이들이 그의 (장수

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있는 모습)

리가 장해를 받아 수세가 약해지고 잎이 적

어지며서 잔가지가 죽는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소는 철저한 묘목류 검역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및 실험실정

밀검사를 강화하도록 일선 지, 출장소에 지

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가장 취약”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가 해수면 상승과 

농경지 침수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

화의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보고서가 나

왔습니다.

세계은행과 영국의 해외개발부가 공동 후원

한 이 보고서는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우기가 짧아지면서 폭우가 자주 내려 인도

네시아 쌀 농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후변화의 충격에 인도네시아

가 가장 취약해 해안가 마을의 주거지 파괴

와 함께 심각한 식량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크마트 위토에라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올 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면 상승으로 2030년 쯤에는 인도네시아 섬 

2천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印尼, 이슬람 과격주의자 교회 폭력 잇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3일 이슬람 과격주의

자들이 교회에 난입해 예수상을 파괴하고 교

회를 폐쇄하도록 협박했다.

서부 자바에 있는 이 작은 교회는 지난 

2005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이들로 부터 두

번째 공격을 받았다.

레버렌드 로비 엘리사 목사는 주일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을 ‘반 배교자운동연

합’ 소속이라고 밝힌 백여 명의 강경 이슬

람인들이 교회에 난입해, 그의 부인을 폭행

하고 예수의 모습이 새겨진 유리잔 여러 개

를 부수었다고 말했다.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

근 이 같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폭력과 

협박에 의해 수십 곳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

며 자바 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30여 

곳의 교회가 폐쇄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법에 따라 특정 종교

가 예배당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 60%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최소한 90명 이상

의 신도가 있어야 한다.

엘리사 목사는 ‘이 교회 신도 수가 성인 

20명 어린이 40명에 불과하고, 시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신도들은 예배볼 

장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2천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슬람 신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슬람 국가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모든 종교에 대해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종교법에 의해 이슬

람이 아닌 다른 종교가 예배당을 세우는 것

이 매우 어렵다.

외환銀, 한국 취업 印尼 근로자에 소액대출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인도네시

아 노동부와 협의해 한국 취업이 확정된 외

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650만 루피아

(약 70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취급키

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기간은 취급 후 6개월(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이며 한국에서의 급여를 외환은행 계

좌로 수령해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조건

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 취업이 확정됐음에도 항공운임 등 최

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아 단기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또 KEB인도네시아, 마닐라지점, 

하노이지점 등 3곳에서 한국으로 출국 예정

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외

국환규정 및 금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

하고 있다.

농림부, 인도네시아 쟈스민묘목 금지해

충 검출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인도네시아

산 쟈스민묘목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돼 오는 11일부

터 동 해충의 분포지역산 쟈스민묘목에 대

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

혔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국내 유입시 파인애

플, 과채류, 화훼류 등의 생식물의 지하부에 

큰 피해를 주는 선충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금지해충으로 지정관리해 분포지역산 기주

식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수입 쟈스민묘목에서 수입금지 해충인 바

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

음이다.

이에 검역소측은 동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

단키 위해 분포지역산 쟈스민묘목에 대해 

기존의 수입금지식물에 추가 지정했다고 밝

혔다.

쟈스민은 물푸레나무과 영춘화속의 식물로 

상록관목이며 전세계의 열대에서 아열대에 

걸쳐 400여 종이 분포하며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 여러나라 등에 많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내부기생선충으로 뿌

리내리는 식물체, 흙, 관개수, 농기계 등에 

의해서 전파되고 선충에 침해를 받으면 뿌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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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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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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3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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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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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스폰지       7095 4771

생활정보 가이드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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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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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뉴스’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

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

원사 등 100여 社로 송달되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독자는 신문 배부 시 ‘한인뉴스’를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은행

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 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

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

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

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

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일 전에 미

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 은 호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

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 가

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

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원고내용: 자유

          (단 개인 PR이나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원고형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021-521-2515(hunting)

HP:0818-916-566

Email: hani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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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간 카메

라는 피를 흘린 채 싸늘히 식어가는 두 

구의 시체를 비춘다. 무덤덤하게 물통을 

채우는 남자, 그 옆으로 문이 열린다. 시

선을 돌린 남자와 마주친 건 인형을 든 

소녀. 겁먹은 소녀를 보며 자신의 입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남자

는 소녀를 안심시키려는 걸까. 하지만 그 

뒤 따라붙는 건 짧지만 무거운 총성, 그

리고 무덤덤한 사내의 표정. 

<폭력의 역사>는 시작부터 우발적인 폭

력의 상황에 관객을 노출시킨다. 여기서 

벌어지는 폭력은 온당히 스크린 너머의 

연출이지만 관객은 폭력적 상황의 충격적 

체감을 인지해야 한다. 사실 도입씬은 전체적인 맥락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씬은 상

징적이다. 그건 이 장면이 <폭력의 역사>가 던지고자 

하는 화두, 폭력이라는 현상이 포섭하는 영향권이 어

느 정도의 위력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거를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들이밀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거리감을 

확보하면서도 그 주관적인 강도는 개별적이다.

   <폭력의 역사>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을 

두 번 주목한다. 극 초반엔 여유로운 대화가 넘치는 

가족의 아침 식사를, 극 말미엔 긴장스런 정적이 지

배한 저녁 식사를. 비슷한 행위는 폭력의 발생과 목

격을 거쳐 대비적으로 이뤄진다. 결국 폭력은 행위의 

목적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양산하고, 의도와 무관하

게 행위자를 낳는다. 그 행위의 합당성과 무관한 딜

레마는 폭력이 지닌 가장 명백한 가학적 유용함일 것

이다. 한 줄기의 눈물이 흐르는 아내(마리아 벨로)를 

참담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톰이 마주앉은 식탁의 끝

자리가 대치의 정국으로 보이는 건 결국 폭력의 역

사가 행위의 순간을 넘는 지속성으로 드러남을 대변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폭력의 역사>는 여전히 

폭력의 순환을 헤매는 이라크의 상황을 보는 것만 같

다. 청산할 수 없는 알고리즘, 그것이 폭력의 역사가 

거듭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의 순환이 아닐까.

트랜스포머 Transformers 

   거대 에너지원을 찾아 ‘트랜스포머’ 그들이 지구로 왔다!

파괴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인류의 운명을 건 거대 전쟁이 

시작된다!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파워를 지닌 외계 생

명체 ‘트랜스포머’.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과 악을 대변하는 ‘디셉

티콘’ 군단으로 나뉘는 ‘트랜스포머’는 궁극의 에너지원인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행성 폭발로 우주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큐브’. 그들

은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큐브’를 찾아 전 우주

를 떠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원인 ‘큐브’는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떨어지고 디셉티콘 군단의 끈질긴 추적 끝에 ‘큐브’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샘’은 어느 날 밤, 

자신의 낡은 자동차가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현장

을 목격한다. 그의 자동차는 ‘트랜스포머’ 중 정의를 수호하

는 ‘오토봇’ 군단의 ‘범블비’로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음

모를 꾸미는 ‘디셉티콘’ 군단에 맞서 샘을 보호하기 위해 파

견된 트랜스포머.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샘을 지

켜야만 하는 범블비는 자신이 형제들인 ‘오토봇’ 군단을 지

구로 불러모으기 시작하는데..

폭력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폭력을 손에 쥐고 걸어왔다. 작게는 개개인

간의 싸움으로, 크게는 민족 혹은 국가간의 전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공격과 방어라는 쌍방

간의 목적은 결국 폭력을 통해 충돌한다. 폭력은 결과적으로 승

자라는 수혜자를 배출한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

도, 승자의 권리다.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과연 승자만이 짊

어질 십자가일까?

   어느 한적한 마을,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두 남자는 어느 상

점을 나온다. 물건이라도 사러 들어간 것 같지 않은 상점은 너무

나도 적막하다. 이윽고 한 남자는 물통을 채우기 위해 다시 상점에 



인니어 특강BOOKS

     시크릿
  저자 론다 번 | 역자 김우열 | 출판사 살림Biz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위대한 성공의 비밀’!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아인슈타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상 위대했던 사상가, 과학자, 개척자, 창조자 등은 사실 ‘위대한 비

밀’을 알고 있었다. 구전과 문학,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된 이 비밀

은 인생을 뒤바꿔 줄 마법 같은 법칙으로 개인에게 행복한 삶과 물질적인 성공

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시크릿』은 수 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준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비밀의 힘을 이용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며 돈, 인간관계, 건강, 세

상, 당신, 인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위대한 비밀을 파헤친다. 

   여기에는『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잭 캔필드,『화성에서 온 남자 금

성에서 온 여자』의 존 그레이 등 부와 성공의 비밀을 잘 활용하여 성공한 

2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비밀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이야기와 성공 인물들의 메시

지, 저자가 발견한 손쉬운 방법 및 비결 등을 모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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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1
저자 위화 | 역자 최용만 | 출판사 휴머니스트

문화대혁명부터 자본주의 중국까지, 극단적인 희극과 비극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문화대혁명부터 자본주의 중국까지 광범위한 시대를 ‘이광두’와 ‘송강’이라는 배다른 

형제를 통해 사실적으로 그려낸 중국 작가, 위화 장편소설 『형제』제1권. 현대 중국 40년의 응

집의 역사를, 성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광두와 아버지 송범평의 순결한 영혼을 그대로 

물려받은 송강. 그리고 ‘빨간색 하이힐’을 닮은 임홍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인물군상들의 파

란만장한 삶으로 그려내고 있다. 

   <형제> 1권이 정신의 강기, 본능을 억합당한 처참한 운명의 시대인 문화대혁명 시대의 중국 

사회를 보여준다면, 2권과 3권은 문화대혁명 이후, 윤리가 전복되고 경박한 욕정을 추구하는 만

물군상의 시대인 현대 중국 사회에 대한 강렬한 풍자를 담고 있다. 이 극단의 시대를 한 중국

인이 겪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사십 년 남짓. 온갖 풍파와 천변만화가 농축된 사십 년을 연결

하는 것이 바로 형제 두 사람이다. 

   이번 작품집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1권과 1980년대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형

제들이 부를 쫓아가는 과정을 그린 2,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

질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이 부패, 도박, 매춘 등 온갖 사회의 어두운 면과 어우러져 작가 특유

의 ‘문화적 상상력’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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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엄마의 공부체질 이야기

   아이의 체질에 따른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담은《한의사 엄마의 공부체질 이야기》. 이 책

은 한의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가 아이들의 올바른 공부방법과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

의 건강유지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실제 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의 교육

방법을 설명한다. 

  《한의사 엄마의 공부체질 이야기》는 아이를 위한 올바른 체질 관리법과 체질에 따른 운동

과 생활습관, 수면관리법 등과 엄마를 위한 체질별 건강관리와 생활관리법을 서술한다. 또한 책 

뒤편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증상 대처법도 함께 담았다.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 표정있는역사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교수,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를 집중 해부하다! 

   역사의 다양한 표정을 전해주는『표정있는역사』시리즈. 당대인의 삶의 모습 그 자체, 그 

시대의 희로애락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역사를 지향한다. 왕의 표정에서 노비의 표정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삶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 일곱 번째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는 한

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교수가 역사 속의 선비와 사무라이를 비교하면서 한일관계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한국을 만들어온 정신은 선비문화고, 일본의 상징은 사무라이다. 판이하게 다른 역사적 위

상과 역할을 가진 두 엘리트는 ‘사士’라는 같은 한자로 표현되며, 그 정신적 뿌리를 중국 

성리학에 두고 있다. 이들의 정신은 한일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고결한 도덕성과 사유의 체계를 갖

춘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남았다. 

   양국의 역사에 두루 정통한 호사카 교수는 조선 선비의 맞수가 될 만한 일본 사무라이를 

내세워 비교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새롭게 들여다본다. 구체적인 역사 사례를 통해 선비와 사

무라이의 기원과 형성, 독특한 역사적 전개, 대표적인 인물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 상징

적 존재인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를 재조명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늠해본다.

저자 호사카 유지 | 출판사 김영사

저요 할 말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어른들에게 말 걸다!
   대한민국 청소년, 어른들에게 말 걸기, 『저요, 할 말 있습니다』. 2005년 7월 출범한 청소년

을 위한 언론, 인터넷뉴스 [바이러스]의 기자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들

의 삶의 현장을 2년간 발로 뛰며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대우하는 학교와 사회 등을 비판한다. 

   학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입시 경쟁 등을 재생산하는 공장으로, 학생들에게 밤낮 없이 

수업 준비를 강요하며 명문대 입학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가 되어

버린 실업계 학생들은 학력으로 인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청소년과 어른 사이에

서 방황한다. 그뿐 아니라, 권위적인 교칙과 교사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는 유린되고 있

다. 곳곳에 담긴 모든 사진은 그러한 학생들의 잔혹한 현실의 슬픈 증인이다. 

   하지만 이 책은, 학교와 사회 등에 대한 비판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어른들에게 청소년이 

학교와 학원 사이를 오가며 수험생에서 어른으로 자란다는 착각을 버릴 것을 권하면서, 자신만

의 문화 속에서 협동, 배려, 참여 등을 스스로 배워가는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

러 우리 사회는 이제 청소년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야함을 역설한다. 
저자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출판사 시대의창출판사

저자 김은기 | 출판사 청년정신



7월 행사 및 공지 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2007년도 재외동포문학공모사업 공고
1. 공모 분야 

분  야 출품 편수 편당 분량 비  고

논픽션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 

(A4*11P 40매 이상)

한글작으로서 

미발표 작품일 것

2. 내 용

  ㅇ 본인, 가족의 경험 또는 타인(들)에 대한 르포 등 이민과 정착,

     생활과정에서의 기쁨과 슬픔, 희망을 서술한 논픽션

     - 이민 1-2세대의 이주 관련 사실

     - 거주국에서 느끼는 문화의 차이(언어, 풍습 등) 및 극복 내용   

     - 동포 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공이야기

3. 형 식 : 자유 형식(체험기, 여행기, 회고록, 르포 등 기록 문학)

4. 응모 자격

  ㅇ 재외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자) 

      

5. 심사 및 포상

  ㅇ 심사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ㅇ 포상                

분야 인원(명) 상금 및 포상

대상 1 상금 500만원, 왕복항공권, 상패, 국내 체재비

우수상 2 상금 200만원, 왕복항공권, 상패, 국내 체재비

가작 5 상패

계  8  

6. 수상자 통보 

2007년 8월 중 개별통보 및 재단사이트(www.korean.net, www.okf.or.kr) 게재

7. 시상식 

대상, 우수상 수상자는 한국으로 초청, 시상 (10월 “한민족문화공동체

대회” 기간 중)

8. 신청 및 접수

  가. 작품 접수기간 : 2007. 6. 11(금) ~ 7. 13(금)  ※마감일 엄수 요망

  나. 접수방법 : 모든 제출서류 및 작품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단,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한해서 오프라인 접수 병행 실시)

  ㅇ 온라인 접수 

     - www.korean.net 문학공모사업 페이지

     - e-mail : culture@okf.or.kr  

  ㅇ 오프라인 접수(우편, 팩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 팩  스 : 82-2-3463-3999

      다. 제출서류

  ㅇ 2007년도 재외동포문학공모사업 신청서

     (www.korean.net, www.okf.or.kr에서 다운로드 사용)

  ㅇ 재외동포 확인서류

     - 시민권자 :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영주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7년 이상) : 거주여권 사본

       (사진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 시 기간 연장 기재면 포함)

     - 거주여권 미 소지자

       각 재외공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ㅇ 작품 : 가급적 PC(MS Word, HWP)로 작업할 것

        ※ 온라인 접수 시 재외동포 확인서류 및 사진은 스캔 후 

        파일로 제출 가능

  라. 문 의 :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임자림 과장 

     - 전화 : 82-2-3463-6500(403)

     - 팩스 : 82-2-3463-3999

     - 이메일 : jalim@okf.or.kr

          

9. 유의 사항

  ㅇ 수상작의 저작권은 재단이 보유하며, www.korean.net 사이트에 

     작품 게재 예정

  ㅇ 접수 작품은 www.korean.net 사이트를 통해 공개 예정

  ㅇ 응모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ㅇ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심사 제외 및 입상 후 발견 시 수상 취소

     - 국내외 여타 기관 또는 매체에 기 발표 작품

     - 표절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10. 기타 공지 사항

  ㅇ 재외동포 문학의 확대를 위하여 전업 작가까지 포함된 본격적인

     재외동포작가상(가칭 ‘아리랑 문학상’)을 출범시키기 위하여

     2007년도 재외동포문학공모사업은 ‘논픽션’ 분야만 시행됨

*상기 공고 내용 참가신청서 양식은 재단홈페이지(www.korean.net, 

www.okf.or.kr)에 공지되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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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안내 

내용 

1. 2007.3.15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에 대

하여 공관 에서 직접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3년의 복수 사

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동 재외동포사증 개선은 

2006년 12월 대통령님 국빈 방문 시 동포간담회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2. 기존에는 공관에서 체류기간 2년의 단수사증을 발급 받

아 국내 입국 후 거소신고를 이행해야만 복수 사증의 효력

이 인정되었으나 본 지침 시행으로 3년간 수시 출입국이 가

능합니다.

3. 다만, 국내 체류기간은 2년 까지 가능하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거소신고증이 필

요한 분은 국내입국 후 반드시 거소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4세 이상 여권발급 관련 신원조사 안내 

 

내용 

ㅇ 여권발급시 여권법 규정에 의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포함하여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찰청의 신원조회 적합인 

경우에만 단·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대

사관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하여 시급한 경우 여권을 먼

저 발급해 왔으나,  여권발급 지침규정 준수 강화 지시에 따

라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신원조회 결과회보후 여권이 발

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여권신청자의 경우 필히 호

적등본을 첨부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함.

거주여권 발급 신청자격 완화

거주여권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전 :

4년이상 장기체류한 자로서 KITAP(5년유효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

영하는 사람

변경내용 :

KITAP 소지자 또는 KITAS(1년 유효 체류허가증) 4년이상 소

지자로서 동 소지기간중 4년 이상 당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

람 - 거주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영

하는 사람

  ※ 4년 이상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당지에 파견되어 국내

에서 보수를 받는 상사주재원,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

적이 아닌 사람은 거주여권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사람

은 추후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거주여권 신청시 자격

충족 거주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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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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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서울 노선 2007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항 스케줄

기간: 2007년 3월 25일 ~ 200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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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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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