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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지난 5월 5일 한인사회의 사랑이 듬뿍담긴 초등학교

가 족자에서 건립, 완공되었다. 지난해 5월 강진 발생으

로 많은 희생자와 함께 이재민이 속출했던 지역인 족자, 

반뚤지역. 한인사회는 동포안내문을 통해 족자-중부자

바주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피해 이재민 돕기를 위해 인

니 한인기업들과 단체,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

하는 등 이재민 돕기 성금모금에 앞장섰고 그 결과 모

인 성금(367,839,700루피아, 77,070달러)를 족자한인

회(회장 조현보)에 전달했다.

    족자한인회는 발리, 수라바야, 반둥지역 등 각지역에

서 전해온 성금을 족자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진으

로 완전히 무너진 학교 교사 1곳-SDN Salakan II을 다

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 11일 오전 교사 건

축 기공식을 가진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 한인사

회의 성금을 통해 기공된 한 교사의 완공식이 있었다.

   초등학교(SDN Salakan II) 준공식에 족자, 반뚤지역 

부군수와 교육관계자, 한인회장단, 이선진 대사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미래

의 희망이 심어질 학교의 준공을 축하했다. 특히 학교의 

손실로 배움을 터를 잃어버렸던 학생들이 학교 앞 운동

장에 모두 다시 모여 마냥 즐거이 웃음을 짓고 뛰어 놀

며, 준공식에 참여한 한인회 회장단과 이선진 대사에게 

손을 흔드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희망찬 미래가 

보였다. 

강진에 대비해 특수하게 내진설계된 학교전경. 지붕은 하나

지만 교실 건물을 두 동으로 나누어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비한 충격완화 장치를 두는 등 기초부터 마감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인사회, 

사랑 듬뿍담아 족자초등학교 건립



자카르타

   수마르노 반뚤 부군수는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랑이 듬뿍담긴 배움의 전당을 

지어준 한인사회와 대사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1년 전

의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학교가 아닌 주변 가정과 공공단

체에서 그룹을 지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

과 용기를 주는 매우 뜻 깊은 날이 틀림없다”고 거듭 고마

움을 전했다.

   이에 승은호 한인회장은 “교육의 도시인 족자카르타가 지

진으로 인해 파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에서 어

린이 날이 오늘, 학교를 잃고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그리웠

던 배움의 터로 돌아오게 되어 기쁘고 우리 모두의 사랑으

로 세운 이 학교의 학생들이 미래에는 하국과 인도네시아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또한 양국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

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선진 대사도 인도네시아와 족자,반뚤지역의 발전을 위

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의 교육이라고 전하며, “한국

인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매우 뜻 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 

고맙고 양국이 더욱 가까운 나라가 되고 이 학교가 진정한 

우정을 기르는 숭고한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새롭게 태어난 초등학교인 SDN 

Salakan II는 총 600m2로서 교실 6실, 양호실 1실, 교무실 

1실, 컴퓨터 실습실, 창고, 남녀 화장실 등을 갖춘 인도네시

아 국,공립 초등학교 기본시설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각 학

년 당 4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된다.

   학교 건축 시공을 맡은 박광호 족자한인회 총무는 어떤 

지진에도 끄떡하지 않는 교사를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튼튼

히 하다 보니 준공이 약간 지연되었다고 전하며, 이 초등학

교는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에서는 보기 드물게 내진설계 된 

건물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붕에는 메탈기와를 얹어 강도를 

크게 하는 대신 메탈기와로 인해 발생할 열기를 차단하기위

한 단열재 사용했다. 또한 학생들의 주된 

공간인 교실건물을 두 동으로 나누어 만

약에 발생할 지진에 대비 충격을 완화하

는 장치를 하는 한편, 특수한 고급 내장

재를 사용하여 교실내부 단열에도 주의

족자에서 생활의 터를잡고 한인들의 모범을 

보이고 초등학교 건립에 헌신적인 도움을 준 

교민들. 한인회장단, 이선진 대사와 함께한 

기념사진 한장.

위: 지난해 7월 9일 재인니한인회 회장실에서 강진피해 

이재민돕기 성금을 족자한인회(회장 조현보)에 전달했다.

아래: 지난해 9월 11일 족자한인회는 족자교육부와의 협

의끝에 초등교사 재건립을 결정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를 기울여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도움 없이도 교실 

내부가 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족자한인회는 “한국인이 만들면 어떠한 강진에

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을 

염두해 두고 시공을 했다”며 이제는 책상, 교구, 컴

퓨터, 실습자재 등 양호한 내부시설들을 보유할수 

있도록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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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당시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

자 관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위해 김영주 산업부 장

관을 단장으로 80여개 기관및 업계 160여명으로 구성

된‘민관합동경제사절단’이 지난 4월 29일 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사절단(산자부, 재경부, 과기부, 외교통상부, 건

교부, 정통부, 상의, 석유공사, 코트라, 한전, SK㈜, CJ, 

LG상사, 대우Intl, STX, 한화, 코린도 등)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의 외국 사절단 규모로서 자원개발, 발전소, 

산림개발, 방산협력 등 총 8개 분야 40여개에 이르는 경

제협력 프로젝트의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노 대통령 방문 때 합의한 첫 원자력발

전소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원조달 문제를 집중 논

의했으며, 석유ㆍ유연탄 공동개발, 석탄액화, 수액 공

동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력양해각서

(MOU)도 체결했다. 보조느가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추

진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산림 50만ha 조성사업의 구체

화, 잠수함 등 방산 협력, 인도네시아 전자정부사업 참

여,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 남수

마트라 LPG 개발사업, 자카르타 순환철도 개선사업 등 

많은 프로젝트에서 실무적으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 

성과가 만만치 않은 방문이었다.

   유습칼라 부통령은 4월 30일에 개최된 제1차 경협합

동회의에 참여한 자리에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법과 세법을 개정했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

가 원하는 것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원하는 것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역설

하고 “현재 한국이 여섯번째 대인니 투자국이지만 첫번

째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라는 물음을 던져 많은 박수

를 받았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모 경제일간지에 쓴 기고문

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외교적 의례적 협력이 

한-인니, 전략적 경제협력 본격 추진
정부, 대규모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80여 기관 160여명 파견

자원개발, 원전 및 도로건설 등 8개분야 40여개 사업 집중 논의

김영주 산자부 장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예방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림공항 영빈관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구본준 민간경협위원장

(LG부회장) 등 기업 CEO 및 투자기관장과 함께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인니민관경협사절단의 추진방향 

및 성과를 소개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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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위주의 협력 방식

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의 대표단 직

접 접견, 유숩칼라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

들의 우리 경제사절단을 환대와“연내로 한국을 꼭 방문

하고 싶다”는 양국 간 협력에 높은 관심의 표명등을 미

뤄볼 때 이번에 본 궤도에 오른 양국 간 전략적 경협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

번 대규모 사절단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브릭스(BRICs) 이후 유망한 신흥

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에

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런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처럼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협

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 간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

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협력사업>

▲원전건설 참여, ▲보조느가라 발전소 건설·운영, ▲자카

르타 순환철도 개선, ▲남수마트라 LPG 개발사업, ▲인도

바라 유연탄광 사업,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남

부 수마트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직접석탄액화(DCL) 

사업, ▲찌까랑 내륙화물기지 건설, ▲도로 ITS F/S 컨설

팅, ▲까리안 다목적댐 개발사업, ▲마나도 우회도로 2차

사업, ▲빠당우회도로 확장사업, ▲수마트라 간선도로망 

구축 타당성 조사사업, ▲Gorontalo~Djalaudin 공항간 도

로 타당성 조사, ▲7개구간 유료도로사업, ▲DMB실험방

송, ▲10여개의 방산협력 사업, ▲한·인니 50만ha 조림투

자협력 등이다.

<포괄적 협력사업>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개소, ▲경제개발경험 전수, ▲Ko-

rea Desk설치, ▲에너지포럼 개최, ▲교통협력에 관한 MOU 

체결, ▲제2차 한·인니 ICT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1차 

한·인니 산림포럼 개최, ▲제18차 한·인니 임업협력위원

회 개최, ▲한·인니 원자력 해수 담수화 기술 공동연구, 

▲Bio-Technology분야 협력

한-인니 경제협력에 참여한 재인니 한인기업인들

5월 1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 한국기업투자지원센

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은 좌로부터 김칠두 산단공 이사장, 용끼 수기아로또 한-인니 

경협위원장, 승은호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선진 인니대사, 

무하마드 루프더 인니 투자청 의장, 김영주 산자부 장관, 손경식 대

한상의회장, 홍기화 KOTRA 사장, 사리옹 인니 중장비협회 회장.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1966년 한국과의 외교관

계 수립 이후 우리나라가 가난에 허덕이고 자원이 부족

해 어려움을 겪던 경제개발 초기 시절, 인도네시아는 산

림자원 개발을 위해 진출했던 최초의 해외투자 대상국

이었다. 천연자원 수입으로 시작된 인도네시아와의 협

력관계는 4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원유ㆍLNGㆍ석

탄 등 주요 에너지 도입선이자 아세안 지역 제1의 수출

대상국으로 발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인프라

ㆍ건설, 산업기반 구축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

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의 적극적 참여

를 희망하고 있었고, 한국정부 역시 금년초 「기업의 해

외진출 지원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바, 이번 사절단 방문은 상

호 Win-Win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에 의의

가 있었다.

   작년 한국은 수출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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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는 한양대학교국제

협력병원(원장 이민호)과 지난 10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 및 가족들은 

한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을 방문 시 종합검진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양대국제협력병원 이민호 병원장은 협약식에서 “한

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은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건

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에 승은호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주 인도네시

아교포들이 한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의 우수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현재까지 한인회가 한국주재 병원과 의료서비스 협

력을 맺은 곳은 총 8곳으로서 각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

류를 지참해 가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

다.(의료협력 지정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1페이지 

참조)

재인니한인회,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과 지정병원 협약체결

- 한인회원들에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승은호 회장은 한양대학교국제협력병원 이민호 원장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한인회원증 발급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는 교민들의 의료혜택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인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원증 발급을 원하시는 교민은 아

래의 한인회원증 발급비용과 서류를 지참하여 한인

회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발급 비용

개인 : USD 12 /년,  가족 : USD 20 /년

지참 서류들

여권 사본, 키타스(KITAS) 사본, 사진 1매(2 X 3cm)

발급소요기간 : 1일

문의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전화: 021)521-2515(Hunting)

    팩스: 021)521-2486

   한인회원증은 한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

으며 개인회원은 연간 12달러, 가족회원은 연간  20달러

의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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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번호 의료기관 전화/팩스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5114
팩스: 02)313-9028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 의료원

(용산, 필동)
전화: 02)748-9900
팩스: 02)798-474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20% 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 할인
  (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전화: 02)970-1622
팩스: 02)970-129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전화: 02)2639-5021
팩스: 02)2676-098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전화: 02)2650-2611
팩스: 02)2650-5051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618~9
팩스: 958-960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여자: 유방, 자궁암검사 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전화: 02)3010-3114
팩스: 02)3010-3113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전화: 02)2290-9550~2
팩스: 02)2290-9567
이메일:
ich@hmc.hanyang.ac.kr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의료서비스 협력지정병원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국민건강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일반수가 : 

   1)행위료: 국민건강수가의 2배 적용

   2)의약품, 진료재료 등: 국민건강수가의 1.5배 적용

   3)일반수가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WORLD-OKTA대표자회의 개최

전세계 51개국 무역인들의 큰잔치인 WORLD-OKTA(사단법인 해

외한인무역인협회) 대표자회의가 4월 20-24일 경기도 포천시에

서 열렸다.

경기도 내 22개업체 중소기업인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350여명의 

무역인대표자들은 무역상담을하여 그 자리에서 1천84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통상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마지

막날인 24일에는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에 참석하였으며 동

포무역인들상호간의 상호 교류의 폭을 넓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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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진 주 인니 한국 대사와 쁘리모(Primo) 인니 외

교부 아.태 총국장은 5.15(화) 오전에  외교부 조약 체

결실에서 “국가 정보통신(ICT) 인력개발사업”과 “바탐

(Batam) 전자정부사업” 2건의 EDCF(경제개발 협력기

금) 지원 약정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국가 정보통신 인력개발사업”은 인니 국가개발계

획의 우선 순위중 하나인 정보통신 분야의 진흥을 위

한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자카르타 소재 Syarif Hi-

dayatullah 대학에 ICT 훈련센터 건립 및 인니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천6백

만불로써 이중 2천1백만불은 EDCF 자금으로 나머지 

5백만불은 인니정부가 조달하게 된다.

  한편, “바탐 전자정부사업”은 인니의 대표적 경제특구

인 바탐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발전 

. 투자유치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관광 진흥 등을 도모하

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천만불중 1천6백만불이 

EDCF 자금으로 4백만불은 인니 정부가 조달한다. 

  이번 서명식후 EDCF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수

출입 은행은 인니 재무부와 차관계약(Loan Agree-

ment)을 체결하게 되고, 인니측의 사업실시기관인 정

보통신부와 바탐 산업개발청은 EDCF 구매 가이드라인

에 따라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

를 선정하는 등 차관사업을 본격 실행하게 된다.

  이번에 서명된 2건의 EDCF 사업은, 인니로서는 현 정

부가 추진 중인 IT 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되며, 공무원 

및 민간인, 기업체 직원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정보

통신 문맹 퇴치 및 응용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향상, 신속하고 효율적

인 업무처리 등 공공부문의 경쟁력제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으로서는 I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인니 및 주변국으로의 

정보통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인니 ICT 인력개발사업등에 EDCF 지원 
   - 한국대사관 . 인니 외교부, 5.15일 지원 약정에 서명 

   - 인니 ‘전자정부 능력향상’, 한국 ‘IT 분야 대 인니 진출 가속 기대

지난 5월 15일 외교부 조약 체결식에서 이선진 주 인니 한국 대사와 쁘리모

(Primo) 인니 외교부 아 . 태 총국장은“국가 정보통신(ICT) 인력개발사업”과 

“바탐(Batam) 전자정부사업” 2건의 EDCF(경제개발 협력기금) 지원 약정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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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柳相浩)은 28일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에서 동서 콜리빈도 증권사(Dongsuh Ko-

libindo Securities)와 합작경영에 관한 MOU를, 파

푸아지역에 20만ha 규모의 삼림개발권을 갖고 있는 

WEW(Wanatirta Edhie Wibowo)사와 미화 3천2백만불 

투자에 대한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동서 콜리빈도 증권사와 합작경영 참여

   한국투자증권은 제2의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를 투

자대상국으로서 선정하고 본격적인 진출의 신호탄으로 

26일 자카르타 하얏트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

사인 동서 콜리빈도 증권사와 합작경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동서 콜리빈도 증권은 1995년 동서증권과 인

도네시아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로 1999년 동서증권 청산시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던 한국계 기업에서 지분을 100% 인수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증권회사이다. 대주주는 PRATAMA 그

룹사이며 동서 콜리비도증권을 인도네시아 증시 성장

에 맞추어 대형 증권회사로 발전시키고자 한국투자증권

에 합작경영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

는 MOU체결 후 실사기간을 거쳐 현지 증권사 합작경영

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림자원 개발을 위한 WEW 프로젝트 참여

   한국투자증권은 26일 현지증권사 합작경영 MOU 체

결에 이어, 곧바로 동일 장소에서 파푸아지역에 20만ha 

규모의 삼림개발권을 갖고 있는 WEW(Wanatirta Edhie 

Wibowo)사와 미화 3천2백만불 투자에 대한 MOU도 체

결했다. WEW(Wanatirta Edhie Wibowo)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동쪽 끝 파푸아 지역에 20만ha 임지내 나무

를 베고 합판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이다. 20만ha 

임지는 제주도(18.5만ha) 보다 큰 넓이며, 벌목 후 빈 땅

에는 조림사업을 하거나 팜나무, 카사바 등 바이오에너

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 등 2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는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자

금을 조달해 8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투

자증권은 탄소배출권 도입 등 대기오염규제와 환경보호

로 삼림자원에 대한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목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삼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인도네시아 외에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러시

아 등지에서 추진 중인 삼림자원개발 프로젝트에도 투

자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본격진출 신호탄
- 현지 증권사 합작경영, 삼림자원 개발 MOU 연이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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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소식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영산대학교와 발리 국립

대학인 우다야나대학교는 5월 17일 덴빠사르 캠

퍼스에서 학생 및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과 우다야나대 이 마데 박따 

총장의 양해각서 서명에 이어, 호텔관광대학 임

상규 학장과 이 뿌뚜 아놈 관광대학 학장이 “3+1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에 서명하였

다. 

  이로써 영산대 호텔관광대학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우다야나대에서 한 학기 수업을 한 후

호텔관광대학 임상규 학장과 이 뿌뚜 아놈 관광대학 학장이  

영산대 부구욱 총장과 우다야나대 이 마데 박따 총장의 양해

각서 서명에 이어,“3+1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

에 서명하였다. 

   지난 5월 7일(월) 자카르타 맨하튼호텔에서는 한국부

인회(회장 채영애)가 주관하는 효도잔치가 열렸다. 이

번 효도찬지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카르타에 거주

하는 어르신을 모시고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발표와 

노인대학 sing along, 고전 무용, 소프라노 듀엣, 크로마

하프 연주와 가요순으로 진행하여 흥겨운 시간을 더불

어 가졌다. 이번 효도잔치는 년초에 대홍수로 인하여 기

업체에 후원 부담을 줄이고자 작년에 비해 축소하여 열

렸지만 모두들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편 1부 순

서로 한국부인회 매년 정기 운영회의에서는 2007~8년

도 한국부인회 사업계획 발표, 활동상황 보고, 예산 결

산 보고, 신 . 구임원 인사, 신 운영위원 소개되었다. 2년 

연임된 부인회 채영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하여 회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회원의 참

여를 당부한다”며 적극적인 대외적 활동도 펼쳐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국부인회, 효도잔치 열어

영산대-우다야나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내책자’의 보급요구와, 재인니 거주 한국인들을 위한 의

료보험 혜택 보장, 한-인니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해외동포의 문화적 욕구 

충족 위한 정부 차원의 공연 증설 등등에 대한 고충을 송

철호 회장에게 전했다.

   송철호 회장은 중요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꼭 적절

한 답변을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속하

고 쉽게 민원을 접수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상황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며 어떠한 민원이든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되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다.

           민원접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

         www.ombudsman.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마당>에서 ‘재외동포고충

       민원접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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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에, 4학년 1학기에 발리 소재 특급호텔 또는 여행사에서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다야나대 

관광대학 학생들 또한 영산대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어

와 한국문화 뿐만 아니라 관광대학 내 호텔경영학과, 항

공여행학과, 외식경영학과, 컨벤션 이벤트학과, 한국조리, 

동양조리, 서양조리, 약선조리학과에서 학업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본 협정 조인식이 공휴일(Kenaikan Yesus)에 열렸음에

도 불구하고 참관한 많은 우다야나대 관계자들과 영산대 

재단인 성심학원의 노찬용 상임이사, 김태희 대외교류처

장, 제대식 말레이-인도네시아 전공책임 교수는 양 

대학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인식에 이어 임

상규 학장은 <경쟁사회와 협력 전략>이라는 주제

를 가지고 강연을 하였다. 

  이번 우다야나대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로 영산

대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국립대, 반둥 빠자자

란대를 포함하여 3 개의 자매대학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빠자자란대 인도네시아학과와는 현재 “2+2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고충이 사라질 때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인니 방문 간담회 가져

   지난 5월 3일 재인니한인회 및 평화통일위원들은 인

도네시아를 방문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 송철호 위

원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최고의 국민고충처

리 시스템을 지니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한민국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

관의 잘못되고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과의 갈등

이 있을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송철호 위원장은 “정부는 해외동포사회의 고충

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할 때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14번째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 오니 동포들의 뜨거운 

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며 국민고충이 사라질 그 

날까지 열심히 듣고 발로 뛰겠다고 전했다.

   승은호 회장은 인니를 방문해준 송철호 위원장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귀소본능이 강한 해외동포들이 한국

에 귀국해 정착을 원할 시 문제가 되는 2중과세에 대한 

고충을 즉석에서 털어놓았다. 송철호 위원장은 ‘국민제

안’으로서 받아들이고 고충처리위원회의 ‘법령개선권고

권’을 통해 적절한 답변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재민 한인회 사무국장은 잠시 사업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인들의 소양교육 부족으로 인해 현지 정

착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에 ‘해외진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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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

한국어 가이드북 출간

   인도네시아 문화 유산의 교육의 

터전인 국립 박물관과 그 곳에 소장

되어 있는 유물들을 소개하는 인도

네시아국립박물관 한국어 가이드 북

이 출간 되었다. 이 책자는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의 기원에 대

한 개괄을 비롯하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약 150,000 

점에 이르는 방대한 문화재 중 일부를 민속관, 청동관, 선사시

대 유물관, 도자기, 직물관, 화폐전시관, 석상관, 보물전시관등 

전시관 별로 나누어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문화 전파를 위해 38년간 활동을 해 

온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Indonesia Heritage So-

ciety)의 회원 중 한국인 자원 봉사자들이 영어판을 번역하여 

펴냈다.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7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인

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의 기획과 국립박물관의 협조와 

출모든 출판제작비를 후원해 준 김성국 키데코 자야 아궁(PT. 

Kideco Jaya Agung)사장의 도움이 이 책을 발간하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 책자는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 

주어 인도네시아와 국립박물관에 오는 모든 한국인 방문객들이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을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판매처: 한국 슈퍼마켓, 국립박물관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란?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The Indonesia 

Heritage Society)는 회원들에게 인도네시아의 풍부

한 문화 유산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비 영리 단체로서 강연, 여행, 국립박물관에

서의 자원봉사, 스터디 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은 

이 광대한 섬나라의 문화, 생활, 역사 및 예술을 알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헤리티지 소사이어티는 인도네시아인들 포함하여 

다양한 국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활

동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지만 불어와 일어 부는 자국

어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현재 스터디 그룹을 꾸려가고 있는 한국어 부는 

회원 정족수의 부족으로 정식 발족을 못한 상태이지

만, 회원 중 10명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유물들에 대해 한국어로 공부하고 있

는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는 헤리

티지에서 제공하

는 워크 샵을 마

친 4명의 회원이 

박물관을 방문하

는 관람객에게 한

국어로 가이드 자

원봉사 활동을 하

고 있다.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가입방법은 인도네시아 헤리

티지 소사이어티 도서관을 방문, 가입서 작성 후 회

비(1년 회비 350,000Rp)를 납부하면 된다. 회원은 도

서관이용, 강연이나 활동에 무료참여, 매달 2회 발간

되는 회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도서관

17th Floor, Sentral Senayan 1

(스나얀 플라자 건너편)

Tel) 21-572-5870

Website http://heritagejkt.org

E-mail webmaster@heritagejkt.org

국립박물관 무료 한국어 투어 안내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전화 예약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62-21)572-5870

국립 박물관(62-21)381 1551

HP : 081290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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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랑한인회,
제13기 한인회장단 구성

스마랑 한인회(회장 박철구)는 올해들어 스마랑에 계

속 증가하고 있는 한인 및 한인기업들의 안정적인 이

주 및 정착을 위한 한인회 조직 정비를 위해 여러 차

례의 준비모임 끝에 제13기 한인회장단을 구성하였

다.(회장단은 옆쪽의 표 참조)

가족적인 분위기의 스마랑 한인회는 그 분위기 만큼 

모든 업체들이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정보교환, 단

합활동이 활발하고 스마랑을 찾는 새로운 업체들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문성구 스마랑한인회 총

무는 전했다.

180만 여명의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 제4대 도시인 

스마랑은 중부자바의 중심도시로서 공항과 항구, 육

로 등이 잘 정비되어있어 직접 수출입이 가능하며 또

한 산업인력이 풍부한 스마랑은 시내의 최저임금이 

65만 루피아, 외곽지역은 59만5천 루피아로서 제조

업분야의 생산라인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스마랑에는 고려가든 등 세 곳의 한국식당이 운

영되고 있고 호텔 등 숙박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며 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한

다. 또한 스마랑 공항에는 매일 30편 가량의 자카르

타-스마랑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으며 싱가폴 행 직

항편도 운항되고 있다. 

스마랑 한인회 중요 연락처

    박철구 스마랑 한인회장

    kpinet@indo.net.id  / 081-2286-0222         

    김재훈 수석부회장

    alexkimjh@hansae-ace.com / 0815762-9165       

    문성구 총무

    love9@indo.net.id / 081-127-5080

 스마랑 한인회 임원단
직  책 성    명 소      속 업 종

회  장 박 철 구 헵시바 가먼트

수석부회장 김 재 훈 아스리 인도 가먼트

부회장 곽 주 용 시나브로 가먼트

부회장 김 건 우  한세 에이스 가먼트

부회장 김 원 기 U.I.B. 가먼트

부회장 문 태 우 코리나 가먼트

부회장 박 용 구  아사 인도 장 갑

부회장 박 용 중 삼원 가먼트

부회장 박 동 신 헤르몬 가 구

부회장 신 갑 성 삼경 가먼트

부회장 신 세 희 리스마 대우 가먼트

부회장 우 동 우 오리엔탈 가 구

부회장 유 인 홍 택백 가 전

부회장 유 성 천 헤세드 가먼트

부회장 이 선 우 S.B 인도 장 갑

부회장 이 범 재 사두아 가먼트

부회장 이 현 우 스타윅 가 발

부회장 임 종 학 뻐르띠위 가먼트

부회장 정 남 규 스마랑 가르멘 가먼트

부회장 한 인 완 미야산 야구장갑

고  문 변 효 수 스마랑 가르멘 가먼트

고  문 이 길 성 투나스 자 수

고  문 유 재 백 만대 가 구

고  문 김 수 길 아리사 만디리 가 전

고  문 조 중 정 G S I 장 갑

고  문 박 종 호 하이론 퀼 트

고  문 양 재 형 C.M.A. 가 구

총  무 문 성 구 라이프 우따마 장 갑

 총  무 김 송 태 보빈 자 수

스마랑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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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0일～5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을 단장으로 70 여개 업체 155명의 

기업인, 10 개 부처 40 명 공무원 등 195명의 대규모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이 인도네시아를 방

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열대의 광대한 국토 및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로만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이 3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1,200여 개의 한

국기업들이 활동 중(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의 투자 진출이 많은 국가)이며, 우

리의 9번째 무역 상대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만 명 규모의 우리 동포 사회는 최

대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범

적인 외국인 커뮤니티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 및 우수한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 자본, 개발경험

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에너지, 인프라, 산림, IT, 방산 등 분야 별로 나누어 주요 사업 설명회 

및 개별 기업 면담 일정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200여명의 민관 대표단이 참가하여 정부

간(G-G), 민간기업간(B-B) 프로젝트 위주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감을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우리 기업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

낌이다. 국내에서 적당한 투자처가 없어 비생산적 분야로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본을 기업의 해외

진출로 활로를 찾아주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업들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네시아

이 선 진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이선진 대사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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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 우리 업계는 고유가 및 원자재 난에 대비한 “에너지 .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강한 열망

을 가지고 있었다. 금번 참가한 업계의 반수 가량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며, 금번 방문 기간 중에 체결

한 MOU 또한 석유 및 석탄광 공동개발, 석탄 액화 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인도

네시아로부터 해외 수입 총량 대비 LNG 수입 30%, 석탄 13%, 구리 29%, 고무 22%, 펄프 26% 등

을 수입해 오고 있다.

  셋째,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인도네시아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 처음으로 국민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였

다. 그 후 정치, 경제적 안정화를 바탕으로 각종 제도 개혁을 하는 한편, 만성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충분한 폭과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의 진로를 옳은 방

향으로 잡고 있다. 2억 4천만의 인구, 광활한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은 전문가들의 예견대

로 중국, 인도와 같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인도네시아를 향후 

5～10년까지도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게 될 유일한 국가로 보고 있다.

  넷째, 최근 인도네시아에는 중국이 특정 분야에 ‘묻지 마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

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원개발 및 장기 인프라 건설 참여는 장기 .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며 

위험성도 많은 만큼 정부의 지원, 즉 “관 . 민 유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측도 

기업 신뢰성 때문에 외국 국영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부족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연계 투자를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

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유 . 무상 차관의 최대 수혜국이며, 한국은 2009년까지 4억 미불의 정부 차관

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작년 8월 양국 정부는 조림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50만 헥타아르 조림지

역(제주도 3.8 배 면적)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재 양국 정부의 협조 하

에 산업조림 및 CDM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사례이다. 

  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는 우리 기업들에게 분명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이의 후속조치로 이루어 진 이번 경제사절단의 방문은 석유·가스 유전개발, 발전소 건설, 산업. 

기술협력 및 조림 투자 등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금년 

중으로 예정된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은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구체적인 결실로 발전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강효정원장의 건강칼럼 

  나는 이 과일을 Cibodas와 함께 기억 합니다. 뿐짝의 고갯길을 넘어 10분 남짓을 가다 보면 한국 

가을의 풍경을 연상케 하는 식물원이 하나 있습니다. Cibodas 식물원 입니다. 새벽 일찍 출발 하여 

해발 1,000m의 산중에 자리 잡은 이 곳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정신이 맑아 지고 마음을 씻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식물원의 입구에는 과일과 야채를 파는 가게가 도로를 따라 즐비한데 이 곳에 유

달리 이 방꽝(Bengkuang)이라는 과일이 많습니다. 가파른 길을 한 바퀴 돌아와 약간의 갈증이 느

껴질 때 이 과일을 배어 무는 느낌은 특별 합니다. 한 순간에 갈증을 희석 시키는 이 과일은 비단 수분

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이 과일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느낌이 부족한 무엇을 채워 주는 신

비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우리 몸의 기관인 방광을 연상 시키는 이 과일은 과일이라기 보다는 그냥 고구마나 감자

처럼 무슨 나무 뿌리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이 과일이 없어 우리 교민들에게도 처음 접

하게 되는 과일이지만 결코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학명으로는 Pachyrrhizus Erosus라 불리는 이 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잇는 감초, 황기, 

초결명, 칡 등과 함께 종자식물문(Spermatophyta), 쌍자엽식물강(Dicotyledoneae), 콩

과(Leguminosae) 식물에 속합니다. 미국이 원산지 이며 17세기경에 마닐라를 거쳐 인

도네시아로 들어온 외래 과일 입니다. 생김새는 팽이처럼 꼭지를 세워서 돌리면 금방이라도 

뱅글뱅글 돌아갈 것 같은 형상으로, 팽이 모양 또는 복 주머니를 부풀려 놓은 모양 입니다.  

껍질은 옅은 나무색 이며, 얇으면서도 섬유질이 그대로 느껴지는 엷은 나무 껍질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결을 따라서 살짝 벗겨 내면 되니까 껍질 까기는 아주 쉬운 과일 입니다. 껍질

을 벗겨낸 후에 그 육질을 보면 그 색깔은 하얗고 맑은 느낌을 주고, 사각사각한 맛이 느껴지는 

‘배’를 보는 듯 합니다. 또 맑고 밝은 백색 미인의 피부가 느껴 집니다. 방꽝은 무나 배처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땅 속에 있을 때도 주변의 토양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

다. 그 맛도 보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잘 익은 방꽝의 맛은 달고 시원해서 무와 배를 섞어

놓은 듯한 맛이 납니다. 

   이 과일을 한의학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성미가 한(寒) 무독(無毒)하며, 감(甘), 미산(微

酸)하며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

經)과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으로 들어가 청열해독(淸熱解毒), 생진윤조(生津潤

Cibodas의 가을과 함께 하는 과일, 

방꽝(Bengk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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燥), 이수소종(利水消腫) 하는 효능이 있어 열병 치료와 각기병, 피부병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성(寒性) 강하므로 중초(中焦)와 하초(下焦)의 수습운행(水濕運行)을 도울 수 잇

으며, 약한 산미로 인하여 진액의 생성을 도울 수 있으니 조열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 폐

경의 수액대사(水液代射)를 도와 기순환(氣循環)을 원활하게 하니 이수(利水), 소종(消腫)하게 됩

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방꽝을 삼벌 루작(Sambal Rujak)이라는 것과 함께 즐겨 먹습니다. 방꽝을 삼

벌 루작에 찍어서 먹으면 매콤한 듯, 새콤한 듯, 달콤한 그 맛에 아삭아삭한 것이 목

구멍을 넘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벌 루작(Sambal Rujak)은 

고추, 소금, 흑설탕 그리고 아삼 자와(asam jawa)를 잘 섞은 소스인데 매콤, 새콤, 

달콤하여 방꽝의 시원한 맛과 잘 어울려 더운 날씨에는 꽤 특별한 별미 역할을 합

니다. 또한, 방꽝에는 비타민B1 과 비타민 C가 충분히 함유 되어 있어 그 맛과 함

께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을 듬뿍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과일 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방꽝은 미용을 위한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

꽝을 갈아서 압착시킨 후 솜처럼 만들어 펴서 바르면 피부를 우유빛처럼 맑고 하

얗게 만들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고 잡티가 많은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어 피부미용을 위해서 여인네들에게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 되며 많

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검은 톤의 피부로 인해 미백의 욕구가 큰 이 나라 여성들에게 

사랑 받는 과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꽝의 피부 미용에 대한 효과는 한국미용기능식품

연구회에서도 발표된 바 있는 것으로 미용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에 충분한 과일이라 하겠습니다.

   방꽝은 피부 미용에 대한 효능과 더불어 피부병 치료에 대한 효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수포가 집합하여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하나

인 Herpes simplex(단순포진)을 치료하는데 방꽝의 육질과 방꽝의 씨를 갈아서 사용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방꽝은 열병, 당뇨병, 복통, 각기병을 치료하는 데 좋

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 쓰임새만 보더라도 다양 합니다. 

   방꽝을 구입할 때는 겉 표면이 지나치게 건조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으며, 싱싱해 보이는 것

으로 껍질에 윤기가 있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은 밝은 나무색이 좋으며 들어 보았을 때 알찬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꼭지 같은 부분이 말라 있지 않은 신선한 것이 맛있

습니다. 아주 달거나 시거나 하지 않는 다소 밋밋한 맛이라 껍질을 까서 꿀에 살짝 찍어 드시면 

맛이 더 좋습니다. 보관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가을에 잘 익은 ‘배’를 연상 시키는 방꽝, 껍질 속에 숨어 있는 백색의 아름다움을 한 

번 느껴보시는 것이, 인도네시아에 다가서는 작은 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솔한의원 원장 강효정(021-7278-7410/kang433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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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사람

채 영 애
재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 회장

인터뷰 이사람

“한국 교민들의 인도네시아 이민 역사 35년 동안, 이땅에서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일

상에서도 운전수, 가정부, 보모 등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하

고 돌려주는 게 없다면 참으로 야박한 외국인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영애 재인도네시아 한국

부인회 회장은 현지인과 함께 나누는 삶이야 말로 인도네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우호적인‘브랜드’를 정

착시키고 한국기업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좋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차원으로 승화된 내조가 

아닐까? 조규철 한인뉴스 편집인은 채영애 회장을 만나 한인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인회의 어제

와 오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부인회장님에 관한 간단한 소

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인도네시아에 먼저 와 있던 남

편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1978년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유치

원 교사로서 10년 정도 봉사를 했고 

2005-06년 부인회 회장직을 맞게 

되었네요. 올해 다시 부인회장을 연

임하게 되었고 평통위원으로도 활

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 둘, 딸 

하나, 손자 넷을 둔 할머니죠.

Q 부인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재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는 

1972년 창설되어 짧지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대

사관 공사 부인등이 회장을 맡아 운

영되어 오다가 1982년 처음 민간에

서 처음으로 회장이 선출되었습니

다. 초대 (회장 김정순), 2대 (회장 

송복순)에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15대에 이르기 까지 저희 한국부인

회는 사회봉사 활동 및 다양한 문화

적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인도네시

아 한인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

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Q 부인회가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

니까?

A 부인회는 부인회 대내외적인 

몇 가지 중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매년 전,후

반기 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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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애, 재인니한국부인회 회장

회원 단합 및 장단기 활동사업을 계

획하고 있으며 매년 5월에는 부인회 

정기총회와 함께 어버이날 행사(효

도잔치)를 열어 이웃의 어른들을 모

시고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효’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미술, 음악협회 등 교민사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많은 행사들을 비

롯하여 대외적인 행사에도 적극 참

여, 여러 측면에서 도움과 후원을 하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은 역시 ‘취미활동반’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매년 3월부터 개강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서예반, 수

지침반, 한국무용반 등 총 7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문화

적으로 다소 소외되고 배울 곳이 부

족한  이곳에서 교민들의 많은 호응

을 얻고 있습니다. 

Q 취미활동반에 대해 좀더 구체

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미활동

반은 부인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

고 노력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입니

다. 수지침(강사 정혜경), 서예(강사 

손인식), 한국무용(강사 정방울), 크

리스탈비즈(강사 김의균), 째즈발래

(강사 Kim), 상담실(상담 정혜경)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각자의 영역에

서 이미 많은 관록과 뛰어난 실력을 

지니셨고 현재 모두 활발히 활동하

시는 분들입니다. 취미활동반이라

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참여 회

원 누구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

는 배움의 장인 것입니다. 특히 서예

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몇몇

은 그들의 짧은 배움의 경력에도 불

구하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큰 서예 

대전에서 당당이 입상을 한적이 있

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

회가 비교적 적은 이곳 인도네시아

에서 부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

미활동반에 많은 교민들이 참여하

여 자신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또한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Q 부인회 활동 중 인상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요?

A 2005년 정기총회 때 있었던 

패션쇼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저희 

부인회 회원이 직접 모델로 나선 이

날 패션쇼에서는 워킹도 안되었던 

우리 모델들이 아주 기초부터 차근

차근 배워나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었죠. 물론 실수도 많았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학교측

에 의해 선발된 학생 4명에게 매년 

총 2천만 루피아의 장학금을 전달하

고 있으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을 주

고자 불우이웃 돕기를 전개하고 있

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한-인 교

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부인회에서 특히 중

점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

만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사

를 받았을 때 그 뿌듯함이란 감격스

러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자카르타와 주변

지역의 국지적인 폭우로 많은 교민

들과 현지인들이 상당한 수해피해

를 입었을 때 저희는 ‘사랑의 모포 

모으기 운동’을 벌였었죠. 수해를 당

한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추위였

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게 하나하

채영애 부인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조규철 한인회 부회장겸 한인뉴스 편집인

채영애 부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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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은 모포를 수해민들에게 나눠

주며 같이 눈물을 글썽일던 일이 많

이 생각납니다.

Q 한인사회에서 부인회가 해 나

가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A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절

반은 여성이고 그 주축은 가정 내 살

림을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회는 부인

들의 구심적인 역할과 현대를 살아

가는 우리가 자칫 쉽게 잊고 지나칠 

수 있는 한국 전통의 중요성과, ‘효’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

시키고 유지시켜나가는 역할을 조

용하지만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있

습니다. 

Q 부인회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 

또는 마음가짐 등?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혼 또는 30세 이상의 미혼 여성이

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도 기혼 또는 30세 이상의 미혼 한

국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써 인니에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회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회원이 되시면 부인회 총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문제들

에 관해 임원회에서 서면으로 건의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Q 기부/자선사업 등 활발한 사

회복지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관한 동기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A 한국 교민들의 인도네시아 이

민 역사 35년 동안, 이땅에서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고 생각합

니다. 개인사업가, 투자 한국법인 기

업들 등은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구요. 또한 일상

에서도 운전수, 가정부, 보모 등 현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생활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하고 돌려주는 게 없다면 참으로 야

박한 외국인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

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문화적으

로 서양인들에 비해 자선이나 기부

문화에 대한 이해정도나 실천이 많

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인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기 쑥쓰러워 하는 작은 정성

들을 모아서 이곳 현지인들에게 감

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많이 가

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표현의 

활동들은 이곳 인도네시아에 한국

이라는 나라의 우호적인 ‘브랜드’를 

정착시키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좋

은 이미지들이 하나 둘 모여 한국기

업들의 기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인도네시아 부인회 2007년도 취미활동반 안내

운영교실 요일 시간 강사 기간 장소 연락처

수지침 화 10:00~11:30 정혜경
3.14일 개

강
부인회 사무실

461-3286
0811-805-187

유화 수 10:30~12:00 현재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크리스탈 
비즈

목 09:00~10:30 김의균
3.16일 개

강
부인회 사무실 789-2811

서예 목 10:30~12:00 손인식 현재활동중 부인회사무실
725-7365

0815-936-9114

한국무용 금 10:00~11:30 정방울
3.17일 개

강
부인회 사무실

8430-2237
0817-684-9628

재즈발레 월 11:00~ Kim 현재활동중 한인회강당
799-6093

총무 정옥순

상담실 수시 정혜경 현재활동중 개인면담
461-3286

0811-805-187

인터뷰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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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외국인을 위한 교민사

회 홍보책자 발행을 준비 중에 있는

데 올해 부인회에서 중점적으로 하

려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A 부인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은 ‘홍보(정보)책

자’발행 및 ‘한국문화 알리기’ 입니

다.

   홍보책자는 현지인과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점을 비롯하여, 이/미용실, 

슈퍼마켓, 선물가게 등등을 효과적

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한

국의 상점들이 한국 교민들만을 대

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미 그 한

계치가 넘어 섰다는 판단에서 현지 

시장으로의 진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사업내용

을 분야별로 묶어, 영어로 된 상세

한 소개와 아름다운 사진들을 곁들

여 한 권의 책자 발행 예정입니다. 

이에 부인회에서는 여러 큰 한인기

업들에게 참여를 부탁했고 적지 않

은 호응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의 참여는 광고 

홍보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업체들이 저렴한 광고료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일차적으로 금년도엔 5천여권의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해마다 정보

들을 업데이트 하여 새로운 에디션

을 발행해 갈 것입니다. 6월 18일 까

지 홍보책자 발행을 위한 참여업체

들을 모집하고 7월 최종적인 편집회

의를 거처 8월 초 발행이 되며 인니

에 거주하는 현지인과 외국인을 겨

냥하여 적절한 

곳에 배부할 것

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는 ‘한국문화 알

리기’ 사업에 주

력하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김

치세미나’를 열

어 다양한 김치의 종류, 김치를 이용

한 다양한 요리법, 직접 김치를 담그

는 체험을 통해 김치가 얼마나 과학

적으로 만들어 지고 또 얼마나 건강

한 음식인지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김치’가 ‘기무치’가 되는 경우는 없

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고유의 ‘차’문화를 알

리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짐으

로써 한국 ‘차’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합니다. ‘차’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소

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

통문화를 전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를 꾀할 것 입니다.

Q 교민사회에 전하고 싶으신 말

씀이 있으시다면요?

A 외국인의 자격으로 이곳 인

도네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는 현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

는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조심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

리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교

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

성어린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한

인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또한 저희 부인회를 포함, 

한인회, 각 교민단체에서 주최하는 

교민행사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능하다면 행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위: 정기회의중인 부인회 집행부 일동

아래: 부인회에서는 매년 5월 부인회 정

기총회및 이웃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잔

치를 개최하고 있다. 

채영애, 재인니한국부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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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 문 환

제14부(마지막 회)

열대농업 전문가 신교환(辛敎煥)

중세 유럽에서는 겨울기간 동안 수많은 가축을 생존시

킬 방법이 없게 되자 가축들을 도살할 수밖에 없었고 

도살된 가축들의 육류 신선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

로 소금과 향료가 사용되었다. 특히 수입 향료 중에 가

장 인기가 있었던 품목은 인도네시아 몰루카(Molucca, 

현 Maluku)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향(丁香, Clove)과 육

두구(肉豆䓻, Nutmeg)였다. 15세기 말엽 항해술이 뛰어

난 포르투갈인들은 그 귀중한 향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

양을 거쳐 인도 서해안의 고아(Goa)를 점령한 뒤 이곳

을 포르투갈령 인도국의 기지로 삼아 말라카(Malaka) 

해협의 거대한 무역망을 손아귀에 넣을 목적으로 계속 

동진(東進)정책을 취하게 된다. 1511년 포르투갈의 해

군제독 알부께르끄(Albuquerque)는 고아로부터 출병한 

1,200명의 정예군을 17척의 군함에 분승시켜 말라카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같은 해에 처음으로 암본 섬에 상륙

하게 된다. 10년 후인 1521년 포르투갈인들은 이곳에 

정향유(丁香油) 공장을 세워 1580년까지 불안한 점령을 

유지하더니 1609년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또 다

른 유럽의 해양강국인 화란에 의해 접수되고 1615년엔 

영국마저 끼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그 후 영국과 

화란에 의해 번갈아 통치되던 이 지역은 1814년에 이르

러서야 화란의 안정적인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

특별 연재

이 19세기까지 세계 제일의 정향 생산지였던 이 지역의 

향료무역 패권을 놓고 유럽 열강들이 경쟁을 벌였던 몰

루카 제도의 중심은 암본(Ambon) 섬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공격을 신호탄으로 발발

된 태평양전쟁 초기, 필리핀 라바울(Rabaul), 동부 보

르네오의 발릭빠빤(Balikpapan), 셀레베스의 껀다리

(Kendari)까지 남하한 일본 제국의 육, 해군은 몰루카 

제도의 암본 섬을 다음 공격목표로 잡았다. 일본군의 공

격을 예상한 화란과 호주군 연합은 암본 섬 방어를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할롱(Halong)에 사령부를 둔 암본 

수비대(Molukken)를 편성하였고 화란군 소속의 카피츠

(J.R.L. Kapitz) 중령이 그 지휘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화란군 1개 보병 대대와 호주공군 1개 편대

가 이곳에 일차로 배치되었고 전운이 짙어가는 12월 말

까지 자바 주둔병력이 계속 증파되어 총 2,800명의 화

란군 병력과 스콧트(Scott) 소령이 이끄는 1,170명의 호

주군 병력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암본 섬 점령임무를 부여 받은 일본군의 주력은 이

또 다께오(伊藤武男) 육군 소장이 이끄는 보병 제38사

단 예하의 제228연대와 고우이치로(光一郞) 해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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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이 지휘하는 구레(吳港) 제1해군특수상륙부대였으며 이

들의 상륙을 위해 제2수뢰전대장 다나카 라이조(田中賴

三) 해군 소장은 경순양함인 진쑤(神通)호를 기함(Flag-

ship)으로 삼아 10척의 구축함을 지휘하고 있었다. 일본

육군이 마나도(Manado)와 따라깐(Tarakan)에 상륙하

기 직전인 1942년 1월 15일 일본해군은 암본 섬에 접

근하여 두 대의 화란기를 격추하자 다음 날인 1월 16일 

화란 및 미군기는 퇴각하고 말았다. 1월 24일에는 소류

(蒼龍), 히류(飛龍) 등 2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35대

의 항공편대는 암본 섬을 집중 폭격하여 당일 주력 육

상부대가 상륙하는데 성공한다. 1월 29일 화란, 호주군

은 유류재고 및 제반 장비들을 파괴하는 한편 비행장

을 자폭시킨 후 후퇴하였다. 1월 30일 해군 특수상륙부

대는 히뚜라마(Hitulama)에, 보병 제228연대는 라이띠

모르(Laitimor) 해안에 동시 상륙하였으며 일부 분견대

는 후뚜모르(Hutumor)에 상륙하여 빠소(Paso) 지역으

로 계속 진격하자 화란군과 호주군은 서로간의 통신이 

두절되어 고립되어 버렸다. 2월 1일 암본 수비대 사령관 

카피츠 중령은 항복하였으며 이틀 후인 2월 3일 일본군

이 라하(Laha) 비행장을 점령하면서 암본 섬 점령작전

은 종료되었다. 암본 점령이 완료되자 일본군은 보복차

원에서 309명의 연합군 포로들을 2월 6일과 2월 20일 

사이에 모두 집단 처형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이 속전속결로 화란령 동인도(인도네

시아) 전역을 모두 점령한 지 2년 반이 지난 1944년 중

반, 태평양전쟁의 전세는 반전되어 하와이 인근 미드웨

이(Midway) 해전을 기점으로 과달카날(Guadalcanal, 

일본군 1만여 명 전사) 전투를 거쳐 사이판(Saipan, 나

구모 쥬이치 해군중장 외 3만 명 전사 및 주민 2만 2천

명 절벽 투신자살), 유황도(Iwojima, 쿠리바야시 타다미

치 육군중장 외 2만 명 전사), 괌(Guam, 코하타 에이료 

육군중장 외 1만 9천 명 전사) 전장으로 이어지는 옥쇄

전을 치르는 동안 일본군은 연전연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동남아 일본군 주둔

지역이 연합군의 해, 공군력에 의해 완전 고립되어 군수

지원이 어렵게 되자 식량과 물자부족으로 심대한 고통

을 겪게 되는 1944년 7월 9일, 24척의 강력한 선단을 편

성한 일본해군의 수송선단이 연합군과의 일전을 각오하

고 남방으로 항진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었다. 히로시

마(廣島) 인근 군항인 구레(吳港) 항을 출발한 이 수송선

단의 중심부에는 3만 5천 톤 급 초대형 여객선 아사마 

마루(淺間丸) 호가 포진하고 그 주변으로 항공모함, 구

축함 등의 전투함들이 호위하고 있었으며 아사마 마루 

호 선내에는 남방지역 주둔군에 대한 식량을 자급자족

시키기 위해 단기교육을 마친 7명의 청년들이 승선하여 

지금 이 호화여객선에 몸을 싣고 암본 섬으로 항해하고 

있다. 암본으로 향하는 이 7명의 동기생들 중엔 유일하

게 조선인도 한 명 끼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만 17세

가 채 안된 신교환(辛敎煥)이라는 동안(童顔)의 청년이

었다. 1927년 8월 18일 경상북도 울산시 울주군 삼남

면 하잠리에서 4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나 대구 덕산보통

학교와 대구공립농림학교(1951년 대구농림고등학교, 

2000년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로 개칭)를 거친 신교환 

청년이 몸을 싣고 있는 선단은 해군함대의 엄호 아래 남

방지역으로 향하는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남지나해(南支那海)를 지날 무렵 선단 중 한 척이 연합

군의 공습으로 격침된 후 겨우 중간 기착지인 마닐라 항

에 도착하였다. 그제서야 이 군속들의 최종 목적지가 화

란령 동인도 지역인 몰루카 제도의 암본 섬이라는 사실

을 처음 알게 되었다. 1942년 2월 일본군이 필리핀 본

토를 공격할 당시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강력

한 저항을 받아 격전을 치른 이 지역엔 아직 곳곳에 연

합군 레지스탕스들이 암약하며 백주에도 일본군에 대

한 테러가 끊이지 않아 신교환 일행이 시내 외출을 하

는 경우에도 3명씩 조를 짜서 단체행동을 하여야 했다. 

1942년 1월 15일 일본 육, 해군이 암본 섬을 점령할 당시 

10척의 선단을 이끌고 상륙을 지휘하였던 일본해군의 제

2수뢰 전대장 다나카 라이조(田中賴三) 소장이 기함으로 

삼았던 경순양함 진쑤(神通) 호의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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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순수한 열정을 지닌 신교환 청년의 가슴에는 지금 온갖 

의문투성이와 배신감으로 인해 온몸에 피가 역류하고 

있었다. 국내에 있을 때 흘러나오는 방송과 신문에 의

하면 일본군이 연전 연승하여 승전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큰소리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어찌 남방으

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지 도무지 이해

가 되지 않았다. 이 수송선단이 남지나해 해역을 지날 

무렵 한 척의 수송선이 침몰되는 실상을 두 눈으로 직

접 목격하게 되었고 마닐라에 기항하고 있는 며칠 동안

에도 수차례 공습을 받아 도시는 난장판이 되었으며 이

곳까지 항해하는 도중에도 연합군의 공습을 수시로 받

으며 완전 사지(死地)를 헤매어 왔던 것이었다. 며칠간

의 마닐라 정박 후 신교환 일행은 천 톤에 불과한 작은 

중고 수송선으로 갈아타고 적도의 섬 보르네오를 향하

는 또 한번의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구레 항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1944년 8월 중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신교환 일행은 보르네오 동쪽의 유전도시 발릭

빠빤(Balikpapan) 항에 겨우 도착하게 된다. 이제야 안

도의 숨을 쉬는가 했더니 2주쯤 지난 8월 말, 신교환 일

행은 이번에는 일반 수송선이 아닌 해군 전투함에 승

선하여 남부 셀레베스(술라웨시)의 중심도시 마까사르

(Makassar)를 거쳐 전투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죽음의 

항해 끝에 겨우 일본해군 기지가 위치한 몰루카 제도 남

쪽, 천혜의 항구 암본 섬에 도착하게 된다. 암본 섬은 연

합군의 해군기지인 뉴기니, 북부 호주와 전선이 대치하

는 접점 지역으로 일본해군 제5함대사령부가 포진한 지

역이었다. 신교환 일행이 이곳에 끌려온 목적은 수만 명

에 달하는 일본군의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농장을 개간, 

관리하는 일이었다.           

신교환 일행은 우선 주식용으로 속성작물인 우비까유

(Ubikayu)를 시험 재배하였으며 채소류로는 오이, 가지, 

고추, 호박, 토마토 등을 선정하였다. 마침 악성 말라리

아에 걸린 농장 시험장 책임자인 다나베(田邊)의 후임으

로 신교환이 선출되었다.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보

급선이 거의 끊겨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었고 말라리아, 

이질 등의 질병으로 매일 여기저기서 시체가 딩굴었다. 

신교환 일행들은 뱀을 잡아 먹으며 겨우 체력을 유지할 

정도였다. 아무리 농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낸다 하여

도 식량난이 금방 해결될 리가 없으니 이곳의 일본인 농

장장도 생산 목표량을 달성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문책

되며 신교환이 또 그 후임이 되었다. 농장장이란 직책을 

맡게 된 신교환은 암본 섬 구석 구석을 두루 다녀볼 기

회가 주어졌다. 병사들의 전의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거

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신교환도 지형조사를 하던 중 탈

출에 적합한 천연동굴을 발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하여 이곳에 비상식량을 사전에 비축하여 은신처를 삼

기로 하였다. 비밀유지를 위해 마침 조선인 노무자인 가

네야마(金山), 스즈키(鈴木), 야마모토(山本) 세 명을 자

기 부서로 발령케 하여 이들과 공모하기로 작정하였다. 

천황의 항복방송이 나온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 본

부로부터 전령이 뛰어와 연합군이 곧 상륙하여 암본 섬

을 접수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실제 다음 날인 8월 

18일 두 척의 군함에 탑승한 영국군이 암본 섬에 상륙하

여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실시하였고 포로수용소로 직행

하여 연합군 포로들을 석방하였다. 마침 이날이 생일인 

신교환은 한껏 마음이 들떠 있었고 무엇보다 조국이 해

방되었다는 감격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1944년 7월 9일 신교환 청년 등을 싣고 구레(吳港) 항을 출

발한 초대형 수송선 아사마 마루(淺間丸) 호의 당시의 위

용. 이 선박은 1928년 미쓰비시 조선주식회사 나가사키(長

崎) 조선소에서 진수된 35,000톤 급, 840실을 보유한 초호화 

여객선으로 요꼬하마와 샌프란시스코를 정기 운항하던 북

미정기선이었으나 전쟁말기에 이마저 수송선으로 징발되어 

신교환 일행이 구레 항에서 마닐라까지는 무사히 타고 왔으

나 동년 11월 대만 가오슝(高雄)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가는 

도중 남지나 해역에서 미군 잠수함 어튤(Atule, SS-403)호

의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되는 운명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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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만세! 독립만세!

천둥인 듯 산천이 다 울린다

지동인 듯 땅덩어리가 흔들린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라도 꿈만 같다

아이도 뛰며 만세 어른도 뛰며 만세

개 짓는 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만세 만세

산천도 빛이 나고 초목도 빛이 나고

해까지도 새 빛이 난 듯 유난히 명랑하다

이러한 큰 경사 생 외에 처음이라

마음 속속들이 기쁨이 가득하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진다

억제하려 하니 더욱 더욱 쏟아진다

碧初 洪命熹 「눈물 섞인 노래」에서

영국군과 교체하여 암본에 진주한 화란군은 억류한 일

본군 전원을 인근 세람(Seram) 섬으로 이동시켜 그 중 

피식민지국 출신인 150명의 조선인과 5천여 명의 대만

인들을 일본군에서 분리하여 민간 자치단체로 재편성하

였다. 그리고는 초조하고 불안한 생활이 무한정 지나고 

있었다. 연합군의 전범색출의 덫에 걸리지나 않을까? 가

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

하며 피 말리는 8개월여 세월을 넘나온 1946년 4월 중

순, 이들 조선인 150명에 대해 북쪽에 위치한 할마헤라

(Halmahera) 섬으로의 이동명령이 떨어졌다. 이곳에 미

리 집결해 있는 약 300여 명의 또 다른 조선인들과 마

찰을 겪으며 한 달여 대기하던 와중에 드디어 꿈에 그

리던 귀향선이 입항하였다. 이 배에는 이미 350여 명

의 동포들이 동부자바 수라바야에서 탑승되어 있었다. 

총 800명으로 불어난 조선인 귀국자들을 실은 귀국선에 

신교환도 함께 몸을 싣게 되니 이제서야 조국으로의 귀

향이 실현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곧 이루어질 가족 친

지들과의 상봉을 머리 속에 그리며 망망대해 남태평양

의 드높은 파도가 갈라지며 만들어내는 물보라를 물끄

러미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니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었지만 마치 10여 년 이상 지옥에서 살다 온 듯 그 회한

에 눈 이슬이 맺힌다. 훗날 1,000여 조국의 기업과 삼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린 

채, 아니 그 스스로가 20년 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뱃

길을 스스로 열어가며 잠시 이 적도의 땅을 떠나게 되

는 것이다.  

신교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귀국동포들은 고국산천에 

녹음이 가득한 1946년 6월 12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선

상에서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고 제반 입국수속을 마친 

3일 후인 6월 15일 드디어 조국의 흙 냄새를 다시 맡게 

된다. 만 19세의 전도양양한 신교환 청년은 파견 나온 

한국은행 직원이 지불한 1,000환의 여비를 주머니에 깊

이 찔러 넣고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잡아타고 대구역에

서 하차하여 대봉동 옛집을 찾아 나선다. 

   

에필로그(後記)

3.1 독립운동 다음 해인 1920년부터 바타비아(자카르

타)에 정착하여 최초로 한인사회의 뿌리를 내린 장윤원

(張潤遠) 이후 태평양전쟁 발발을 계기로 1,400여 명의 

포로감시원 조선인 군속들이 1942년 9월 딴중 쁘리옥 

항을 거쳐 자바 전 지역에 분산되어 씨앗을 뿌리면서 한

인사회의 뿌리가 내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종전 13년 후인 1958년 1월 대일청구권 협상이 타결되

어 그 자금이 유입된 인도네시아에대한 독점이권을 구

가하며 이름을 날리던 「기노시타 쇼산(木下産商)」사

의 부장이자 친구인 야마나가 마사히로(山中正浩)를 스

카우트하여 도꾜에서 「흥아무역주식회사(興亞貿易株

式會社)」를 설립하여 그를 사장으로 앉히고 자신은 부

사장으로 활동하던 최계월(崔桂月)이라는 인물은 10년 

후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본격 진출하게 되는 물

꼬를 트며 선구자의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1919년 1월 

5일 경상남도 창원 출생의 재일동포로서 히로시마에 

소재하는 광릉중학교와 와세다 고등학원(부속 고등학

교)을 거쳐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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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재

1. 1970년 교민회 행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김만수, 

설윤관, 오세윤, 장진건 씨(왼쪽부터). 장진건 씨는 1970년 

자카르타 땀린가 중심지에 위치한 아소까 호텔(현 그랜

드 하이얏 호텔 자리) 1층에 ‘뉴코리안 하우스’라는 인

도네시아 최초의 한국식당을 개업한 후 뉴욕으로 건너가 

‘우래옥’이라는 식당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2. 1970년 11월, 자카르타 총영사관 관저에서 김좌겸 총

영사(1974년 초대 대사로 승격)의 은혼식(銀婚式)이 열려 

초창기 한인사회의 주요 회원들이 모두 자리를 같이 하였

다. 김좌겸 총영사 부부 바로 왼쪽에 오세윤 씨, 그 옆으

로 김경천 씨, 그리고 그 왼쪽 뒷편에 장달수 씨가 서있다. 

장달수 씨는 애초 시멘트 무역(한일 시멘트)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키데코 사(PT.Kideco Jaya Agung)의 공동 창립자

로서도 이름을 내며 1970년대 말에는 한인회 수석부회장

을 지내다 1980년대 초 대구 금오호텔에서 불의의 화재사

고를 당하여 일가족이 모두 희생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3. 1994년 어느 날, 오세윤 씨가 소속된 회사(PT.Garuda 

Mas)의 뿐짝 별장에 한인회 몇몇 원로들이 초대되어 여

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명진 씨, 오세윤 씨, 

이진혁 씨, 김기하 씨(한인회 수석부회장 역임, 작고), 신

교환 씨(제2대 한인회장 역임, 2006년 작고), 김필수 씨

(2007년 작고).

4. 아직 노익장을 과시하며 주말운동을 게을리하지 않

는 한인사회의 살아있는 증인들인 김명진(69세), 이현상

(65세), 승주호(68세), 오세윤(68세) 씨의 근황(2007년 

5월, Jakarta Golf Club에서).

꼬데꼬사가 남부깔리만탄 주 바뚜리찐(Batulicin)지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1968년도를 전후하여 주재원 또는 현지취

업 형태로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이후 현재까지 40년 동

안 줄곧 이곳에서 생업을 영위하며 한인사회의 풍향계 역

할을 하던 오세윤(68세), 김명진(69세), 이현상(65세) 씨와 

같은 한국인 경제첨병들도 있었다. 이제 초로(初老)에 접

어든 이들 숨은 공로자들의 ‘어제와 오늘’을 몇 장의 사

진으로 표현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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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터 84센티에 달하는 거구와 유도 4단, 검도 4단의 

무술 외에 도꾜 스미다가와(隅田川) 강에서 매년 열리

는 와세다-게이오 대학 조정경기 정기전에도 와세다 선

수로 출전할 정도로 스포츠 만능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피식민지 국민에 대한 민족차별이 단 1%도 없이 

오직 주먹과 머리 실력만으로 서열이 정해진다는 야쿠

자 세계와 인연을 맺게 되어 당시 야쿠자 종중(宗中)의 

총보스인 다카모토 데루미치(高本照道)의 바로 아랫자

리인 4명의 대부(맞수) 중 한 명에 등극한다(월간조선 

1994년 4월호). 최계월이 중의원(衆議院) 의장인 후나

다 주(船田 中)와 자민당 부총재인 오노 반보쿠(大野伴

睦) 등 일본 자민당 실력자들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의 

분쟁지역이던 서부 이리안(현 Papua)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서 1962년 8월 8일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수까르

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게 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

난 시점인 1963년 7월 심종섭(당시 농림부 산림국장; 

서울농대학장, 전북대학교총장, 학술원 회장 역임), 박 

영(당시 외무부 경제조사과장; 뉴질란드 대사, 중앙아

프리카 대사 역임), 최계월(당시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 

사장) 등 정부사절단 일행이 자카르타에 들어와 수까르

노 대통령을 공식 예방하면서 한, 인니 양국간에 <산림

개발 의정서>가 체결된다. 이후부터 최계월은 한국, 일

본,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1963년에는 원유개발, 산림개

발, 수산업 등 업종을 정관에 넣어 서울에서 「한국남방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외투자 신청서를 한국정

부(경제기획원)에 제출하였으나 당시의 핍박한 외환사

정으로 인해 투자허가가 지연되어 인도네시아 진출 사

업계획서는 경제기획원 담당자인 황진현(黃鎭賢) 사무

관(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역임) 책상 서랍에서 3년 

동안 잠자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1965년 9.30 쿠데타 정변

을 계기로 수하르또 우익정부가 들어서고 1966년 5월 

제25차 한국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남방개발주식회

사의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투자>안건이 의결되었다. 

1966년 8월 한, 인니간 영사교류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자카르타에 총영사관이 개설되어 초대 이창희 (李昌熙) 

총영사가 부임하자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 여건

은 호기를 맞게 된다. 동시에 조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으

로 외환사정도 호전되어 1968년 2월 11일자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제1차 투자자금 미화 300만 불이 승인되어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Korea 

Development Co. Ltd. (KODECO)」를 설립하게 되니 

이는 대한민국 <해외 직접투자 제1호 기업>이라는 족적

을 남기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의 정

부 투자허가가 지연되자 1965년부터 해병대 예편 대상

자 중에서 기 선발된 약 백여 명의 대기자들이 송출이 늦

어진다는 이유로 서울본사가 소재한 명동 유네스코 회

관 건물 앞에서 기물을 파괴하며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

까지 이르자 그들 중 일부는 다른 길을 찾아 나선다. 마

침 1967년 7월 1일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해외

교포 유공자 자격으로 행사 참석 후 귀국길에 오른 김만

수(金萬壽) 씨는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의 송출 대기자

들인 김덕림(목재업, 수라바야에서 별세), 박대주(목재

업, 현재 동부 깔리만딴 사마린다 거주, 86세), 최용운

(목재업, 조기귀국) 씨를 스카우트하여 두 달 후인 9월 

김만수 씨의 장남 김명진(68세, 현 자카르타에서 사업) 

씨까지 포함하여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함께 자카르타에 

도착한다. 이때 김만수 씨는 화교계 투자자 웡(Wong), 

현지인인 목따르 비나(Mochtar Byna)와 동업으로 중부 

깔리만딴 내륙지방인 까뿌아스(Kapuas) 지역에서 원목

개발 사업에 뛰어 들었으나 미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이

를 감당하지 못하자 목따르 비나는 독자적으로 인근 지

역에 양호한 임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오스뜨랄 

비나(PT.Austral Byn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후일 몇

몇 한국인들을 경영에 참여 시킨다. 그러나 자금줄이 막

힌 여타 한국인들과 웡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

별의 수순을 밟은 후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며 김만

수 씨는 곧 이곳에 진출하는 미원주식회사의 현지 파트

너(김만수 씨의 현지인 부인 명의)를 맡다가 1975년 자

카르타에서 급서하게 되니, 1910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

하여 1942년 8월 포로 감시원으로 부산 항을 떠나 자바 

섬과 인연을 맺고 종전 직후에는 「화란인들의 은인」

으로 까지 칭송을 받으며 1946년 제4대 「재 자바 조선

인 민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68년 12월 한국총영

사관이 이 땅에 개설될 때에는 인도네시아 상공에 최초

로 태극기를 날린 장본인 중 한 명으로서, 한인사회의 맏

형 역할을 하며 걸어온 65년의 생애였다. 김명진씨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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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하기 4개월 빠른 시점인 1967년 5월 「서울통상주식

회사」에서 가발 무역요원으로 파견된 오세윤(68세) 씨

는 40년 동안 줄곧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최장기 교민

으로 기록되며 오세윤 씨와 같은 날짜에 입국하여 목재

업에 종사하다 1970년대 말에 조기 귀국한 김경천씨의 

발자취도 남아 있으며 그로부터 1년 후인 1968년 5월

「신흥양행」주재원으로 파견된 신교환 씨(2006년 2월 

79세로 작고), 1969년 3월 「인니동화 」요원으로 입

국한 승주호 씨(현 하나관광), 그리고 1969년 5월 화교

계 현지인 가발제조회사에 채용되어 한국인으로서는 인

도네시아회사 취업 제1호 격인 이현상 씨(현 PT.Royal 

Korindah) 등이 그 뒤를 잊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

여 대한무역진흥공사(1964년 11월 1일), 한국외환은행

(1968년), 한남무역(1968년 11월 25일) 등 국책기관의 

지사들이 먼저 진출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자 산림

개발의 순수 민간기업들인 동화기업(1970년), 경남기

업(1970년), 한,인니흥업(1973년)과 건설업종의 삼환

기업(1970년), 신한기공(1973년), 대림산업(1973년), 

현대건설(1973), 경남기업(1973년) 외 14개 업체들이 

줄을 잇게 된다. 이들 산림, 건설업종 외 타 분야로 진

출한 초창기 기업으로는 미원주식회사(1971년), 대한방

적(종합직물), 대우실업(트리코트 및 봉제), 동산유지(화

학비누제조), 종근당(제약), 대진해운(어업)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의 투자 러시로 본격적인 한인기업의 인도

네시아 진출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후 30여 년 

동안 미국, 구라파, 일본 등 선진국가들을 따라잡는데 모

진 풍파를 겪으면서 2007년 5월 초에는 190명으로 구

성된 역대 최대의 관,민 경제사절단이 자카르타를 방문

하여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맺을 정도로 

한,인니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

게 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진행된 한인기업들

의 발전사에 관하여는 흥망성쇠의 영욕을 겪으며 현재

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며 꽃을 피운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바 그 과정을 증언하고 기술할 수 있는 인적 

주체의 잠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재 인도네

시아 한인역사의 주체이며 본론 격인 <한인기업 발전사

>에 대한 정리작업은 이들 기업체의 당사자들을 중심으

로 객관적인 작업이 수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필자는 이

쯤에서 그 동안 부지런히 찍어댔던 잉크병의 두껑을 닫

고자 한다.

그간 14회에 걸친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

즈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주신 충청남

도 천안시 소재 「독립기념관」연구원 김도형 박사, 국

무총리실 소속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이세일 박사와 강정숙 전문위원 등에게 특별

한 감사를 드리며 「인도네시아 국군역사 박물관」,「

인도네시아 1945년 독립기념관」,「우스마르 이스마일

(Usmar Ismail) 영화재단」의 도서실 관계자들과 아뜨

마자야 대학(Universitas Atma Jaya) 재단본부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특히 일본어에 관한 자문에 응

해주신 자카르타 「한국관 식당」 이께다(池田成明) 사

장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주요 참고문헌

-www.geocities.com

-www.yahoo.com.jp

-인도네시아/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83년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고 부른다, 상, 하

권/권태하, 1994년 

-젊은이여 세계로 웅비하라/신교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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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에서 계속)

2.14. 구속(Penahanan)

인도네시아 형사 소송법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 사법경찰관 혹은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구속할 수 있는 직무

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소의 필요성을 위해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의 필요성을 위하여 

판사가 구속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의 실질적인 요건인 범죄혐의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여부 결정을 소수 몇 가지 특수 범죄 이외에는 성문법보다는 사

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

문에 인권이 존중되고 공정한 형사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선진

국이면 구속의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에도 외국인은 

일단 형사 처리 대상이 되면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에게 주

어진 직무상의 구속 권한으로 야기된 관료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형

사

소

송

법

2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4.1. 구속 요건

다음에 열거한 범죄자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범죄자로서 :

2.14.1.1. 징역 최고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한 자 혹은, 

2.14.1.2. 공공장소에서 방송, 서면, 그림 혹은 도구로 상습적으

로 성도덕을 문란하게 한 자(형법 제282조 3항) 

2.14.1.3. 성매매 알선을 상습 혹은 직업으로 하는 자(형법 제296조)

2.14.1.4. 강제로 타인이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 하

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형

법 제335조 1항)

2.14.1.5. 폭행으로 상대를 치사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고의

로 건강에 해를 가한 자(“예” 식음료에 독약 투약)(형법 제

351조 1항)

2.14.1.6. 사전에 계획하고 폭행하여 상대에게 중상을 입힌 자

(형법 제353조 1항)

2.14.1.7. 고의 혹은 불법행

위로 타인의 소유를 횡령

한 자(형법 제372조)

2.14.1.8. 본인 혹은 타인

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 

거짓행위 혹은 거짓상황으

로 타인의 소유를 취하거

나 취하게 하거나 채무를 지

게 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게 한 자, 즉 사기를 행한 자(형법 

제378조)

* 수표(Cek)가 부도 처리되면 형법상의 사기 범죄에 해당된다. 

지로(Bilyet Giro)의 부도 처리는 민사 사항이나 수표 부도는 형

법 제378조에서 규정한 사기 범죄에 해당되므로 지불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지불 수단으로 수표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지로로 지

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YSM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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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

2.14.1.9. 본인 혹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물건 대금을 지불하

지 않고 상습으로 매입 사기를 한 자(형법 제379조 a항)

2.14.1.10. 알면서 혹은 알면서라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에

서 장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거나, 교환하거나, 전당을 받거나, 

증여받거나, 이윤을 얻거나,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전당을 하

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숨긴 자 (형법 제480조)

2.14.1.11. 계약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선박 지휘를 거부한 선

장(형법 제453조)

2.14.1.12.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선박, 승선원 혹은 

하물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상 임무 수

행을 거부한 선원(형법 제454조)

2.14.1.13. 정해진 항로에 승선을 하지 않은 선원(형법 제

455조)

2.14.1.14. 선상에서 폭력으로 선장을 공격한 자 혹은 선상에

서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하여 상급자의 자유를 침해한 선원(형

법 제459조)

2.14.1.15. 성매매업 혹은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자(형법 제

506조)

2.14.1.16. 밀수를 행한 자(수출입법) 

2.14.1.17. 출입국관리법 관련 범죄자 중 구속에 해당되는 자 

2.14.1.19. 마약법 관련 범죄 범죄자 중 구속에 해당되는 자로써              

2.14.1.20.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는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외국인의 경우 하시

라도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피고의 신분이 되

면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 형량이 구속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 내국인 같으면 불

구속 수사를 받을 사건을 외국인은 구속의 도주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왕왕 구속 수사라는 불공정한 처사가 현실적으로 적

지 않은 실정이다. 주소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주의 우

려가 있다고 본다.  

2.14.1.21. 증거물 파괴 혹은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구속하지 않으면 범행에 관련된 증거물을 파괴해버리거나 인멸

시킬 우려가 있다 없다는 판단도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

의 주관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2.14.1.22.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고소자 혹은 고발자에 대하여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거나 아는 사람 간에 감정 충돌로 발생한 형사 사

건의 경우에 구속하지 않으면  재범 혹은 보복 범행을 할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2.14.2. 구속 명령서 및 영장

2.14.2.1. 구속 시에는 반드

시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

의 서명이 된 구속 명령서

(Surat Perintah Penahanan) 

혹은 법원의 구속 영장

(Penetapan Penahanan)을 

본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 명령서 혹은 구속 영장

에는 피구속자의 인적사항, 

간략한 구속 사유, 구속 시간 

및 구속되는 장소를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14.2.2. 구속 명령서, 구속 

영장 및 구속 연장 허가서의 사 본을 구속되는 자의 가족에게 

반드시 줘야하며, 구속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

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서면으로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에 의하여 구속되는 

한국 국적 보유자는, 구속되는 장소의 어디이던지 간에 괘념하

지 말고 구속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 직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본인의 구속 사실을 주인도네시아 한

국 대사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본인 스

스로 한국 대사관에 구속된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고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함이 바람직하다. 자국민의 구속 통보를 받으면 한국

대사관은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자국민의 형사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영사가 

대사관에 근무 중이다.      

2.14.3. 구속의 종류

구속되는 장소에 따라 국가기관에 구속, 자택 구속 및 주거지역 

내 구속으로 이상 3종류가 있다.

2.14.3.1. 국가 기관에 구속

피의자 혹은 피고를 구속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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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치장, 검찰청 유치장, 교도소 및 이민청 수용소가 있다. 확

정 판결문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 구속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이미 실형을 산 것으로 계산되어 잔여기간

만 복역하게 된다.

2.14.3.2. 자택에 구속 

피의자 혹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구속하는 방법으로 임

산부, 심신이 허약한자, 노약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 등 특별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택 구속을 허용할 수 있다. 자택 

구속의 경우 매주 정기적으로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에게 출두하

여 신고의 의무가 주어진다. 실형이 확정되면 자택 구속 기간의 

1/3(삼분지일)기간만 복역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14.3.3. 거주 지역 내 구속

생업 혹은 건강 등의 이유로 거주 지역 내 구속를 허용할 수 있

으며, 거주 지역의 지계를 시.군 단위로 하며, 매주 정기적으로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에게 출두하여 신고의 의무가 주어진다. 거

주 지역 내 구속 기간 중에 지정된 시.군 지역 밖으로 출타하려

면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형이 확정

되면 거주 지역 내 구속 기간의 1/5(오분지일) 기간만 복역한 기

간으로 계산한다.

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

의자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

방법원장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20일

+40일+30일+30일=최장 총 12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4.2. 검사에 의한 구속 기간 

공소 목적으로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구속일로부터 최

장 20일이며 관활 지방법원장이 구속기간을 추가로 최장 30일

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20일+연장 30일 =총 50일 이내에 공

소를 마치지 못하면 검사는 피고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

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

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에 대해

서는 관활 지방법원장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

을 연장하여 20일+30일+30일+30일=최장 총 110일까지 구속

할 수 있다.                        

2.14.4.3. 지방법원 판사에 의한 구속 기간 

재판 목적으로 담당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

장 30일이며 관활 지방법원장이 구속 기한을 추가로 최장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30일+연장 60일 = 총 90일 이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담당 지방법원 판사는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

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에 대해서는 관

활 고등법원장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30일+60일+30일+30일=최장 총 15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4.4. 고등법원 판사에 의한 구속 기간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담당 고등법원의 판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

간은 최장 30일이며 관활 고등법원장이 구속 기간을 추가로 60일

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30일+연장 60일 = 최장 총 90일 이

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담당 고등법원 판사는 피고를 무조

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

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

를 범한 피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회에 걸쳐 30일씩 추가로 구

속 기간을 연장하여 30일+60일+30일+30일=최장 총 150일 까

지 구속할 수 있다.

2.14.4.5. 대법원 판사에 의한 구속 기간

상소심 재판을 위하여 대법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0일

이며 대법원장이 기한을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50일

+연장 60일 = 최장 총 110일 이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대

법관은 피고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진단서에 의해 

심한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입증되는 피고 혹은 징역 최장 

9년 이상의 죄를 범한 피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회에 걸쳐 30일

2.14.4. 구속 기간

2.14.4.1.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 기간

수사 목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구속일로부

터 최장 20일이며 검사가 구속 기간을 추가로 최장 4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음 20일+연장 40일 =총 6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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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여 50일+60일+30일+30일=최장 

총 170일 까지 구속할 수 있다.

2.14.5. 보석 

구속된 피의자, 피고, 그 가족 혹은 법정대리인은 와병, 신상 혹

은 가정 사유 등 정당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걸거나 혹은 보

증금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승인 시 

보증인을 요구하며 (통상 변호사) 보석 승인 여부는 사법경찰관

이 직무상의 속한다.

2.14.6. 구속에 대한 이의 제기 

구속된 피의자, 그 가족 혹은 법정대리인(변호사)은 구속 및 구

속의 종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법경찰관

이 이의 제기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

법경찰관의 직속상관에게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구속에 대

한 이의 제기 수용 여부는 사법경찰관 혹은 그 직속상관의 직무

상의 권한에 속한다.  

혹은  기소 중지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혹은 체포, 구속, 수색 혹은 압류 등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적

법하지 않은 수사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 배상 청구 

혹은 복권 청구를 한데 대하여 판결하는 관활 지방법원의 고유한 

권한을 뜻한다. 적부 심사 제도는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부당한 

처리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과 사법

경찰관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행위의 공정성을 지

방법원이 감독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본질적으로 능동

적인 역할이 금지된 기관이므로 관계자가 신청하거나 청구한 사

항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기관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적부 

심사 청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2.15.1. 적부 심사 신청을 관활 지방법원장에게 내면, 지방법원

장은 판사 1인에 법원사무관 1명의 단독 재판부를 임명하고, 접

수 후 3일 이내에 심리일자를 공고하고, 심리일에 법정을 개정하

여 속성 재판으로 신청인 및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를 조사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을 내린다. 

2.15.2. 해당 사건을 법원의 적부 심사 재판부가 아닌 일반 재

판부에서 법정 조사가됐으나 적부 심사 재판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적부 심사 신청은 실효한다.

2.15.3. 체포 혹은 구속에 대한 적부 심사 신청 자격은 당사자, 

그 가족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있으며, 체포 혹은 구속이 적법하

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는 피의자를 즉

시 석방해야 하며, 체포 혹은 구속의 적부 심사에 대한 지방법원

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가 불가하다.

2.15.4. 수사 중지 혹은 기소 중지에 대한 적부 심사 신청 자격

은 사법경찰관, 검사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도 있으며, 

수사 중지 혹은 기소 중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를 해야 하며, 수사 중지 혹은 기소 중지에 

대한 적부 심사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2.15.5. 체포, 구속, 수색 혹은 압류 등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복

권 신청 자격은 피의자, 유가족,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다. 손해 배상 청구 혹은 복권 신청에 대한 판

결은 고등법원에 항소가 불가하다.  

2.16. 수색

          

(다음 호에 계속) 2.15. 적부 심사 제도

적부심사 제도란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의 체포, 구속, 수사 중지 

형사소송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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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1. 선생님 수학은 왜해요?

2. 선생님 어떻게 공하면 수학을 잘할수 있어요?

3. 수학에도 여러가지 분류가 있던데요?

4. 현대수학의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정의를 무시한 채 답을 구하는 것

에만 급급해 합니다. 이는 초상집에서 밤새 울고 아침 녘

에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튼

튼한 건물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듯 정의에 충실한 공

부여야만 그 위에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

계가 공리인데 증명을 해야만 하지만 워낙 당연한 것이

어서 증명 없이 받아 들이는 단계입니다. 정삼각형의 정

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60도이다.’가 공리에 해당합니다. 공리의 단

계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정리인데 우리는 이

것을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선 정리’, ‘드 모르간의 법칙’ 등이며 이는 반드시 증명

을 해서 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사용을 해야만 합니

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에 정사각형을 그린 모양을 기억

하실 겁니다.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대표적 증명이며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합니다. 이렇게 증명된 정리(공식)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풀이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정리

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오직 답을 찾기 위한 문제 풀

이를 하다 보면 조금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손도 대지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 수학의 기본이 증명이거늘 이를 무

시하고 그저 공식만 달달 외워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앙

꼬 없는 찐 빵이오, 오아시스 없는 사막입니다. 우선 정

의, 공리, 정리를 이해하고 증명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이

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습관이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그 무엇 보다 중요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목을 구분할 때 이해 과목과 암기 과목으

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 과목과 암기 과목을 구분

하는 기준을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과목이라고 해서 이

해만 하면 되고, 암기 과목이라고 암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암기과목이란 이해와 암기의 비중 중 암기 쪽

이 조금 더 많기 때문이며, 이해과목이란 이해와 암기 중 

이해의 비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해과목이라고 말하는 

지난 호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

이 꼭 수학자,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의 일상 생활 속에서 당면한 어떤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서 주먹 구구식이 아닌, 마치 수학 문제를 풀이 하듯 한 

단계 한 단계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수학을 공부한 효

과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시험의 결과를 무시할 순 없겠

죠? 실력도 쌓아가며 성적도 좋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수학은 정의(定義), 공리(公理), 정리(定理), 이 세 단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의란 수학적 용어의 뜻 내지는 

수학 기호 등, 증명 없이 받아 들리는 수학의 첫 단계입니

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정식을 풀이해 왔지

만 ‘방정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방정식이란 ‘미지수에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고 이 때 특정한 값을 해, 

또는 근이라 합니다. ‘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저 ‘동

그란 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원래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

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 때 한 

정점을 중심,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지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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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곤의 수학이야기

것입니다. 흔히들 수학을 이해 과목이라고 이야기 합니

다. 맞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해 60%, 암기 40%정

도의 비중 인 것 같습니다.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

도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공식을 암기해서 문

제에 적용합니다. 만일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으로 그치

면 문제는 풀이 하는데 너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이해 없이 공식을 암기만 했다면 응용된 문제의 

풀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공식에 대한 유도과정의 충

분한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지 않으면 역시 수학의 실력

은 쌓이지 않습니다.

 수학은 기호 학문입니다. 적절한 기호를 적절한 곳에 사

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학창시절 유독 수학 선생님들

의 판서는 왜 그리도 가로줄 세로줄이 딱딱 맞았던지요. 

헌데 그것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왜 그와 똑 같은 풀이

를 하지 못할까요? 문제에 합당한 기호를 사용하여 일목

요연하게 풀이를 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입니다. 역시 

답을 구하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아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풀이가 흘러가기도 합

니다. 수학 시험의 4지 또는 5지 선다형이 가져온 패단 

이기도 합니다. 평상시 공부할 때 아무리 짧은 풀이라도 

가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신 후 다음 시간에 공부해 올 페

이지를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웅성웅

성…. 다음 시간, 선생님은 들어오시자 마자 번호를 부르

기 시작하셨고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문제 풀이를 시

키셨습니다. 설명이 부실하거나 문제 풀이가 틀리면 무조

건 몽둥이 5대. 학생들은 “처음이니까 그러시겠지, 설마 

1년 내내 가겠어?” 라며 웅성거렸지만 선생님의 이 방식

은 2학년 내내 계속 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거라곤, 

한 학생의 내용 설명 후 “잘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

명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또는 문제 풀이 후 “잘 

풀었는데 이 방법 말고도 이런 방법도 있다” 등 보조 역할 

이셨습니다. 수학 시간 전이면 학생들은 체육복을 두 벌

씩 안에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교복을 입는 준비를 했고, 그

러면 선생님의 몽둥이 강도는 더욱 강해 지셨습니다. “저 

선생님은 감기도 안 걸리나?”, “저 선생님은 집안에 일도 

없나?” 등 학생들의 아우성은 커져 갔지만 선생님은 아랑

곳 하지 않으셨습니다.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그 몽둥이

가 무서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본인 또한 그 중 한 명이었

습니다. 2학년을 마칠 즈음 저도 모르게 ‘아! 수학 공부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 후 수학

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공

통수학(현재의 10-가,나)을 혼자 모두 공부할 수 있었습

니다. 성함도 잊은 채 그저 ‘애비’ 라는 별명으로 불리시던 

그 무서운 수학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글을 쓰

면서 새삼 다시 느껴 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수학공부를 할 때 정의에 충실하십시오. 정리에 대한 증

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십시오. 문제를 풀이 

할 땐 절대 눈으로 하지 마십시오. 연필로 정서 해가며 정

확한 기호를 사용하여 풀이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수학

은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얼

마나 할여고 하느냐에 따라 좌우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것이 수학이고, 아무리 실력 없는 선생님이 가

르쳐도 자신이 하려고 들면 되는 것이 수학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위의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1년 후 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 지난 호의 39쪽 3번째 줄의 C와 U는 x와 y로 수정합

니다.

눈으로만 하지 말고, 연필을 사용하여 아래로 아래로 풀

이를 해 간다면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질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판서가 학생들 보기에 좋으라

고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선생님처럼 그

런 풀이 방법을 익히도록 해 보십시오. 그것이 수학을 빨

리 익히는 지름길 입니다.

 

 이제 저에게 수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은사님 한 분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첫 시간, 한 손에는 큼직한 몽둥이, 한 

손에는 출석부와 교과서를 드신 조폭 두목쯤으로 보이

는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의 이름 소개에 이어 

“나는 실력이 없어 앞으로 일 년 동안 수학은 이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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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cabali 차밭은 고원지대 차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

여준다. 차를 따는 대나무 광주리를 멘 여인들의 모습은 

차밭과 아주 잘 어울린다. 찻잎을 가득히 따 담은 광주리

를 내려놓고 길가에 모여 앉아 있는 여인들의 눈길에서 

평화로움이 묻어난다.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하는 

게 몸에 배인 여인들의 눈은, 삶의 가난에 찌든 눈이 아

니라 삶의 고통을 초극한 눈빛이다. 가난에 자신의 삶을 

지배당하는 노릇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인들은 

일깨워 준다. 해발 2,434미터 높이의 Kawah Putih (하얀 

분화구)에서 해발 1200미터 정도까지 내려와 Patengan 

호수로 향하는 동안 옅고 짙은 초록이 양탄자 처럼 펼쳐

져 있는 차밭을 산책하다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싶다. 분

명 뿐짝의 차밭과는 다른 짙은 초록이 산록을 온통 덮고 

우리 눈을 상쾌하고 즐겁게 해 준다. 차밭에는 작은 마을

이 있다. 찻잎을 따면서, 차의 향기에 물든 삶이기에, 차

밭에 묻혀 일생을 차와 함께하는 여인들의 생은 신이 내

린 축복이 아닐까.

  ‘호수에 앉으면 안경을 벗는다’

 이 차밭의 정상 해발 1,600미터 높이에 SITU(호수) 

PATENGAN(그리워하며 찾는다는 뜻)이 있다. 자연산 

강으로 된 65헥타 규모의 Patengan 호수는 옥빛의 신비

를 간직한 Kawah Putih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호수의 물은 투명하게 맑아서 호숫가에 앉아 호수 건너

편의 풍경이며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세

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호수에 앉으면 안

경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어느 시 구절처럼 나도 자아, 고

집을 모두 버리고, 고민과 갈등을 전해주는 파문과 강아

지 풀 형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내 좋은 사람과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 곳이다. 특히 호수에 도착하

기 전에 고도에서부터  전나무, 소나무로 둘러싼 호수의 

경치는 한국의 어딘가에서 본 듯한 풍경으로 친밀하면서

도 시간이 멈춘 듯하다. 가끔 크리스마스 나무라고도 불

리는 전나무 사이로, 차밭 사이로 Situ Patengan으로 향

하는 산악용 자전거 행렬은 자연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

루며 달린다.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SITU PATENGAN은 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이라고 한

다. 그 때문인가? 이 호수에 오면 본능적으로 지독한 사

랑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괜시리 눈물이 난다. 어떻게 사

랑해야 하는 가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언제까

지나 아프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이 호수는 말해 주고 있

다. Rengganis여신과 Indrajaya왕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

었다. 행복했던 만큼 고통과 질시도 한꺼번에 받았다. 여

지독한 사랑 아야기가 있는 연인들의 장소
길을 잃어버리고 싶은 차밭이 펼쳐져 있는

Situ Patengan 
                          (그리움 가득한 호수)

JIKS 사회과교사 사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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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신과 왕실의 반대로 둘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이 

Patengan호수의 물은 맺지 못할 사랑 때문에 흘린 여신

과 왕자의 눈물이라고 전해진다.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

었다’는 시처럼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그들은 울고 또 울었

다. 달빛아래서나 햇빛아래서나 불쑥불쑥 다가오는 사

랑을 위해 그들은 둘이 서로 찾을 Pateang-teangan 계

획을 했으며 그것으로부터 유래되어 이 호수의 이름이 

Patengan 으로 지어졌다 한다. 70년을 하루 같이 그리워

하며 찾아 헤매다가 결국 어느 화창한 날 둘은 운명적으

로 이곳에서 다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호

수 가운데 있는 섬에서 70년을 더 살았다고 한다. 또 이 

섬 가까이 바위가 있는데 이승에서 못 다한 사랑을 영원

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그들은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그

래서 이 바위를 사랑의 바위라고 한다. 물 밑에 잠긴 바위

의 아래 부분은 두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소문에 의

하면 연인 사이가 이 사랑의 바위에 오면 그들은 영원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웨딩 사진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결혼기념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

데이를 보내기 위한 당신의 장소가 아닐까?   

  이 호수에 오면 금단의 사랑이야기가 생각난다.

  먼 프랑스 파리 동쪽의 공동묘지에 특이한 무덤이 있다. 

중세의 어둠 속에서 격렬하게 타오른 수녀 엘로이즈와 

사제 아벨라르의 금단의 사랑이야기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지낸 건 1년이지만 인간적인 사랑과 신께 맹세한 

사랑 사이의 갈등을 짊어지고 평생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낸다. 아벨라르가 죽고 22년 뒤에 엘로이즈가 죽자 그

녀의 유언대로 연인 옆에 묻기 위해 묘를 파헤쳤다. 그러

자 아벨라르가 두 팔을 활짝 벌려 그녀를 맞이했다고 한

다. 진실로 사랑은 이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주변 풍경들..... 가는 길

   이 곳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휴무 없이 개장하나 레크

리에이션 시설 이용 가능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입장료는 일인당 단돈 1000루피아 이며 자동차

는 3500루피아이다. 신나는 점은 쌈짓돈 30000루피아

로 우리는 노젓는 배와 함께 건너편 섬을 향하는 호수 가

장자리를 따라 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호수는 신선하

고 상쾌한 공기의 Patengan 식물 채취 금지 구역 산림지

와 Ciwalini 차밭으로 둘러 싸여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

습을 간직하고 있는 주변 풍경과 더불어 낚시도 할 수 있

다. 이곳의 기온은 18℃~23℃이다. 

  Ciwidey에는 아주 많은 관광 장소들이 있다. Ranca 

Upas는 사슴 번식지로 잘 알려진 곳으로 동물원으로 

공급할 사슴을 키운다. 약 200마리의 사슴이 이 Ranca 

그리움 가득한 호수 _ Situ Pate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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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s 숲에서 자유로

이 살고 있고, 이 지역

에 야영지가 있다. 또 

추천할 장소로는 호

수에서 2km 떨어진 

곳의 차밭사이에 있

는 온천 수영장 Ran-

ca Walini와 Cimang-

gu가 있다. 이 장소들

은 서로 가까운 거리

이며 흰 분화구와 Patengan호수로 가는 길에 있다. 

   Ciwidey는 남쪽 반둥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자카르타

에서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 Cileunyi 톨게이트를 지

나 Kopo톨을 나와 Soreang으로 방향을 틀면 Ciwidey로 

향하는 표지판이 보인다.

  특산물, 논이 보이는  Sindang Reret 레스토랑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Ciwidey특산물이 하나 

있다. ‘Kalua Jeruk, Ciwidey 도시의 특산물’이라고 쓰인 

슬로건이 Jalan Raya Ciwidey로 가는 길목에 많이  걸려 

있다. Kalua Jeruk은 귤 껍질 사탕으로 어린 발리 귤 껍질

로 만들어 졌으며 빨강,노랑, 초록, 오렌지색에서 흰색까

지 여러 종류의 색으로 가공 되었다. 맛은 혀에서 독특한 

맛이 난다. 싱싱한 딸기 쥬스와 dodol, 그 외 여러 종류의 

딸기 가공품도 있다. 차밭이 시작 되기 전에 딸기 밭이 있

으며, 여기서 여행 중에 먹을 식량으로 신선하고 잘 익은 

딸기를 혼자서 딸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Ciwidey지역의 Sindang Reret호텔, 레스토랑에서 식

사를 하면서 논에 날고 있는 잠자리 떼의 소리를 들으라

고 말하고 싶다. Sindang Reret에서 Ciwidey에 관한 여

행 정보도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Jl. Raya Provinsi Ciwidey 022-5928205

숙박료 Deluxe Room 350,000루피아(Weekend). 

  어머니처럼...

  차향기를 맡으며 호수 가까이에 작은 집 한 채 짓고 바

깥세상과 단절한 채 살고 싶다. 살고 있는 도시가 까마득

하게 멀게 느껴진다. 온갖 소음들과 불빛들로 북새통인 

도시의 삶을 생각하면 끔찍해진다.

  하지만 어찌하랴. 도시에는 삶의 터전이 있고 일이 있고 

지기들이 있는 것을. 무엇보다도 몸이 도시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그러니 자연을, 호수의 평화와 정적을 끊임없

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러 시간 짬짬이 자연을 찾을 

도리밖엔 없는 것을.  기다리는 법과 노래하는 법을... 누

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호수에 담을 

수 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영원을 약속했던 아

픈 젊은 날의 사랑을 찾을 수 있기에... 

   맑은 물과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으며 지친 몸과 마

음을 다스리는 데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호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처럼 늘 우리를 껴안아 맞아줄 준비를 해 놓

고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소박한 자연 속에서 나만의 여유를 갖고, 나는 순례자가 

되기도 하고 낭만적인 시인이 되기도 한다. 

불현듯 가슴에 차오르는... 늘 내 가슴에 피어있는 꽃, 그

대와 만나기도 하면서.....

인니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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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반기문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을때 우리나라 각계에서는 ‘단군

이 나라를 세운 5천 년 역사이래 최대의 경사’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만큼 우리

나라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나왔다는 사실은 가히 역사적인 일이다. 유엔사무총장

이란 자리도 대단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 또한 정말 어려운게 사실이기 때

문이다.   

   유엔 사무총장직은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다.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

를 받으며 지명도에선 미국 대통령에 버금가고, 도덕적 권위면에서 교황의 권위에 

종종 비유되기도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전세계 192개 

회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공평무사하게 풀어내야 하는 고난도 외교력이 요구

되는 유엔 외교의 사령탑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

지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을 하는 직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른 인물인 반기문은 그러나 

그의 성장과정을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평범한 사람

보다 오히려  환경적으로 열악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에게는 세계적인 인물

이 되기에 필요한 어떤 구비된 환경이 없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외적인 어떤 환

경적 요인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내적으로 키워온 실력과 성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인품이였다.  결국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 부단한 노

력과 인내로 갖춰진 내적인 요인임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

히 배울 수 있다. 

                     

기울어진 가세에도 불구하고 

   반기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은  반기문이 중학교 3학년

때 부터이다.  ‘서울에서  좋은 사업을 할 게 있으니 돈을 좀 대라’며   꼬드기

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다가오면서 가정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아버지

는  반신반의하다 하는 말이 하도 그럴 듯해, 재산과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 

잡혀 돈을 만들어 줬는데  그날 저녁 그는 그걸 들고 종적을 감춰

버렸다. 그게 기문이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였기에  얌

전히 집에서 살림만 하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생계 전선

에 뛰어들어야 했다. 변화된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

소년기이지만 그러나 반기문을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늘 상위권을 달리며  공부에 열심

을 내던 기문은 집이 가난해졌다고 공부를 게을리 

할 일도 아니고 , 특별히 변한 것도 없다고 생각

하고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

도 많이 도와 드렸다. 앉아서 공부만 하

는 자신에겐 이런 집안일이 운

동이 된다면서 즐겁게 

세계유엔사무총장

반 기 문
손 은 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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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형제끼리 의좋게 지내니 가세가 기울었다는 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법도 했다.  공부만 하겠다며 책

만 보지 않고 동생들을 거두는 장남에게 부모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학교에선 미래가 촉망되는 우등생에 영

재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냥 인심 좋고 얌전한 반 씨네 

장남이었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며 어떤 태도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며 사는 사

람.”이라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식구들이나 어렸을 

적부터 그를 보아온 사람들은 그에 대해 정의한다. 반기

문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는 결핍을 통해 배운 것

이다. 돼지를 키우며 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물론 돼지를 키우는 일은 그가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지가 잘 자랄 수 있고, 돼지가 잘 자라줘야 학

비와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시할 일

은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삶의 태

도는 그가 어른이 되어 차관을 하고 장관을 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열악한 학습환경 

   충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영어를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을 채우기에 환경은 턱없이 초라했던 것이다.  그가 

좀더 깊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겨

우 자신의 몇푼 안되는 용돈을 탈탈 털어 타임지를 구입

하는 것이였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타임’지는  쉬운 제

목과는 달리 잡지 내용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열

심앞에서 영원한 난제는 없는 법이다.  속도가 좀 붙자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서서히 내용에 빠져 들었고 

이렇게 <타임>을 읽게 되면서 소년 반기문은 조금씩 큰 

세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기문의 영어 공부에 대

한 열정은 고등학교 와서도 여전했다.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유일한 방송기자재인 커다란 녹음기를 한 대 내주

면서 교과서 내용을 녹음해 리스닝 교재를 만들어 보자

고 하셨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었던 기

문은 그런 환경을 스스로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

서 기문은 미국인이 사는 동네를 찾아다니며 미국부인

에게 교과서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여 겨우 리스닝 교

재를 만든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기문의 모습은 미국인 부인에게 매

우 인상적이었다. 교과서 녹음을 다 끝내고 영

어 교재를 다 만든 후에도 기문은 계속 미국

인 기술자 가정을 찾아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녹음을 도와주었던 부인이 영

어 공부에 열의가 넘치는 기문을 이웃 부인들

에게도 소개해 주었다. 열심을 내는 기문의 태

도에 감동되여  미국부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

문을 도와주었다.

좋은 교사와의 만남

   이렇게 영어에 푹 빠져 있는 기문에게 김성태라는 영

어선생님은 더 큰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주셨다. 기문이  

외교관이라는 꿈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였다. 

평소에 기문의 성실한 모습과 뛰어난  영어실력을 눈여

겨보던 김성태 선생님이 기문을 비롯한 우등생과 모범생

을 청소년 적십자단에 가입시키는데 그 이유는  공부 잘

하는 엘리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많

은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회와 인류에 대

한 봉사 마인드를 키워야 한다는 그의 교육철학 때문이

었다. 

   그 당시 미국의 적십자사에서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청

소년들을 미국으로 초대해 한 달 동안 연수를 시켜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장래와 도전에 관심이 많던 김성태 선

생님은 서울에서 열리는 영어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비

스타 프로그램에 뽑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문에게도

전해보도록 권유한다. 이를 위해 영어신문을 읽으면서 

기문은 살아있는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이

충주고 3년때 적십자 비스타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을 방

문하기 전 공항에서. 맨 왼쪽이 반기문 사무총창, 맨 오른쪽

은 환경그룹 곽영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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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상과 세계를 보는 시야도 넓어

지게 되었다. 기문이 비스타 프로그

램에 선발되면 그의 인생에도 전환점

이 되겠지만 충주고가 지방 명문을 넘

어 전국적인 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예상대로  많은 응시생 

중에서 기문이 혼자 80점대를 받아 1등

이었고 기문은 다른 남학생 한 명, 여학생 

두명과 함께 비스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기문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칠

레나 유고슬라비아, 파나마 같은 작은 나라의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1963년에  

무난하게 서울대 외교학과에 합격했다. 시골 

학교를 다녔던 반기문이 김성태 선생님과 같

은 열의 있는 영어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열아홉에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

기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꿈은 씨앗

인 상태로 발아되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반기문은 자신의 꿈에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 꿈의 줄기와 이파리를 생생히 키워갈 수 있

었다. 꿈도 물을 줘야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 

   소년 반기문은 장차 외교관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할 기

본인 영어공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공부를 착실히 한 

학생이다. 책을 좋아하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던 충주

의 한 소년이 그 영어실력 때문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도 만나고, 비스타장학생으로 함께 간 인연으로 장차 자

신의 아내가 되는 소녀도 만나게 되고 외교관이 되겠다

는 꿈도 키운다. 소년 반기문이 공부 할 때 훗날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큰 사명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

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과 도전이 소년에게 큰 세계를 열어준 것이다.  반기문이 

꼼꼼히 받아 적는 데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수업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해놓은 노트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성적

은 항상 상위권이었다. 

   좋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받아쓰기를 잘해야 한

다. 말 한마디, 단어 표현 하나에 큰 땅덩어리가 왔다갔다 

할수 있고, 사소하게 들리는 듯한 단어 하나에 국익이 좌

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한 반기문은 졸업

과 동시에 1970년 외무고시 3기에 차석으로 합격을 했

다. 외교부 입부 연수를 마친 후 기문은 해외 근무지 중 

인도를 지원했다. 

   당시 인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 대신 총영사관이 있었

는데, 바로 당시 인도 총영사였던 노신영이라는 분이었

다. 노신영은 인도 총영사를 거쳐 1980년대에 18대 외무

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게 되는 한국 정치사에서 꽤 

걸출한 인물이다. ‘배짱 외교’라고 하여 배포와 냉철함이 

겸비된 외교관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그 역시 반기문처

럼 어렵게 공부해 자수성가했다. 

   노신영은 그처럼 ‘기본에 충실하는 법’을 애써 가르쳤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시하기 쉬운 덕목들을 깨닫게 

했다. 깔끔한 매너와 섬세한 관리 등 외교관으로서 갖춰

야 할 덕목을 배우기에 노신영만한 역할모델이 없었다. 

좋은 것이라면 얼른 배우는 반기문은 대선배 노신영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성실한 바탕에 좋은 것들을 더 흡수

한 반기문은 그렇게 몸에 밴  성실성 때문에 그 후 남보다 

더 빠른 승진과 성공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듬어진 인품 

   그는 외교부 초고속 승진의 전설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도 그가 시기나 질투보다는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

던 이유는 그의 능력과 더불어 그의 다듬어진  인품 때문

충주고 3년때 워싱턴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원내 학생이 

반기문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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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 이야기 7

이라고 볼 수 있다.  일이나 능력에서라면 반기문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일을 잘한다고, 

승진이 빠르다고 유세를 떨거나 하지 않았다. 자신을 낮

출 줄 알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

니 윗사람들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들은 아랫사람대로 

그와 함께 일하려고 했다. 

   반기문이 가지고 있는 잘 다듬어진 품성은 그의 능력보

다 더 값진 것이다. 그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었을 때

도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

하해주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잘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반기문은 

다른 인물에 비해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거의 없는 편이

다. 그 비결이 궁금했다. 선배나 상사들도 열심히 일하는 

반기문을 아끼고 신임했지만 후배 직원들에게도 존경받

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건 

없건 간에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

니 후배들의 존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사소한 서류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는 업무처리 방식은  

최고위직으로 올라가서도 바뀌질 않았다. 중요한 회담이

나 협상도 많고 고유 업무에 행사 참석까지 일이 많아졌

는데도 말단 직원처럼 자질구레한 일까지 손수 챙겼다. 

온화한 성격에 친화력도 좋은 반기문이지만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일과 자기 관리에는 철저하다 못해 가

혹하기까지 해 ‘외유내강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는 외유내강에 단단할 강이 하나 

더 붙은 것이다. 외교 업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전, 국민 보호에 관련된 일이니만큼 사람 좋은 그의 성

품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

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혼을 내는 법은 없었다. 차분하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으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말

해주었다. 그러면 되레 직원이 알아서 반성하고 고쳐나

갔다. 평소 그가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지 잘 알고 있었

기에 그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그를 따라 피곤할 정도

로 열심히 일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며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반기문은 하도 사는 것이 검소한데다 태도도 

겸손하니까 동네사람들은 반기문 가족이 외교관은커녕 

고위 공직자인 줄 짐작도 하지 못했다. 반기문은 새벽같

이 나가 밤늦게야 돌아왔고, 부인 유순택씨는  조용조용

한 성품 탓에 그저 평범한 주부이겠거니 정도로만 생각

하고 있었다. 

   반기문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비결은 ‘정

성’뿐이라는 것을  노선영 총리에게 배워 자신의 철학으

로 만들었다. 편지에 대한 그의 철학은 그의 또 다른 

세심한 면모를 보여준다. 2000년도 차관 시

절 인사상의 민원 등으로 직원들의 편지

가 하루에도 대여섯 통씩 올라왔다. 당

장 처리할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 

해도 시간을 내어 꼬박꼬박 이를 읽어

보고 짧게라도 늘 답장을 썼다. 편지를 

읽는 것이든 답장을 보내주는 것이든 시

간을 낸다는 의미를 넘어 상대방에게 성의

와 정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를 다소 못마땅

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그와 30분만 이야

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인간적

인 매력에 팬이 되어버린다는 소리

가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 있다. 개

인적인 생활 철학을 묻는 한 인터

뷰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나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

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

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는 먼저 인간이 돼야 진정 성

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다, . 

UN 사무총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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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나 운전을 해주는 기사들에게

도 늘 깍듯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지위고하

를 막론하고 늘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

게 그가 보기 드물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미

지를 심어 주었다. 

   반기문의 유엔사무총장에의 도전은 사실  처음부터 성

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

니 전 세계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특히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맺은 크고 작

은 인연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인연도 

유엔시절 그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 베푼 작은 친

절과 배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상대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이었기에 라이스가 앞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본 것도 아

니건만 그녀와의 인연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

고 이 인연으로 유엔 사무총장 선출시 자신

이 보좌하는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

었다. 이렇듯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큰 성취를 이루어낸 것은, 그

가 작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상대가 누

구든 상관없이 언제나 친절하게 배려하

려 애쓰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서 비

롯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계산이 개입

되지 않고 진심으로 베푼 모든 선한 행동

은 세상을 한 바퀴 돌아 자신에게 큰 행운

UN에 첫 출근을 한 반기문 사무총장

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교과서처럼 정확히 보

여주고 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산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대에 합격하려 하고 더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한

마디로 모두가 분투노력한다. 그런데 성공가도를 달리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두가지 유형이 있다. 성공할수록 주

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주위로부터 신임을 더욱 두

텁게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치가 높아

질수록 주위에 그로 인한  희생양이 많아지고  점점 주위

로부터 신임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 성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를.

   내가 성공가도를 달릴수록 내 주위에 적이 많아지고 있

는지, 내 성공으로 인해  희생과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많

아지는지  아니면 내 성공으로 인해 그 그늘에 쉼을 누리

고 긍정적인 도움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는지를. 반기문

은 성공가도를 달릴수록 그 주위에 희생양이 많아진 것

이 아니라 그를 흠모하고 따르는 이들이 많았으며 많은 

이들에게  더욱 두터운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보기드문 

인물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기 자신의 높은 바벨탑을 

위해 타인을 희생하고 군림하는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타인이 유익

을 얻게 되도록 배려하고 위치가 높아질수록 공익을 추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 남기위해서는 남이야 어떻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질주하는 현대인들에게 반기문 유

엔사무총장의 삶은  타인을  위해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

는   인격적인 됨됨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가장 튼튼한 초

석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신웅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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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글: 박규영

PPh 21 계산

예제로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세법

   예제로 알아보는 인니세법 6편에서는 PPh 21에 대해 알

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면 가장 쉽고 정

확하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예제) PT.Mahardika 회사에 근무하는 기혼이면서 아이가 

아직 없는 아브라르씨는 2백만 루피아의 월급을 받고 있

다. 잠소스택에 가입된 PT. Mahardika의 근로자들은 월급

의 0.5%와 0.3%의 안전사고와 사망보험수수료를 납부하

고 있다.

   PT.Mahardika는 노후보장보험료를 월급의 3.7%를 아브

라이씨는 2%를 납부하고 있다. 이 외에 PT.Mahardkia는 아

브라이씨를 위해 연금을 보험을 납부하고 있다. 

PT.Mahardika는 월 4만 루피아, 아브라르씨는 월 2만5천 루

피아의 연금보험을 납부하고 있다.

Penghitungan PPh pasal 21 :

Gaji sebulan   Rp  2,000,000

Premi Jaminan Kecelakaan Kerja Rp     10,000

Premi Jaminan Kematian  Rp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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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2,016,000

Pengurangan

1. Biaya Jabatan   Rp   100,000

2. Iuran Pensiun   Rp    25,000

3. Iuran Jaminan Hari Tua  Rp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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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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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ghasilan neto sebulan  Rp  1,850,200

Penghasilan neto setahun  Rp 22,202,400

4. PTKP setahun :

- untuk WP Sendiri  Rp 12,000,000

- tambahan untuk WP Kawin Rp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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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1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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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ghasilan Kena Pajak setahun Rp  9,002,400

PPh Pasal 21 terutang :

 0.5% X Rp 9,002,000 = Rp 450,100

PPh Pasal 21 sebulan :

  Rp  450,100/12  = Rp  37,508

   상기의 예제를 가지고 PPh 21를 계산하는 몇가지 중요

한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PPh 21의 Tarif은 역시 누진율이 적용되며, 연

간 소득 2천5백만 루피아 까지는 5%, 2천5백만 루피아이

상 5천만 루피아 이하까지는 10%, 5천만 루피아 이상부

터 1억 루피아까지는 15%, 1억 루피아 이상부터 2억 루

피아까지는 25%, 그리고 2억 루피아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서는 35%가 적용됩니다. 상기의 예제에서는 Penghasilan 

Kena Pahak Setahun이 5,310,000루피아 이므로 5%가 적

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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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PTK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enghasilan 

Tidak Kena Pajak의 약자로써, 연간소득 천2백만 루피아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월소득 백만 루피

아 이하의 근로자는 PPh 21 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

다. UMR(최저임금) 인상등을 감안하여 PTKP 금액은 계속 

법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아울러 Status가 Kawin(기혼)인 

경우이므로 백2십만 루피아의 PTKP금액이 더해집니다. 만

일 자녀 및 Tanggungan이 있다면 3명까지는 각각 백2십

만 루피아, 즉 3백6십만 루피아의 PKPT가 더해져서 그만

큼 PKP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납부할 세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PPh 21의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WP의 Status 인데 이는 

매년초에 업데이트 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 

6월에 결혼을 하였을 지라도 2005년 말까지는 Status의 변

화가 없게 됩니다. 자녀를 득한 경우도 익년에 Status에 반

영되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Biaya Jabatan 이라하여 소득공제가 되

어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직원이라면 Jabatan에 상관없

이 (Biaya Jabatan이라 명칭될지라도) 소득의 5%를 공

제받습니다. 하지만 최대 100,800루피아 까지만 인정됩니

다. 예를 들어 Gaji sebulan이 1,650,000루피아라면 5% 

X Rp 1,650,000 = 82,000 이 공제되나, Gaji sebulan 이 

5,000,000루피아라며 5% X 5,000,000 = 108,000(최대)가 

적용되게 됩니다.

Biaya Jabatan과 함께 Pengurangan 항목을 보시면 Iruan 

Pensiun 25,000루피아가 소득공제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를 

보시면 아브라르씨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은 것

입니다. 만일 아브라르씨가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납부를 해주었다면 아브라르씨의 PPh 21의 계산에서 당연

히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직원을 위해 

납부한 Iruan Pensiun을 비용처리 했을 것이고 만일 아브라

르씨가 소득공제 된다면 이는 이중으로 공제되어 결국 정부

제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Pajak은 

손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상기의 예제를 보시면 Iruan Jaminan Hari Tua의 경

우, 회사가 3.7%를 부담하고 본인인 아브라르씨는 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ngurangan에 보시면 본인부

담의 2.0%에 해당하는 4만 루피아가 공제 되고 있는 것입

니다. 이는 예제의 회사가 납부해주는 Iruan Pensiun 4만

루피아에 대한 내역이 바브라르 씨의 소득세 계산에서 누

락된 경우와 일맥상통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

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납부를 해주는 Tunjangan과 

Premi는 근로자의 소득에 합산한다는 점이 혼동하기 쉬

운 점입니다. 예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회사가 부담해 주는 

Premi Jaminan Kecelakaan Kerja 0.5%와 Premi Jaminan 

Kematian 0.3%는 결국 근로자의 소득의 증가로 보기 때문

에 Gaji sebulan에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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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교통체증 정말 지긋지긋하다!” 자카르타로 출퇴근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매일 매일 입버릇처럼 토해내는 말이다. 또 차가 잘 빠져나가는가 싶다가 텅빈거리 임에도 운전수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살며시 길에 설치된 둔턱을 지난다. 그럴때면 ‘뭐 때문에 이런걸 설치해놓은 거야? 정말 알 수 없는 나라군 으으으~’ 뭐 이런말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일상에서 부닥치는 교통체계 안에서도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할 것이다.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이게 인도네시아구나’라고 우리 몸 스스로가 반응을 보였던 그 순간. 그리고 나에겐 또 한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 교통체증과 길 위에 자랑스럽게 놓여있는 그 놈의 둔턱(안전방지턱) 때문에 멀미가 날 정도로 수도 없이 달리고 멈추기를 반복했던 기억이…. “왜 이렇게 둔턱이 많은 거야?”라는 질문에 아내는 대답했다. “뭐 둔턱? 아~ 폴리시 띠두르!” 그러고는 키득키득 웃는다. 속도방지턱 또는 안전방지턱 쯤으로 한국에서 불리는 것이 이곳에선 폴리시 띠두르 즉 인도네시아말로 Polisi Tidur는 ‘잠자는 경찰’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마 인도네시아 만큼 경찰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많았다 길에 누워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가는 우리 차를 무조건 멈추게 하는 경찰들이….

   ‘속도방지턱’이 어떻게 ‘잠자는 경찰’로 불릴까? 책,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현지인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해답을 찾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쬐~끔 살아본 사람이라면 대충 ‘속도방지턱’과 ‘잠자는 경찰’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그 이유를 두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다.
   첫째는 두려운 존재로서의 경찰의 모습니다. 현재 ‘서비스 정신’을 제1 모토로 삼고 있는 한국경찰에 비하면 이곳 경찰

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군사독재 

시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군부와 경찰의 파워는 여전히 강하고 

그 수는 불어날 때로 불어나 있으며 또한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일반시민들은 경찰을 무서워하고 불신한다. 만약 

경미한 차 사고가 나면 양측에서 차량의 피해정도에 따라 대충 

합의를 본다. 경찰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경찰

이 개입되면 수리비 외에 경찰에 헌납(?)해야 하는 비용이 만

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통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사고 방지

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폴리시 띠두르는 주택단지의 입구

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도 구석 구석 강압적으

로 속도를 줄이라며 경찰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폴리시 

띠두르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으면 시민 어

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내가 살고 있

는 주택단지 내 총 600여 미터 길이의 길에 13개의 폴리시 띠

두르가 설치되어 있다. 50미터가 안 되는 간격에 하나꼴로 세

워져 있는 셈이다.

앗 --;; 경찰이 누워있다!

Polisi Tidur (폴리시 띠두르)

키워드로 보는 인도네시아

글: 김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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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워킹(Power Walking) 다이어트란?

파워 워킹은 일반 걷기보다 빠르고 힘차게 걷는 것으로 달리기 직전

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말한다. 몸은 힘든 운동을 할 때는 당질

을,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지방질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달리는 것

보다 빠르게 걷는 것이 다이어트 효과가 더 높다. 파워 워킹을 하면 

혈액 공급량이 많아져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뼈

가 튼튼해져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며, 신진대사를 높여 살이 찌지 않

는 체질로 바꿔준다. 또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

이고, 스트레스를 없애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

파워 워킹을 하기 전 10분 정도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다. 

처음 10분 정도는 가볍게 걷다가 점점 속도를 높여 빠르고 힘차게 

걷는다. 끝내기 5~10분 전부터 속도를 줄여 운동을 마친 다음 10분 

정도 다시 스트레칭을 해 몸을 풀어준다. 처음 걷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근육이나 무릎, 발목 등의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으

므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 숙달되면 걷는 속도를 높인다. 일

주일에 3~4회 이상 5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탄력 있고 건강한 몸

매를 만들 수 있다.

▼ Step 1 올바른 파워 워킹 자세

1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 가슴을 내민다. 상체

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시선이 아래로 향해 다칠 

수 있으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2 허리는 곧게 펴고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을 준다. 골반도 자연스럽

게 움직여 주는데 너무 흔들지말고 상하좌우로 조금씩 움직인다.

3 발은 15。 정도 밖으로 벌린 다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도록 앞

으로 크게 내딛고, 발가락 끝으로 땅을 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발

이 앞으로 나가며 뒤꿈치가 바닥을 칠 때 발목으로부터 몸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으로 걷는다. 보폭은 키에서 100cm를 뺀 너비로 걷

는 것이 적당하다.

4 시선은 수평보다 조금 위로 15m 전방을 보고 턱은 안쪽으로 당긴

다. 숨은 호흡에 맞춰 코로 자연스럽게 내쉰다. 코로 숨을 쉬면 코 

안의 점막이 공기 중 나쁜 물질을 한번 걸러 내준다.

5 팔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90。로 구부린 다음 다리와 서로 교차해가

며 앞뒤로 흔든다. 팔을 빠르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진다. 

손은 어깨 높이까지 수직으로 올리며 내릴 때는 허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팔이 가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11자를 유지한다.

TIP 파워 워킹할 때,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다음 걷는다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므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나서 운동

하는 것이 좋다.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

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되지 못한다. 공복일 때 

걸으면 몸에 무리가 오고 피로가 쌓이므로 적당량을 먹어 

소화시킨 뒤 걸어야 효과가 높다.

편안한 옷차림과 운동화가 필수! 몸을 조이거나 컵 브래지

어를 하면 빠르게 걸을 때 가슴에 충격을 주므로 가슴을 

편안히 감싸는 스포츠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옷

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몸

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는다. 운동화는 신

었을 때 발가락이 편하고 땀 흡수가 잘 되면서 밑창이 부

드럽고 가벼운 것을 고를 것.

지루할 때는 흥겨운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함께~ 혼자 걷

는 것이 지루하다면 흥겹고 빠른 음악을 듣거나, 친구나 가

족과 함께 대화를 하며 걷는 것도 방법.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적당한 속도로 걷는다는 뜻이므로 파

걷기만 해도 살이 쏙~ 

파워 워킹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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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워킹에도 도움이 된다.

운동 전후 10분씩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다 걷기 전 10분 동안 간

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다음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이 끝나

면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준다. 갑작스럽게 운동

하면 심장과 관절, 근육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스

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컨디션이 나쁘다면 무리하게 걷지 않는다 감기에 걸렸거나 몸

에 열이 나는 등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무리하게 걷지 않는다. 

요통이나 무릎에 통증이 있어 평소에도 걷기가 힘든데 빠른 걸

음으로 걷는 파워 워킹을 하면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

다. 요통, 관절염, 심장병 등 병을 앓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한 후 걷는다.

▼ Step 2 파워 워킹 전 10분 스트레칭

을 마주 잡고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고개를 숙여 머리

를 팔 사이로 내린다. 팔과 어깨는 앞으로 당겨 등 근육을 부드

럽게 늘리면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팔과 어깨 풀기

바로 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린다. 양팔을 교차시켜 양손

바닥으로 등을 잡는다. 이때 팔을 최대한 늘리면서 등을 잡고 등

은 자연스럽게 구부려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5 옆구리 풀기

바로 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 양팔을 어깨 위로 곧

게 들어 올린다. 양손은 깍지를 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 

다음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 5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제

자리로 돌아온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전체 동작을 

3회 반복한다.

6 목 풀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은 허리에 놓는다. 크게 원

을 그리며 목을 10회 돌린다.

▼ Step 3 파워 워킹 다이어트

몸을 푸는 스트레칭이 끝나면 본격적인 파워 워킹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걷기 시작하다가 점점 속도를 

내 빠르고 힘차게 걷는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

세를 곧게 유지하고 팔을 직각으로 구부려 앞뒤로 힘껏 움직인

다. 파워 워킹이 끝나기 5~10분 전부터 천천히 속도를 줄여 걸

으면서 총 50분 정도 운동한다.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충분한 스

트레칭으로 근육을 푼 다음 본격적으로 파워 워킹에 들어간다.

 

1 어깨 풀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 어깨를 위로 당긴다. 숨을 

들이쉬면서 3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어깨에 힘을 빼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같은 방법으로 전체 동작을 3회 반복한다.

2 다리와 발목 풀기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양손은 허리에 놓은 뒤 한쪽 

무릎을 구부려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린다. 발

끝은 바닥을 향하게 해 발목을 천천히 5회 돌려준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전체 동작을 3회 반복한다.

3 등과 목 풀기

바로 서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린다. 팔꿈치를 구부려 양팔

미용/건강



한인뉴스  53

1 등을 곧게 펴고 바르게 서서 가볍게 주먹을 쥐고 팔을 90。로 

구부린다. 시선은 15m 전방을 보고 턱은 안으로 당긴다.

2 왼발을 내밀어 걷기 시작하는데, 왼쪽 발목을 구부려 발끝이 

위를 향하게 하고 오른발은 땅을 지지한다.

3 땅을 차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기분으로 몸의 중심을 발꿈치, 

발바닥 바깥 부분,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순으로 옮긴다. 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곧게 편 채 오른발 뒤꿈치를 든다. 팔은 직각

으로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내민 다리와 반대가 되도

록 오른팔을 앞으로 함께 들어 올린다. 왼팔은 뒤쪽으로 당기고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4 체중을 왼발에 완전히 실으면서 오른발을 들어 무릎을 구부린

다. 이때 오른발이 바닥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올리

고 오른팔은 뒤쪽으로, 왼팔은 앞쪽으로 힘껏 차올린다.

5 오른발을 곧게 뻗어 앞으로 내디딘다. 발목을 구부린 상태

로 발뒤꿈치부터 땅에 대고 왼발과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나

아간다.

▼ Step 4 파워 워킹 후 10분 스트레칭

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15초간 

자세를 유지한 다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체 동

작을 2회 반복한다.

2 허벅지 앞쪽 풀기

나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서 왼발이 엉덩이에 닿도록 무릎을 

접는다. 이때 왼손으로 발등을 잡고 허벅지 앞쪽이 당길 때까지 

잡아당겨 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

시하고 전체 동작을 2회 반복한다.

3 허벅지 뒤쪽 풀기

바로 서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민다. 양손으로 왼쪽 무릎을 누

르면서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길 때까지 발목을 직각으로 구부

린다. 15초간 자세를 유지한 다음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한다. 전체 동작을 2회 반복한다.

4 허리와 등 풀기

바로 서서 왼쪽 무릎을 구부려 들어 올린다. 등을 곧게 편 상태

로 깍지 낀 손을 무릎에 갖다댄다. 다리를 가슴 쪽으로 잡아당

기면서 자세를 15초간 유지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하고 전체 동작을 2회 반복한다.

5 목 풀기

바로 서서 양손은 허리를 잡는다. 고개를 숙여 머리를 최대한 숙

여 뒤쪽 목 근육을 늘린다. 15초간 자세를 유지한 다음 제자리

로 돌아와 같은 동작을 2회 반복한다.

6 팔과 다리 풀기

등을 곧게 펴고 선 다음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무릎을 구

부린다. 이때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곧게 펴 다리 뒤쪽 근육이 

늘어나도록 하고, 오른팔은 어깨 위로 쭉 뻗어 위쪽으로 잡아당

긴다. 왼손은 허리를 잡아 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반대쪽도 같

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전체 동작을 2회 반복한다.

글·박미현 기자 / 사진·현일수‘프리랜서’ 

<여성동아에서 발췌>

운동이 끝난 다음 바로 휴식을 취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

으므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 스트레칭으로 운

동 후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야 피로가 쌓이지 않아 몸

이 가뿐해진다.

1 종아리 풀기

나무나 벽을 정면으로 보고 서서 양팔을 곧게 뻗어 손바닥을 댄

다. 다리를 앞뒤로 벌린 다음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왼쪽 종아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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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할머니께서는 고등어처럼 빨리 상하

는 생선을 ‘성질 급한’ 생선이라고 부

르셨었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

패한다”는 액튼 경의 경구를 상기할 필요

도 없이, 권력의 성질은 고등어만큼 급합니

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마치 장마철 뒤

뜰에 방치해둔 생선처럼 되는 것이지요. 그

것은 종류와 크기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에 

내재된 속성입니다. (이제는 코메디언으로 

변신하다시피 한 조형기가 예전에 주연했

던 ‘완장’이라는 MBC 단편 드라마가 생각

나는군요.) 혜성과 같이 나타난 스코틀랜드 

출신 케빈 멕도널드 감독의 The Last King 

of Scotland는 이런 권력의 신속한 숙성과 

변질과 부패과정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우화

입니다. 

    왜 우화냐 하면, 이 영화는 이디 아민이라

는 우간다의 독재자와 관련된 실재 사건들

을 가공의 주인공과 섞어서 만든 픽션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앞머리에 ‘실재했던 사

건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자백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역사를 픽션과 

섞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

리버 스톤 감독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이

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가공

할 바에야 가공의 역사를 다루든지, 가공된 

인물을 다루고 싶다면 기록된 역사와 상상

력의 경계를 지나치게 흐려서는 곤란할 것

입니다. 과연 어느 만큼이 ‘지나친’ 정도냐

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

인공을 실존인물로 착각할 정도라면 지나친 

정도에 해당합니다. 

    실존했던 이디 아민과 가공의 인물인 니

콜라스를 재료로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졌지만, 저로서는 편

하지가 않더군요. 아마도, 영화가 선

전이나 속임수로 악용될 때 쓰이는 방

식에 욕지기를 느껴 본 경험이 있어서 

한없이 너그러워 지지는 못하는 모양입

니다. 이 영화에서 니콜라스 개리건이라는 

인물은 우간다에서 정치활동을 했었던 Bob 

Astles라는 영국인을 아주 느슨하게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Astles라

는 인물의 일대기를 구글이나 Wikipedia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알겠지

만, 막상 그와 영화 주인공 사이의 공통점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 영

화를 보고 니콜라스 개리건을 실존인물로 착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

니다. 저는 이 영화에 높은 평점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점은 꼭 짚고 넘

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The Last King of Scotland의 사실왜곡 혐의를 제가 용서할 수 있

었던 것은, 극적 작위성이 감춰지기보다는 드러나 있고, 무책임한 음

모론을 전파하는데 골몰하고 있지 않으며, 주인공 니콜라스가 영웅이 

아니라 유혹에 약하고 경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참고로, 실존인물인 Bob Astles의 인생은 영화보다 훨씬 더 추하고 비

극적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의과대학을 막 졸업한 니콜라스는 고향에서의 삶

에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구본을 돌려 골라잡은 우간다로 

그는 무작정 떠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간다로 떠나기까지의 

시퀀스는 무척 짧은데, 그 몇 안되는 장면들을 통해 관객들은 그가 현

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뭔가 파괴적인 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

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칭찬해줄 만한, 경제적인 영화문법이라고 느

꼈습니다. 

    그는 우간다의 시골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그곳을 방문한 이디 아

민을 보고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됩니다. 우연한 사건을 거쳐 이디 아민

은 그를 대통령 주치의로 초청하는데, 니콜라스는 그 색다른 삶의 유혹

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민 대통령은 니콜라스가 영국인들(English-

men)을 경멸하는 스코트랜드인(Scotsman)이라는 점과, 니콜라스의 

The Last King of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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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적인 반골기질을 무척 좋아라 합니다. 니콜라스는 이디 아민과 함

께 천천히 타락해가며, 권력의 부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

통령에게 조심스레 고자질한 보건장관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결국 그는 대통령의 곁을 떠나기로 하지만, 이때는 이미 수많은 우간

다인들이 스스로 박수치며 환호했던 권력자에 의해 살해되고 난 다음

입니다. 아민 대통령 치하에서 학살당한 백성들의 정확한 숫자는 아무

도 모릅니다. 30만명에서 50만명 사이쯤 될 것이라는 점 밖에. 

    이 영화의 첫머리에서 이디 아민은 집권한 직후 우간다의 시골길

과 벌판에서 국민의 친구로 칭송받으며 갈채를 받습니다. 탱크와 장

갑차를 보고 놀라며 겁을 

먹는 니콜라스에게 현지

인은 웃으며 말해줍니다. 

괜찮다고. 인민들의 친구

인 아민장군의 군대라고.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이

미 역사적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디 아민이 엄청

난 군중의 환호에 둘러싸

여 사자후를 토하며 군중

들과 함께 어울려 춤추는 

모습은 더더욱 눈물겹습

니다. 

    80년대초에 코메디 영

화의 우스꽝스런 조역으

로 출발해서 꾸준히 자신

의 배역을 늘여간 포레스

트 휘타커는 이 영화에서 그가 평생 보여준 최고의 연기를 보여줍니

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했던 Bird에서 마약으로 생을 마감한 천

재 재즈연주자 찰리파커를 연기했을 때도 인상적이기는 했습니다. 특

히, 엄청난 속주(速奏)로 유명한 찰리 파커의 연주 모습을 그만큼 그

럴듯하게 연기한 그의 노력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화로 1988년 칸느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낚아채기

도 했습니다. 하지만, Bird처럼 자기파괴적이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찬 

인물을 연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Bird에서의 휘타커가 보여준 연기는 매우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목을 예측할 수 있는(predictable)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서, The Last King of Scotland에서 그가 연기한 이디 아민은 한 박

자 늦춰 가는 ‘이상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훨씬 더 입

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설명될 수 없는 빈 공간 같

은 것 말입니다. 

    이제 곧 50줄에 접어드는 그가 노인 전

문배우가 되기 전에 그토록 힘찬 배역을 맡

아서 필생의 연기를 펼칠 기회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성취가 제대로 인정을 받

았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로써 그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네 번째 흑인

이 되었습니다. 시드니 포에티어나 덴젤 워

싱턴은 정말 흑인다운 배우라기 보다는 멋

진 남자가 맡을 법한 배역에 “흑인 치고는” 

어울리는 배우들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

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포레스트 휘

타커는 흑인의 문화를 대변하는 배우로서는 

2005년 제이미 폭스에 이어 두 번째나 마

찬가지라는 평가에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왜 영화의 제목이 하필이면 The 

Last King of Scotland인지 궁금하신가요? 

이디 아민은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에 과대

망상의 증상을 보였는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칭호를 붙였습니다. “종신 대통령, 육

군 원수 알 하지 이디 아민 박사, 빅토리아 

무공훈장, 특별무공훈장, 및 무공십자훈장 

수여자, 스코트랜드 국왕, 지상의 모든 짐승

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의 주인이자, 아프

리카 전역, 특히 우간다에서의 대영제국의 

정복자 각하(His Excellency President for 

Life Field Marshal Al Hadji Dr. Idi Amin, 

VC, DSO, MC, King of Scotland Lord of All 

the Beasts of the Earth and Fishes of the 

Sea and Conqueror of the British Empire 

in Africa in General and Uganda in Par-

ticular)” 

    “성질 급한” 권력의 사례가 되어줄 독

재자들은 많습니다. 대게 권력자의 이름 앞

에 붙는 기다란 수식어들은 성급한 생선들

이 제풀에 상해가면서 풍기는 악취와도 비

슷합니다. 그 수식어의 길이만으로 치자면 

이디 아민을 능가할 독재자는 많지 않겠지

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디 아민이 최악의 독

재자였음을 반드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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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리즈 : 세계 경제를 읽는다 - 3 

미국,
서비스업만 비대한 속빈 거인
제조업 없이 성장하는 이상한 산업구조…버팀목은‘3중 융합 체제’  

   어렸을 때 미제(美製)라

는 용어는 ‘가장 좋은 것’ 

혹은 ‘최고’의 의미였다. 미

제는 껌•담배•자동차•비행

기 등 거의 모든 물건 중 가

장 좋은 제품을 일컫는 대

명사였다. 오죽했으면 미

제는 X도 좋다고 할 정도

였을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슬

그머니 미제가 사라지고 

있다. 제니스 TV와 RCA 

냉장고를 기억하는 계층도 

이제는 50대를 넘겨야 한

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

건은 농산물이나 의약품, 

일부 IT 부품, 그리고 무기 

등으로 점차 종류가 줄어

들고 있다. 실생활에서 미

제 물건을 찾기가 점점 어

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독일과 일본이 부상하기 이전인 1960년

대까지는 전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의 강대

함은 과거의 로마나 중국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당시 미국 경

제의 강력함은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였

다. 음식료•섬유에서부터 우주 항공 분야까지 미국 경제는 세

계 경제 자체였다. 

1970년대부터 제조업 약화

   그러나 1970년대를 고비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

면서 미국 경제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급전직하하

고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

고 고용 인원도 1967년 30%에서 지금은 8%대로 줄어들었다. 

독일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2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경제력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다. 

   미국의 업종별 수출 비중을 보면 이런 변화가 확연해진다. 

1960년대 미국의 수출 품목은 자동차•철강 등 제조업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수출 품목이 수입 품목으

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에서 미국 내부에서 생산하는 제

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참조> 

   1960년대 미국 경제의 상징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당시 미국

의 자동차 수입은 전체 소비량의 4%였다. 10년이 흐른 1970년

에는 11%, 1986년에는 31%로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국 경제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GM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포

드는 올해 자동차 부문에서만 9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크

라이슬러는 독일의 벤츠에 인수되었다. 델파이(Dellphi)와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도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항공기 시장을 거의 독식했던 보잉은 이제 유럽의 에어

버스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휴대전화나 메모리 반도체도 핀

란드와 한국에 추월당했고,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한국의 협공

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성장산업이며,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

는 디스플레이(LCD, PDP)는 생산조차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어떨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 기업의 경

쟁력 약화로 최상위 신용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의 기업

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05년 4월 말 현재 S&P와 무디

스로부터 트리플A 등급을 받은 비금융 회사는 엑손모빌, 제너

럴 일렉트릭(GE), 존슨 앤 존슨(J&J), 화이자, UPS, 오토매틱 데

이터 프로세싱 등 단 6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은 GE, 

J&J, 화이자 등 3개사다. 

   그러나 지난 1980년 S&P와 무디스가 트리플A 등급을 부

미국의 제조업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이 

안고 있는 위기는 미국 제조업 자존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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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던 기업은 각각 32개, 58개였다. S&P는 2002년 652개사

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등급을 상향 조정한 기

업 수에 비해 5배나 많았다.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되면

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도 예상된다. 미국은 2030년 이

전에 투기등급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S&P는 전

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약화된 본질적 이유는 미국이 세계의 헤

게모니 국가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계의 헤게모니 국

가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생활수준을 갖는다. 따라서 물가와 

인건비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모든 것이 비싼 미국에서 물건

을 생산한다면 당연히 국

제경쟁력이 약화된다. 그

래서 미국은 1960년대 초

반부터 독일과 일본에 진

출해 생산기지로 삼았다. 

이후 독일과 일본이 급성

장하자 한국•대만 등 동아

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

고,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

도•중국)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백인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1960년대 미국 민간 노동력의 30% 이상은 노조에 가입되

어 있었다. 이는 오늘날 기준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당

시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대규모 제조업 근로자들은 실질적으

로 모두 강성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노

조를 설득하기보다 무마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경 탄압을 병행해서 노조 활동을 무마시

켰던 것이다. 

   1950년대 최초로 확정급여형(DB) 연금을 정착시킨 GM이 경

영위기에 빠진 것도 지나치게 많은 퇴직자 연금 부담 때문이다. 

이 제도의 맹점은 추가로 임직원 숫자가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연금과 지급 책임이 있는 기업은 파산이 불

가피하다. 마치 한국의 국민연금이 2047년께 인구 감소로 파산

위기에 처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급기야 통신 업체인 버라이존은 올 초 노조 가입 대상이 아

닌 간부직원 5만 명에 대해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IBM•휼렛패

커드•모토롤라 등 세계적 기업들이 신입사원에 한해 연금 지급

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인건비 상승과 기업의 지나친 연금 부

담, 비싼 물가 수준 등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이공계 위기론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

다. 미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구조가 금융 등 서비스

업에 집중되면서 따분하고 힘든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

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백인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한데, 

미국의 과학자 중 이민자와 유색인종의 비율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과학기술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합법적 이민자 중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은 21%에 이른다. 하

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은 8%밖

에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아시아계는 모국에서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에 드는 ‘스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귀

국할지 모른다. 외국인들이 미국의 산업현장을 누빈다는 사실

은 미국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중요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

미가 된다. 최근 중국은 해외 석학 1000명을 교수 요원으로 채

용하는 ‘111’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적인 영입 대상이 미국에 있

는 화교 교수일 것은 뻔하다. 

   미국 경제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이 존

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노동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유럽에 비해 높았다. 미국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던 것은 숙련도 

증가와 같은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이 아니었다. 

   생산 과정에 사람보다 기계화 등 자동화 투자를 늘린 것이 가

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3.1%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생산

성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자본 심화(자동화 투자)가 1.75%, 총

요소 생산성 증대가 1.14%, 그리고 노동의 질 향상은 0.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계에 부딪힌 생산성 증가

   업종별로 봐도 실정은 비슷하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

성 향상은 음식료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 IT 기술과 혁신적 경영

기법을 도입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맥도널드나 KFC 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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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리즈

주방은 과거의 음식점과 달리 거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은 기계처럼 식사한다. 문제는 향후 서비스 

산업도 점점 포화 상태에 돌입하면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가

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미국 경제의 서비스 경제 의존

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79%가 서비스 산업이

다. 다른 선진국들이 70% 내외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서비스 산

업 비중은 지나치게 크다. 서비스 업종은 자동화가 어렵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도 어렵다. 

   제조업의 약화는 주요 소비재의 해외 수입을 확대시키고 있

다.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인 중의 하나다. 하

지만 레이건 이후 집권한 정권들은 내수 부양으로 경기를 부양

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구사, 정부나 민간 모두 엄청난 부채

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서 탈피하는 방법

은 없을까? 있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대외 무역을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지나치게 높은 소

비 성향과 제조업이 약한 산업구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

자 해소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

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세계 경제 전체가 연간 1%포인

트 성장하면 미국의 수출도 동일하게 1% 늘어난다. 그러나 수

입은 무려 1.7%나 늘어난다. 미국인은 경제가 좋아진 정도보다 

약 70%나 초과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뿐이다.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

지면 당연히 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 경제도 호전된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부채(경상수지 적자)가 늘어

나는 모순적 구조에 빠져 있다.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비밀

   좀 과격한 말이지만 이런 지경이라면 당연히 미국은 파산해

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생생하다. 그 비밀은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는 대신 세 가지 융합 전략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기 때

문이다. 

   우선, 미국이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금융산

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수산업과 일부 첨단산업을 제

외한 제조업에 한해 미국은 여타 국가의 추월을 허용한다. 하지

만 금융산업만큼은 철저히 보호한다. 유럽 등 일부 국가의 헤

지펀드 규제 움직임에 미국이 초강경 태세로 대응하는 것은 경

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을 장악해 달러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중국•유럽 은

행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계 경제의 기본 틀을 미국 중심으

로 만들고 있다. 

   둘째는 미국 기업들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지만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 등 세계 

도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미국 제조업체들

은 해외에서의 생산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 결과 미국 정부

와 소비자는 빚더미에 쌓여 있지만 미국 기업은 엄청난 이익

을 거둔다. 

   신경제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세기 들어 미국 기

업의 이익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기업(S&P 500 기준)의 경우 1994년부

터 지금까지 16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무려 15%나 

된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보이면

서 미국과 달러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셋째 비결은 강력한 비제조업이다. 미국은 생명공학, 영화, IT 

소프트웨어, 패스트푸드, 항공•우주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

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지적재산권이라

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쟁점은 의약품•영화시장, 그리고 농산물이다. 모두 미국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지적재산권은 한 번 취득할 

경우 그 권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지적재산권의 판매로 높은 수

익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고급 휴대전화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미국 퀄컴사에 1년에 약 3000억원씩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완벽한 수

준의 세계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활보하면서 마진이 큰 서비스업과 지적소유권을 유

지할 수 있다면 미국은 제조업 없이도 충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3중 융합 전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약한 미국 경제

는 건강하지 않다. 미국의 가장 큰 자랑인 지적재산권은 언제

든지 복사가 가능하다. 할리우드 영화도 2~3일이 지나면 즉시 

복사판 DVD나 CD가 유포된다. IT 소프트웨어나 미국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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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를 읽는다

난 투자비를 들인 신약도 며칠 안 가 복제 소프트웨어나 유사

한 성분의 대체 약물이 판매된다. ‘반지의 제왕’이건 ‘다빈치 코

드’건 개봉된 영화는 서울이나 중국 상하이의 길거리에서 1만

원에 3~4개씩 살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는 프랑스와 일

본이 소유하고 있다. 세계 5대 음반 회사 중 4곳은 미국 소유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는 독일인이 소유하고 있고, 

일본 바깥에 있는 스시 판매점 수가 미국 바깥에 있는 맥도널

드 매장 수보다 많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 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에 매달리는 

사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정유 업체를 인수하려 할 

때 미국 보수층이 국가 전략산업마저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어 결국 무산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FTA를 고집하는 이유

   하지만 미국은 이 세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한

다. 2004년 미국의 컨설팅 기업 직원이 쓴 『경제저격수의 고

백』이란 책자가 주목받은 적이 있다. 다소 음모론적 시각이지

만 미국 자본이 남미나 아시아의 일부 후진국 경제를 흔들어 폭

리를 취하는 과정을 수기 형식으로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기득

권 계층의 방해로 책을 출간하기도 어려웠고, 때로는 생명에 위

협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은 미국이 무슨 일

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수시로 무역장벽을 강력하게 친다. 섬유•철강•자동

차•반도체 등 업종 구분 없이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규제

가 심하다. 반대로 미국이 강점이 있는 영화•의약품•군수물자

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세계화의 기준으

로 추진되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어젠다(DDA)가 실

시될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미국은 가장 버티기 어려운 

국가가 된다. 

   DDA는 전 세계 모든 국가 간의 무역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경

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또한 2000년 기준 부가가치 생산액이 

2500억 달러에 불과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상 과정에

서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는 다 합쳐도 인구가 캘리포니아주 한 

곳의 인구에도 못 미치는 주가 25개나 존재한다. 이 25개주 

50명의 상원의원이 미국 농부의 복지를 책임진다. 반면 제조업

이 발달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만큼의 인구를 2명의 상원의원

만이 대표한다. 그래서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항상 강력하

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미국은 여러 나라와 서로 다른 조건하에 자

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FTA가 바로 그것이다. 전 세계가 공

통의 무역규칙을 만든다면 모두가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제조업의 약화로 미국은 공정경쟁을 하기 어려워졌다. 실질

적으로 봐도 수출할 물품이 별로 없다. 

   따라서 세계가 모여 보편적 규칙을 만들 경우 미국 내 제조

업은 추가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따로따로 

만난다. 1대1로 만나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야만 미국의 이

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 FTA는 난항을 거듭

하고 있다. 

   취약한 제조업 때문에 미국은 갈수록 경제논리보다는 미국만

의 이기심으로 다른 나라를 대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

한 것은 미국 경제의 위기이자 세계와 한국의 위기가 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대신 금융과 저작권이 포

함된 비제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고 있

다. 사진은 전 세계의 축제가 된 아카데

미 시상식. 올 3월 제78회 시상식에서는 

영화 ‘앙코르’의 리스 위더스푼이 여

우주연상을 받았다.

 미국인의 과소비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의 소비다. 미국인은 

경제력에 비해 지나친 소비를 한다. 개인은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다. 개인은 저

축 없이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무려 130%나 되는 빚을 지고 있고, 정부의 누

적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4조 달러를 넘었다.미국은 유가가 오르거나 환율이 절

하되어도 소비가 줄지 않는다.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데다 미국인들의 생활 패턴도 절약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미국 영화를 

보면 은행 대출 이야기가 단골로 나온다).미국의 주택은 거의 단독주택이다. 약 

9000만채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면서 난방은 대부분 

경유 보일러에 의존한다. 뜰 앞의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

다. 평균 출퇴근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멀고 거의 1인당 1대씩 자동차를 보유하

고 있다. 이 결과 전 세계 휘발유의 6분의 1을 미국이 소비한다. 기정에서 사용되

는 전지 전압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20V를 사용하지만 미국만 아직도 110V다. 

축구를 제외한 모든 프로스포츠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의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크게 네 가지로 상상해볼 수 있다. 먼

저 과소비 지향적인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 둘째로는 거칠고 

힘들며 인건비가 싼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방법, 셋째로는 미국인이 스스로 소비

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군사비와 사회보장 비용을 대폭 삭

감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다.문제느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뿐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 마련 

등 투자 비용이 엄청나다. 제조업 부활이나 저축률 증대는 미국인 스스로 가치관

이 변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비를 줄일 경우 미국의 헤게모니가 붕

괴되면서 달러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장비용 축소를 추진할 정치 

세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소비의 질곡에 빠진 미국발

(發) 세계의 비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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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도 유독 한국

영화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인도네시아에 대담한 시

도가 이루어졌다. 신생 영화체인인 브리츠 메가플렉스(Blitz 

Megaplex)가 지난 3월 13부터 15일, 4월 27일부터 사흘간 반

둥시와 자카르타시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영

화주간을 설정하고 영화 8편을 상영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영화의 역동적인 발전과 여러 유명 국제

영화제에서 받아온 비상한 주목에 힘입은 듯, 브리츠 메가플

렉스는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 로고를 내걸고, 한국

영화의 토양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이곳 인도네시아 영화계

에 하나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도네시아의 상업영화관에서 

다양한 한국영화가 상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상영된 영화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작된 영

화로 ‘죽음의 숲’ ‘어느 날 갑자기’‘중천’ ‘파랑주

의보’ ‘광식이 동생 광태’ ‘빈집’‘짝패’ ‘폭력써

클’ ‘무영검’등이다. 이중 무영검은 반둥에서만 상영됐

고, 중천은 자카르타에서

만 한국영화주간 특별개봉

작(Exclusive Premier)으로 

4월 28일 선보였다. 2006년

에 국내에서 흥행을 기록

한 바 있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한국영화주간 1개월 전에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

을 끌기 위해 별도로 상영,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모든 영화

는 인도네시아어 자막(일부는 영어자막 함께)이 삽입되어 철

저히 현지인을 타깃으로 했다. 브리츠 메가플렉스가 금번 한

국 영화주간을 개최한 것은 

2006년 9월과 지난 3월에 반

둥과 자카르타에 복합 영화

상영관 개관을 기념하고 최

근 수년간 인도네시아서 꾸

준히 증가되고 있는 한국 문

화에 대한 관심을 고려, 외

국영화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선정하고 작년 12월 한국대

사관 측과 협의한데 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이미 학

계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를 포함, 한국학에 대한 관

심과 Indosiar TV나 RCTI 등이 한국드라마를 꾸준히 

방송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적극 후원에 나섰다.  

한국영화를 감상한 현지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고 대사관측은 한국 영화만큼이나 역동적

인 한국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다이나믹 코리아 포

스터 브로셔 등 각종 홍보물을 준비하였다.

   영화관을 찾은 현지인들은 당연히 한국이나 한국

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였고 “한국영화의 제작 기

술이 우수하다”, “제작구도가 깔끔하다”, “스토

리가 독창적이고 재미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이 너무 아름답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등의 반

응을 보였다.  브리츠 메가플렉스 측은 한류팬들의 

호응, 대사관의 협조, 티켓판매 실적등에 대체적으로 

만족함을 표시했다. 

   인니 영화관계자에 의하면 그 동안 인도네시아에

서 제대로 상영된 한국영화

는 2002년도에 상영된 ‘조

폭 마누라’ 한편 밖에 없

을 정도로 사실상 한국영화

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한국

영화가 이곳에서 정서가 맞지 않거나 인기가 없어서 

보다는 ‘21 시네플렉스(Cineplex)’ 등 기존의 영화

체인이 한국 영화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지 않은 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브리츠 메가

플렉스의 한국영화 주간 개최는 한국영화의 인도네

시아 시장 정착 가능성을 타진하는 대담한 실험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브리츠 

메가플렉스의 웬디 마켓팅 국장은 이미 구입해 놓은 

다른 신작 영화도 곧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웬디 국장은 이와 같은 한국영화상영 행사

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때는 이번보다 

더 많은 영화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주말에 하

는 한국영화주간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한국 영화

제’를 개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초 상업영화관에서 한국영화 상영
한국대사관에서 적극 후원

한국영화, 인니 시장 가능성 타진

인니에 뿌리내린

한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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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33개 지방도시의 소개 중‘발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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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ma Hindu Bali sangat berpengaruh pada segala aspek dalam 

kehidupan masyarakatnya. Kesenian Bali mencerminkan betapa 

dalamnya kepercayaan mereka yang tidak dapat dipisahkan dari 

masyarakat dan agama.

“힌두교는 발리의 모든 사회 구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리의 예술 문화를 보더라도 이들 사회

내의 종교적 사상과 믿음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특색이 절대 떠

러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Pura
사원 (건축 양식의 특색)

Suatu pemandangan khas yang terlihat di Bali adalah atap-atap 

pura. Setiap wilayah pemukiman (Banjar) memiliki sedikitnya 

satu buah pura. Pura terbesar dan dianggap paling suci oleh 

umat Hindu Bali adalah pura Besakih yang dibangun dilereng 

Gunung Agung dan sudah berusia lebih dari seribu tahun.

Sebuah pura kuno, yaitu Tirtra Empul, dibangun mengelilingi 

mata air suci tampak siring yang dipercaya memiliki khasiat 

penyembuhan dan mampu memberikan berkah kesehatan dan 

kemakmuran. Sedangkan tanah lot merupakan salah satu Pura 

laut Bali yang paling dikeramatkan. Pura dibangun diatas sebuah 

batu curam dilepas pantai dan tidak dapat dimasuki pada saar 

air pasang. Di Pura ini umat Hindu Bali melaksanakan berbagai 

upacara untuk menghormati para dewa penjaga laut. Di dasar 

pulau karang ini banyak hidup ular laut berbisa yang diyakini 

menjaga pura tersebut dari roh-roh jahat dan tamu-tamu yang 

tak diundang.

발리의 특색은 건축 양식의 각 사원 마다의 지붕의 푸라를 보면 알 수 있

다. 각 지역내의 경계 마다 한 건축 양식의 특색 있는 푸라를 지니고 있

다.푸라가 제일 큰 곳이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믿고 있다. 구능 아궁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큰 푸라는 약 천년 이상 넘은 브사끼 사원이 

있다.한 옛날의 꾸노 사원은 띠르타 음플이라고 한다. 이 곳은 샘물이 있

는 곳에 땀팍 씨링이 있으며,이 곳에 성수를 통하여 모든 병을 낳게 하고 

5    발리 스케치-1

건강을 유지하며 항상 번영한다는 의미가 있다.하지만 따나롯 사원의 경

우 해변가에 위치하고 사원 중에는 최고의 성지로서 알려져 있다.이 사원

의 해변 내의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 절벽 사원으로서 바닷물이 들어올 경

우에는 이 사원에 들어갈 수 가 없다. 이 사원은 해변가에 위치하여 바다

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 사원 입구의 절벽 밑에는 뱀들이 있는 데,이들 뱀

들이 온갖 나쁜 재앙을 막아 주고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을 입성하지 못하

도록 한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Saat yang paling baik untuk mengunjungi Tanah Lot adalah 

sore hari saat pura tersebut berubah menjadi siluet yang mistis 

berlatar belakang matahari yang perlahan terbenam. Tempat 

lain yang menakjubkan untuk menikmati keindahan matahari ter-

benam adalah Uluwatu, dengan puranya yang bertengger ditepi 

jurang Tanjung Bukit. Pura Ulun Danu yang diselimuti kabut dit-

epian Danau Baratan juga menyajikan pemandangan indah yang 

sulit dilupakan.

따나롯을 방문 하기에 최고의 적합한 시간은 바로 해가 질 무렵 황혼이 

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했다. 해가 지는 모습의 제일 아름다

운 곳을 볼 수 있는 곳은 울루와뚜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원은 해변

의 딴중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울르다누 사원의 버랏딴 호수내에는 짙

은 안개가 이불에 마치 수를 놓은 듯 깔려 있고 그 아름다운 광경은 정

말 잊을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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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33개 지방도시를 가다

Masyarakat Bali percaya bahwa segala unsur alam dihuni oleh 

roh sehingga banyak tempat yang dipercayai sebagai keramat. Di 

Hutan sangeh yang luasnya mencapai sepuluh hektar dan ditum-

buhi pohon pala, tinggal ribuan kera. Hutan ini dikeramatkan dan 

pengunjung dilarang menebang pohonnya.

발리 주민들은 어디 어느 곳이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 곳

에 바로 이들이 믿고 있는 성지와 신이 있다고 믿고 있다. 상해의 넒은 정

글에는 팔라 나무로 뒤덮여 있으며, 여기에는 원숭이 들이 많이 살고 있

고, 이곳에 나무들 또한 성스러움을 나타내기에 일반 방문객들이 함부로 

베어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Tradisi Adat Istiadat yang Dipelihara
전통문화의 보존

Ditengah derasnya arus modernisasi dan pengaruh asing yang 

masuk, masyarakat Bali masih memegang teguh budaya dan 

tradisi mereka. Beberapa di-

antara mereka memegang-

nya lebih erat daripada yang 

lain. Contohnya adalah suku 

Aga dari zaman pra-Hindu 

Bali, yang terus mempertah-

ankan kebiasaanp-kebiasaan 

kuno dari zaman tersebut. 

Dibagian timur Bali, desa 

Tenganan masih melestari-

kan tradisi arsitektur, sistem 

kekerabatan, pemerintahan, 

agama, tarian dan musik 

khas mereka, seperti ritual 

tarian dan duel satu lawan 

satu ala gladiator dikalan-

gan para pemudanya. Desa 

Tenganan terkenal dengan 

kerajinan tenun ikat ganda 

yang disebut Gringsing. Kain 

ini dipercaya memiliki kekuatan magis yang mampu melindungi 

pemakainya.

빠른 현대 문화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발리의 경우 유일

하게 자신들의 문화를 유구하게 지켜오고 있다. 일부 몇몇 가지는 그 어느 

것 보다도 굳게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힌두 발리의 경우 초기 시작부터 

아가 종족들의 경우 자신들의 오랜 전통 문화를 지켜오고 있다. 발리 동부

의 경우, 뗑안안 마을의 경우 그들의 고유 전통 양식, 가족관계,종교, 춤과 

음악 그리고 종교적 관례 행사의 예식, 젊은 이들 간의 서로 경쟁하며 살

고 있는 글라디아토르 등이 있다. 뗑안안 마을에는 천을 여러 겹으로 동여 

매어 묶은 그림의 바둑판 모양의 천을 상징적으로 숭배해 오고 있고,이 천

을 통하여 영적 강인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Dikaki gunung berapi Batur yang masih aktif terletak desa kuno 

Trunyan, yang merupakan tanah asal masyarakat Bali Aga atau 

Bali asli. Masyarakat Trunyan hidup di sebuah pulau di Danau 

Batur dan mereka masih terus mempertahankan cara hidup tra-

disional mereka, seperti tidak mengubur jenazah orang yang 

telah meninggal, tetapi meletakkannya di atas tanah. Suatu hal 

yang sangat menakjubkan adalah bahwa jenazah-jenazah terse-

but sama sekali tidak mengeluarkan bau busuk karena banyaknya 

pohon beringin di sekitar desa tersebut menghasilkan aroma khas 

yang mampu menghilangkan bau tak sedap.

화산 기슭의 바뚜루 지역에는 아직도 전통 뚜룬얀  마을이 있다. 일명 아

가 마을의 고향이 라고도 하며, 발리의 원천이 라고 할 수 있다. 뚜룬얀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뚜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아

직도 그들의 오랜 전통 문화적 삶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다. 사람이 

사망하면 땅에 묻지 않고 그 대로 방치하여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러므로 이 시체 들을 땅 위에 그냥 방치하여 놓아두고 있다. 하나의 놀

라운 사실은 이 시체들이 부패되어 썩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는 시체의 주변에 있는 나무 들로부터 짙은 아로

마 향을 뿜어 내므로서, 시체의 고약한 냄새들을 전혀 맡아 볼 수 없다

는 이야기 이다.

Banyak yang Bisa Dilihat dan Dilakukan
많은 것을 보고 실행할 수 있다

Pulau Bali banyak dikunjungi wisatawan yang ingin bermandi, 

berjemur dipantai, memandang matahari terbit dan terbenam. Di 

Singaraja, berjarak hanya beberapa meter dari terpaan ombak 

laut terletak Air Sanih, sebuah mata air tawar sejuk. Sebagian 

dari pantai yang berpasir putih bersih, disepanjang jalan sekitar 

Kuta, Legian, dan Sanur terdapat banyaknya toko dan pedagang 

kaki lima yang menjual aneka rupa barang, kedai dan rumah 

makan yang jumlahnya sangat banyak, serta kehidupan malam 

yang semarak.

발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해가 떠오르고 질 무렵에 해변가를 찾아 수영, 

썬텐 등을 하면서 즐기곤 한다. 싱아라자의 경우 아이르 사니로부터 몇 킬

로미터 떠러지지 않은 곳에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

나 반면 그 곳의 샘물은 아주 시원하다. 일부 해변 가는 모래알이 깨끗하

고 아주 희다. 꾸따의 길은 레기안, 사노르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의 상인

들이 온갖 모양의 여러가지 물건 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식당가 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야밤

의 문화도 매우 활기차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Bagi masyarakat Bali, Sei adalah suatu bentuk ibadah dan kare-

nanya sebagian besar masyarakat Bali merupakan seniman yang 



handal. Alunan gamelan Bali terdengar dimana-mana, mengiringi 

anak-anak yang sedang berlatih menari atau tarian yang sedang 

digelar untuk para wisatawan pada upacara tertentu.

발리의 사람들은, 세이라는 종교적 행사의 삶 속에서 주로 살고 있으며, 

주민들 대부분이 예술인이 라고 보면 된다. 발리의 아룬안 그믈란 음악은 

어디에 서나 쉽게 접하여 들을 수 있으며, 이의 율동에 맞추어 아이들은 

춤을 추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모습에 주로 관광객들이 이를 즐겨 보

고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Semua jenis seni pertunjukan Bali berbau keramat namun seka-

ligus gemulai dan dinamis. Jenis-jenis tarian bisa dibagi menjadi 

tiga kategori : tarian kuil, tarian untuk upacara perayaan ke-

agamaan dan tarian untuk pertunjukan hiburan.

발리의 전통 공연의 춤은 영적인 존재와 신의 존재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

다. 춤은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꾸일 춤, 종교적 행사의 춤, 단

순 전통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Di pusat kerajaan tertua Bali, Klungkung terdapat Kerta Gosa 

atau Pengadilan Kerajaan yang dibangun pada abad ke-18. Ban-

gunan ini terkenal dengan mural langit-langitnya yang dilukis 

dalam gaya wayang tradisional yang menggambarkan hukuman 

di neraka serta pahala surgawi. Paviliun terapung, taman dan 

kolam teratai yang banyak dijumpai di kompleks kerajaan yang 

dikelilingi tembok ini, merupakan sisa-sisa kemegahan kerajaan 

ini di masa silam.

발리에서 제일 오래된 왕궁은 꿀룽꿍 이다. 여기에는 끄르따 고사 또는 

18세기에 건립된 정의 왕국이 있다. 이 건축 양식의 특색은 천장 부문

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그림자 인형극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이 그

림은 삶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지옥과 천당을 표현하고 있다. 마치 공중

에 떠 있는 것 처럼 상징하는 파빌룬은 공원과 호수를 쉽게 접할 수 있

고,왕궁 주변에는 성벽이 있고, 그 옛날 왕궁의 높고 높은 명성을 한눈

에 알아 볼 수 있다.

Tradisional VS barang-barang terkini/unik
전통 제품에서 현대 특상품 까지

Bali menyediakan banyak ragam barang murah. Toko-toko yang 

sebagian besar melayani wisatawan, menjual kerajinan moderen, 

kerajinan kulit, pakaian santai untuk musim panas, dan tentu-

nya pakaian pantai, sepatu, CD, kaos oblong, mebel, dan juga 

pernak-pernik. Pasar seni sukawati dan Galeria Nusa Dua mas-

ing-masing menawarkan aneka ragam kerajinan Bali yang sangat 

memikat.

발리는 여러 가지의 값싼 제품이 다양하게 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관

광객을 위한 현대화 제품에서 피혁 제품,특수 여름 옷,해변 용 여름 옷,샌

달,양말,CD,찢어진 청바지,구멍난 윗옷,가구 등의 각종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스까와띠 예술 시장과 누사두아 갤러리 내에는 발리의 전통 토산품 

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Pusat seni lukisan Bali, Ubud, dijuluki sebagai desa pelukis. Mu-

seum Puri Lukisan di Ubud menampilkan koleksi tetap lukisan Bali 

Moderen yang dibuat pada awal abad ke-20. Walaupun banyak 

pelukis asing masuk ke Bali dengan membawa pengaruh dan 

memperkenalkan teknik melukis dari barat, lukisan tradisional Bali 

masih terus dibuat dan diperjual-belikan. Di Museum Neka ter-

dapat suatu koleksi besar lukisan hasil karya seniman Indonesia 

maupun asing yang pernah tinggal di Bali.

발리는 그림의 고장이다. 우붓은 유명 화가들의 최고의 명소로서 알려져 

있다. 우붓에 있는 푸리 그림 박물관에는 발리 사의 현대와 20세기 초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비록 많은 외국인 화가들이 발리내에 입성하여 

서양화 풍에 대한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겨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

직도 발리의 전통 그림을 매매하는 곳이 여전히 성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까 박물관에는 인도네시아 화가와 외국인 화가들 중에 잠시 발리에서 

머물렀던 화가들의 그림 들이 늘비하게 진열되어 있다.

Terletak antara Ubud dan Mas, Peliatan terkenal sebagai pusat 

musik dan tarian tradisional. Kepiawaian para seniaman seni 

ukir setempat mampu menghasilkan seni mengukir kayu dengan 

gaya baru, dengan menciptakan bentuk buah-buahan, bunga dan 

pepohonan yang mirip bentuk dan warna aslinya.

우붓과 마쓰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필리아딴 지역은 발리 음악의 멕카로 

불리 우고 있으며, 전통 춤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다.이곳에는 나무를 주 

원자재로 하는 조각 제품이 유명하고,조각 제품의 형태는 주로 자연을 상

징하는 과일 모양,꽃,나무 모양의 원색의 자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거

의 똑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Mas merupakan desa pengrajin kayu, dan hingga kini masih 

banyak di antara tokoh sepuh seni ukir Bali yang memilih un-

tuk tinggal di desa ini. Karya-karya terbaik mereka digelar di 

sejumlah galeri seni yang ada di sana. Para wisatawan dapat 

mendatangi rumah-rumah bergaya Bali untuk melihat pilar-pilar 

kayu yang berukiran dan menyaksikan para seniman se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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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arya. Batuan tersohor akan seni tarinya serta ukiran dan 

lukisan kayu panel.

마스 지역은 나무 조각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조각가 예술인들이 아직도 

이 마을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의 유명 갤러리를 통하여 이들 작품들을 각기 전시 한다.

발리의 조각 예술 작품들의 높은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 

중에서도 명성 있고 유명한 작품들은 주로 이곳에 진열을 하여 놓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이 이 곳을 특별 방문하여 이들 조각 예술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 조각,그림,판넬 등을 직접 생산 만드는 과정을 유

관으로 직접 구경할 수 있다.

Di sebelah timur laut Denpasar terdapat arca-arca batu di 

sepanjang pinggiran jalan yang menandai batas desa Batubu-

lan yang terkenal dengan kerajinan batu ukir dan benda-benda 

antiknya. Di sini terdapat sejumlah bengkel kerja yang dapat 

dikunjungi para wisatawan yang ingin melihat seniman ukir dalam 

proses penciptaan karya mereka. Lebih jauh kearah timur-laut 

terdapat desa Celuk yang terkenal dengan seni kerajinan emas 

dan perak menggunakan teknik yang telah berumur ratusan ta-

hun. Mereka yang ingin berburu kain batik, pakaian atau bahan 

dapat mengunjungi Gianyar, yang memiliki sedikitnya 40 buah 

pabrik tekstil.

덴파싸르 동부해안 지역에는 도로 주변을 통하여 석재 제품들이 많이 들

어서 있다. 바뚜불란을 경계 하는 지역내에 석재로 만든 조각 제품들이 

아주 유명하다.이들의 작업 현장을 특별히 방문하여 관람하는 관광객들

도 적지 않다. 해변의 동쪽 바다를 가로질러 오르게 되면 쭐륵 길 주변

을 중심으로 금,은 세공 제품들을 직접 세공하는 곳의 역사는 벌써 수 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그리고 바틱을 원하는 사람들은 바틱 옷이나 천 등

은 기아니르 지역이 유명하고,이 지역을 중심으로 약 40여개의 영세 바

틱 공장이 들어서 있다.

Banyak desa lain yang menyediakan barang-barang kerajinan 

Bali yang unik: kerajinan bambu dari Bona, keramik dari Cam-

puhan, kapal dari Tabanan, topeng dari Singapadu, boneka dari 

Klungkung, Sukawati dan Gianyar, serta tekstil dari Sidemen, 

Kampung Gelgel dan Pasar Klungkung, Negara Singaraja, Tam-

paksiring, dan Peliatan.

대부분의 마을에서 가내수공업에 대한 특수 제품을 선 보이고 있으며,주

로.대나무로 만든 보나 제품,짬푸안 도자기,조각 배와 모형 북, 씽아파두 

탈,인형 등은 꿀룽꿍,수까와띠.기아니르 마을 그리고 섬유제품의 특수 천 

종류에는 씨데멘, 게겔 그리고 꿀룽꿍, 느가라, 씽아라자, 땀팍씨링, 필리

아딴 등의 시장이 있다.

Untuk Kesehatan dan Kecantikan
건강 및 피부 미용

Pulau Bali menawarkan sejumlah spa yang siap memanjakan tu-

buh dan menenangkan jiwa Anda dengan menggunakan rempah-

rempah alami untuk perawatan kesehatan dan kecantikan. Bali 

memiliki sejumlah lapangan golf bertaraf internasional. Di resort 

mewah Nusa Dua, Bali Golf & Country Club menyajikan desain la-

pangan bernuansa tropis yang imajinatif. Nirwana Golf & Country 

Club dibangun menghadap samudra Hindia dan dilengkapi fairway 

yang menakjubkan serta penempatan green yang menantang. 

Lokasi bermain golf lainnya adalah Bali Handara Kosaido yang 

terletak 1,200 m di atas permukaan laut dan didirikan ditengah-

tengah kawah fulkanis.

발리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의 스파 문화를 선보이면서 몸과 마음을 다스

리고 온갖 항과 아로마 등을 이용 피부 건강 미용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발리는 국제 규모의 골프장(한다라,니르와나)이 있다. 누사두아 에는 멋진 

리조트가 있으며, 발리골프 컨트리 클럽에서는 골프장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열대의 상징을 자랑할 만한 곳이다. 니르와나 골프장은 남 태평양

의 해변을 마주하는 골프장으로서 페어웨이 및 그린 등이 순탄하지 않고 

매우 도전적이고 스릴있는 아주 재미있는 코스로 되어 있다.

또 다는 곳에는 발리 한다라 코사이드 골프장의 경우 해발 1.200 m 높

이에 위치하고 있고, 화산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의 멋진 골프장

이 기도 하다.

Upacara-upacara di Bali
발리의 예식

Bagi masyarakat Bali, pura dan aktivitas keagamaan tidak ter-

pisah dari kehidupan mereka sehari-hari. Festival pura upacara-

upacara senantiasa diselenggarakan mengikuti penanggalan Bali 

yang seringkali hanya berlaku khusus untuk suatu desa tertentu. 

Pada acara-acara seperti ini dapat disaksikan iringan wanita Bali 

berbusana adat yang cantik membawa aneka sesajen indah yang 

berwarna-wa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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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스케치-1

발리 사회의 경우, 종교 예식과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분주 함을 그들

의 삶의 생활에서 전혀 동 떠러질 수 없는 주요 교량 역활을 해오고 있다. 

축제 및 종교행사에는 전례적으로 발리 힌두 예식 종교 절차에 의하여 이

행되어 오고 있으며, 마을 마다 행사 일정이 각기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식 석에 있어서는 아낙네 들의 종교 의식에 대한 행렬과 화려한 옷, 화

장 등을 통한 형형색색의 아주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입고 과일 등을 나

르며 평소와 다름 없는 종교 예식의 행사를 하고 있다.

Salah satu perayaan penting yang dirayakan oleh seluruh ma-

syarakat Bali adalah Galungan. Galungan terdiri dari beberapa 

ritual dan upacara. Upacara ini merayakan kemenangan kebajikan 

(dharma) atas kejahatan (adharma). Pada hari ini seluruh pulau 

dihiasi oleh tiang-tiang bambu berhias dan sesajen yang meny-

emarakan pura dan rumah tempat tinggal. Kuningan adalah per-

ayaan terakhir dari Galungan, dimana dilaksanakan ritual-ritual 

khusus yang dipersembahkan kepada roh-roh nenek moyang. 

Pada hari raya Nyepi untuk merayakan Tahun Baru Bali 1 Caka, 

orang tidak boleh beraktivitas, menyalakan api atau melakukan 

kegiatan hiburan sepanjang hari. Pada hari ini seluruh pulau 

menjadi sunyi senyap.

그 중에서도 발리 사람들이 이행하는 종교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갈룽안 행사이다. 갈룽안을 종교의식과 예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식은

(드라마)은 악 (아다르마)을 이긴 다는 것을 의미 한다.이 곳의 모든 섬

에는 대나무 장식을 하며 그리고 사원과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는 종교 예식을 하도록 한다. 갈룽안 행사에서 마지막 행사가 바로 주낭

안 행사이다. 종교 예식에 있어서의 특별히 영혼과 조상들을 숭배하는 예

식이하고 할 수 있다. Nyepi 힌두교의 신년 발리 행사는 짜까라고 하고 있

으며,이 때에는 발리 힌두교 인들은 그 여느 행사 일정도 할 수 없는 대

신에 반면에 불은 피울 수 있으며,이날 만큼은 아주 즐겁고 다채로운 행

사 등을 하루 종일 연이어 하게 된다. 이날 발리 섬은 아주 한산하고 조

용한 하루를 보내는 정중한 예식의 행사이다.

Satu lagi upacara yang dianggap penting bagi masyarakat Bali 

adalah Ngaben atau pembakaran jenazah. Upacara ini dapat 

melibatkan hingga ribuan orang dan dapat dilengkapi tungku 

pembakaran, tarian dan acara makan yang mewah dan meriah.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라면 응아벤 또는 화장 예식 행사 절차 이다. 이 행

사에는 보통 수 천여 명이 참석하게 되고 화장 행사,절,춤 그리고 온갖 다

양한 음식의 진수성찬을 많이 차려 놓고 함께 즐겨 먹는 잔치행사 이다.

Aktivitas diatas dan dibawah air
바다 물속과 위의 여과 해양 스포츠 활동

Karena cuaca dan letak geografis pulau Bali, olahraga air meru-

pakan kegiatan yang paling digemari di sini. Anda dapat berolah-

raga arum jeram di Sungai Ayung atau berlayar, mengendarai 

jet ski, para-glinding, dan berselancar di hampir seluruh bagian 

pulau Bali.

발리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은 최상으로 물 놀이 운동을 하기에 아주 적합

하다. Ayung강에서 급류 타기 및 원드서핑, 제프스키, 파라글라이딩, 파도 

타기 등 각종 해상 스포츠를 발리에서 즐길 수 있다.

Daya tarik kelautan Bali sangat indah, anda dapat melakukan 

diving di berbagai kondisi yang mengasyikan, di sekitar bangkai 

kapal, lepas palung yang curam, di atas bukit pasir yang landai, 

di atas dasar laut yang ditumbuhi beragam flora, lepas jurang 

batu vulkanis yang berwarna hitam, di pantai batu gamping, 

di bawah ombak yang ganas atau ditengah-tengah teluk yang 

tenang. Pulau Menjangan di ujung barat-laut pulau Bali terletak 

dikawasan terlindung Taman Nasional Bali Barat. Batuan karang 

vertikal dengan kedalaman antara 60-80 m menyajikan petualan-

gan selam yang pasti tak terlupakan.

발리의 바다는 매우 아름답다. 멋진 다이빙을 하며 즐길 수 있고. 배 주위

내의 각종 수상 스포츠 및 바다 위를 거울 삼아 항해할 수 있고, 바다 위

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 선상의 파노라마 절벽 위에서 있는 것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 낸다. 파도는 무섭게 치고 해안 절

벽 밑에 까지 힘차게 밀려들어 온다. 웅장한 섬은 서부 해안 끝의 발리 즉 

서부 발리의 국립공원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해저 밑 60-80 m 

아래에서 잠수해서 내려다 보이는 산호는 환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Sekitar 30 Km lepas pantai, di Tulamben, terdapat bangkai ka-

pal USS Liberty yang tergeletak di dasar laut berpasir hitam 

dan kaya akan kehidupan laut. Kawasan ini menjadi daya tarik 

tersendiri bagi para penggemar olahraga selam dari seluruh du-

nia. Nusa lembongan di tenggara pulau Bali dipenuhi terumbu ka-

rang yang indah, kehidupan laut yang beraneka ragam dan om-

bak yang menawan. Selain itu, lokasi pulau yang cantik ini juga 

merupakan tempat yang luar biasa untuk memancing, menjelajah 

hutan bakau, menelusuri goa bawah tanah dan menemukan mata 

air yang segar.

30 km 해안 지역을 따라서, 뚤람반 지역내에는 USS Liberty 훼손 된 선박

이 바다 밑에 묻혀져 있다. 이 지역내의 잠수는 전 세계 잠수부 들에게 새

로운 재미를 자아내고 있다. 누사룸봉안 동남 지역내의 바다 밑에 펼쳐져 

있는 산호 들은 정말 아름답다. 수 없이 펼쳐지고 있는 파도와 바다 속의 

해저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신비롭다. 이외에도 이 

아름다운 섬의 장소에 또 하나의 볼 거리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

다 낚시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수 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정글과 울

창한 푸른 숲 그리고 지하동굴에서의 아주 시원하고 맑은 샘물 맛도 새

로움을 느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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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네시아 `넘버원 브랜드` 

LG전자(대표 남용)는 인도네시아 시장

에서 PDP TV와 냉장고, 세탁기, 오디

오, 홈시터어 등 5개 품목에서 지난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해 시장조사업체 

GfK로부터 `넘버원 브랜드’ 인증을 받

았다고 13일 밝혔다.

GfK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PDP TV 

46%, 냉장고 22%, 세탁기 17%, 오디

오 24%, 홈시어터 45%로 각 부문 1위

를 차지했다.

LG전자는 또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가

전 기업 중 최대 수출을 기록해 인도네

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수출기업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기주 부사장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일본 기

업들을 제친 것은 고급 제품 중심의 프

리미엄 마케팅을 펼쳐 왔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

“모교 축구부 사랑해요” 

- 印尼교민 서영률씨 청남초에 1000만

원 기탁, 매년 운영비 지원·해외 전지

훈련 약속 -

청주 청남초등학교에 지난 22일 귀한 손

님이 찾아왔다. 1963년 이 학교를 졸

업한 인도네시아 교민 서영률(58)씨가 

44년 만에 모교를 방문, 후배들을 위해 

1000만원의 축구부 운영비를 기탁한 것. 

서씨는 앞으로 해마다 1000만원을 보내

주고, 올 겨울방학 때 축구부 어린이들

을 인도네시아로 초청해 전지훈련과 해

외견학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교포사업가 서영률씨가 

모교 후배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다국적 신발 생산업체 

‘플라타마’사(社)를 경영하는 서영률

(57)씨는 어릴 적 꿈과 희망을 품고 다

닌 초등학교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으며, 

더 늦기 전에 모교를 도와야겠다고 마음 

먹고 학교를 찾아 축구부 지원을 약속하

게 됐다. 서씨는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

서 “어린이들이 모두 씩씩하고 건강하

게 성장해 세계 각국에 나가 큰 일을 하

는 사람이 되어주기 바란다”며 “축구

부에서도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를 많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남초는 현재 도 지정 축구부 육성학교

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

이다. 그러나 축구부 운영비를 충당하기

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번 서씨의 지원

은 가뭄에 단비 같은 든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연호 교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

해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찾아와 따스한 

도움을 준 서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다”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전국 최

고의 축구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印尼서 위안부 강제동원 

제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헌병이 직접 나

서 점령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 위안소에 넘긴 사실

을 담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문서가 발

견됐다고 도쿄신문 및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일본군에 의한 ‘협의의 강제

성’을 부정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 자료인 만

큼 아베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문서들은 2차 대전 때 범죄 문제를 조

사해 왔으며 독일에 체류중인 언론인 가

지무라 다이치로가 입수한 미공개 문서 

30점에 포함돼 있다. 문제의 내용은 지

난 1944년 인도네시아 마젤란섬과 플로

레스섬에서 일어난 집단 매춘 강요 사

건 피해자의 선서 증인신문조서에 나와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보고서는 마젤란 

사건에 대해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라고 지적했다.

마젤란 사건과 관련, 이른바 ‘도쿄재

판’에 증거로 제출된 1946년 5월 조서

에서는 당시 27세 네덜란드 여성이 “헌

병에 의해 옷이 벗겨져 위안소에 연행

됐다.”는 증언이 들어 있다. 이 여성은 

“저항했지만 꼼짝달싹 못하고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기록

돼 있다. 또 여성 억류소에 수용돼 있던 

목격자들의 1948년 3월 조서에는 억류소

를 찾아온 일본인이 수용돼 있던 소녀들

을 환자로 지정해 진료소에 수용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소녀들은 위안소로 연행

돼 매춘을 강요당했다는 내용도 상세히 

증언돼 있다

라모스-호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취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호

르타(57)가 20일 동티모르 대통령에 취

임했다.

라모스-호르타 당선자는 이날 수도 딜리

의 집무실에서 2시간여 동안 거행된 취

임식을 통해 사나나 구스마오 전 대통

령의 뒤를 이어 동티모르 대통령에 공

식 취임했다.

라모스-호르타 대통령은 지난 9일 실시

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70%에 가까운 압

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라모스-호르타의 대통령 취임은 불안한 

신생 독립국 동티모르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라모스-호르타 대통령도 이를 의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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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취임 일성으로 국가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 상황과 조직범죄, 

폭력으로 대변되는 신생 독립국의 분열

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400여 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

던 동티모르는 1975년 다시 인도네시아

에 병합됐다. 이 같은 어두운 식민지배

의 역사에 따라 이날 라모스-호트타 대

통령의 취임 연설도 공식어인 테툼어를 

비롯, 포르투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의 

4개 언어로 진행됐다.

동티모르는 1999년 유엔의 지원 하에 국

민투표를 실시하고 2002년 인도네시아

로부터 독립, 비로소 독립국이 됐지만 

내정과 경제 사정은 독립 전에 비해 조

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고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 아체주

와 제주가 다각적인 경제교류를 추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무하마드 나자르 아체주정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협렵위원단은 아체

주 각급 고위관료를 비롯해 무역협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印尼, 77번째 AI 사망자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I) 사망자가 세계 최다

인 인도네시아에서 77번째 사망자가 발

생했다고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이 2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의 수하르다 닝그

룸은 이날 센트럴 자바 우노기리 출신의 

다섯살박이 소녀가 지난 8일부터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

난 17일 사망함에 따라 자국 AI 사망자수

가 77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보건 당국은 이 소녀의 AI 발병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소녀의 집 인근

에서 닭 20마리 이상이 집단폐사한 것을 

미뤄볼 때 소녀가 조류와의 접촉을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집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아 있

는데다 AI 관련 당국자들도 AI 발병 방

지에 실패하고 있어 AI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AI로 인한 사망

자는 지난해에만 45명에 달했으며 올 들

어서도 벌써 19번째 사망자가 발생,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印尼 중부에 규모 6.5 강진

- 쓰나미 발령됐다 곧바로 해제돼 -

인도네시아 동부 해안에서 24일 오전 규

모 6.5의 강진이 발생, 한때 쓰나미 경보

가 발령됐으나 아직 인명이나 재산피해

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6분

(현지시간)께 누사 텡가라 주(州)의 숨

바와 섬으로부터 160㎞ 떨어진 해저 

19㎞ 지점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

했으며 아직까지 피해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파우지 연구원은 이번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킬 만큼 강력해 진앙 쪽 

해안가 마을에 경보를 발령했다가 쓰나

미 발생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인니-호주 야생생태보존영해각서체결 

오랑우탄 복구 계획등 인도네시아와 호

즈 웨스턴 오스트랄리아 주정부간의 야

생보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있

는 토니 소에하르토노 인도네시아산림

부 야생보존청장(오른쪽)과 수잰 헌트 

웨스턴 오스트랄리아 주정부 퍼스동물

원 CEO.

인도네시아 아체주 경협단 제주방문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경제교류 

제주도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협의하기 

위해 내한한 인도네시아 아체주(州) 경

협위원단이 22일 제주를 방문했다. 

이번 아체주 경협위원단의 제주 방문은 

1995년말 ‘쓰나미’로 폐허가 된 후 대

대적인 복구와 함께 도시개발이 이뤄지

장과 이번 제주와의 교류가 성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현지 건설업체 ‘보

고 브래싱’의 권정상 대표 등 17명으

로 구성됐다. 

경협위원단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제주

에 머물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양해각

서를 체결하고 아체주의 복구사업과 신

도시 건설, 대규모 천연자원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 참여하는 방

안 등에 대해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경협위원단은 이날 제주에 도착한 

후 제주도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환경부지사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어 23∼26일에는 화북공업

단지와 삼다수 공장, 서귀포의료원, 행

원풍력발전단지, 돌문화공원, 남제주화

력 등을 방문한 후 제주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에는 아

체주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는 제주도의 인증을 받은 범위내에서 가

능토록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체주 경협위원단의 방

문을 계기로 제주도와 아체주의 경협이 

이행단계로 접어들 경우 도내 관련업체

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에 참여해 

장기 개발.채굴권 등을 확보하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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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규모는 5.5이

며 진앙은 숨바와 섬 라바 지역으로부터 

120㎞ 떨어진 해저 33㎞ 지점이라고 홈

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지진 규모가 5.6으

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불의 고리(Ring of 

Fire)’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 화산폭발 등 자연 재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MBC 타임’은 프로그램 판매에 국한

되어 왔던 한류 마케팅에 변화를 시도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만 케이블 GTV에

서 ‘코리안 아워(Korean Hour)’라는 

이름으로 한국 드라마들을 편성해서 방

송한 적은 있었으나 현지 지상파 방송

사들이 위성을 통해 한국의 특정 방송

사 이름을 걸고 방송하는 것은 처음있

는 일이다. 

‘MBC 타임’의 첫 프로그램으로는 

2003년 방영된 드라마 ‘조선여형사 茶

母(다모)’ (이하 다모)가 낙점됐다. 

‘다모’는 오는 6월 4일 저녁 6시(현지 

시각)에 첫 전파를 탄다. 

인도네시아어 자막으로 방송될 ‘다

모’의 예상 시청자는 1억2천8백만 명

으로 인도네시아 인구 절반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의 78개 지방방송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개 방송사들이 ‘MBC 

TIME’ 에 참여해 비교적 한류의 기세

가 약했던 인도네시아에도 한류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다모’에 이어 인기 드라마

를 인도네시아 네트웍에 지속적으로 공

급해 한류 확산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

다. 현지 주관 프로덕션인 JMB사(대표 

유순탁)는 인도네시아 방송사 JTV와 함

께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자카르타

에서 ‘MBC TIME’ 방송 관련 기자회

견을 열었다. 

인니 7개 통신사업자, 15억달러 들여 

광통신망 구축 

인도네시아의 7개 통신사업자가 15억달

러를 투자, 광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파이

낸셜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텔콤 등 7개 사업자는 최근 이 같은 내

용을 담은 ‘팔라파 링(Palapa Ring)’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

환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내 440개 지

역에 케이블 5만7000㎞를 매설하게 되

며 오는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도

네시아의 과부하된 통신 인프라와 벽

촌 지역의 통신 접속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명에서 “팔라파 

링 프로젝트는 품질 좋고 안전하며 저렴

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라며 “이 광통신망은 지역간 평등한 개

발을 촉진해 경제 잠재력을 확대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에

서 “이 프로젝트는 특히 원격의료·교

육·농업·중소기업·전자정부 분야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팔라파 링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업자인 텔콤이 컨소시엄의 지분 

45%로 주도하며 바크리텔레콤·엑셀코

민도 프라타마·인도샛·파워텍 우타

마 인터누사·마카시스템 인포콤이 각

각 10%를, 인포콤 일렉트린도는 5%를 

갖는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 2억2500만명 중 

10% 미만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

하며 이 중 약 3%만이 광대역 통신망

을 쓰고 있다.

중외제약 수액플랜트 수출 MOU  

인니에 2000만달러 규모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이 국내 제약사

로서는 처음으로 수액 플랜트 수출 계

약을 체결했다. 

청렴위, 인니 부패방지위원장 방문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오른

쪽)이 22일 서울 종로 계동 청렴위 접

견실에서 한국의 부패 방지정책을 벤치

마킹하기 위해 방한한 T.루키 인도네시

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위원장과 악

수하고 있다. 양국 위원장은 이날 청

렴위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3년간 공공

기관 청렴도를 평가해온 ‘국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인니에 무상수출 하는

데 합의했다.

MBC 드라마, 인도네시아 안방 공략 

MBC가 인도네시아의 23개 TV 방송사를 

하나의 위성으로 묶어 MBC 드라마를 동

시에 방송하는 ‘MBC 타임(TIME)’을 

시작한다. ‘MBC 타임’은 인도네시아 

자바의 JTV를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23개 방송사가 위성을 통해 월요

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MBC 드라마를 동시에 방송하는 임

시 연합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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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은 아이덴트러스트 파마(대표 

페니 위자야), 피앤드파트너스(대표 박

해숙)와 2000만달러 규모의 기초수액 

공장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오는 8월 본계약을 체결한 후 공

장건설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공장 

준공 이후 중외제약은 Non-PVC 수액 생

산기술 및 품질관리를 지도하고 기초 원

료를 수출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외제약은 올해 영양수액, 특수수액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수출을 본격화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기초수액 시장은 

연간 6500만개로 약 500억원 규모로 추

정된다. 아이덴트러스트 파마는 현재 기

초수액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

는 일본계 오츠카와 인도네시아 위다트

라(Widatra)와의 경쟁을 통해 향후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사업본부 윤범진 상무는 “현재 기

초수액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높은 물류

비용 등 수익성에 한계가 있어 국내 당

진공장에서 생산해 해외로 직접 수출하

는 대신 이 같은 턴키베이스 방식의 수

액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

명했다. 

중외제약은 지난 3월 중국 광동성과 절

강성 지역에 240만달러 규모의 수액필

름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

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글로벌 시장

에 대한 수액 플랜트 수출을 추진할 방

침이다.

진흙 화산을 돌려주오 

인도네시아 제2 도시인 수라바야 근교의 

‘진흙 화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5월 27일 자카르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온몸에 진흙을 바른 채 삶의 터전을 되

살려 달라는 시위를 하고있다.

최근 정부가 이 지역의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그 주변삶의 터전

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만 오천주민

의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금전적 손실도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KOTRA] 6월 발효 한-아세안 FTA로 

수출 순풍 전망

- 현지 진출 기업 79%ㆍ바이어 74% 

“對 아세안 수출 증가할 것”-

6월 1일부터 발효될 한-아세안 FTA에 

대해 현지 전망이 밝다. KOTRA가 100여 

개 현지 유력 바이어와 우리 진출기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79.4%의 바이어와 74.1%의 우리 진출

기업이 한-아세안 FTA로 인해 우리나

라의 대아세안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FTA 발효를 앞두고 베

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6개국의 현

지 바이어와 우리 진출기업을 대상으

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이미 우리나라

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이번 FTA 

서명에 불참한 태국 등 4개국은 대상에

서 제외됐다. 

우선 우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의 60.3% 

이상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우

리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도 

17.5%만이 낮다고 대답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한국산의 수

입관세가 인하 혹은 철폐될 경우 한국산

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바

이어도 전체의 82%에 달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에 대

해서는 96.3%가, 브랜드 인지도의 경우 

82.1%가 높다고 응답하는 등 강한 자신

감을 보였으나, 가격경쟁력이 높다고 말

한 응답자는 27.5%에 불과해, 중국산 등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적지 않은 부담

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제품의 주요 경쟁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와 우리 진출기업이 응답이 

대체로 비슷했다. 양쪽 모두 중국을 가

장 큰 경쟁상대로 꼽았으며, 일본과 대

만, 주변 아세안 국가, 미국과 EU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KOTRA 

측은 아세안은 5억의 거대인구를 보유한 

신흥 유망 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의 선

진국시장과 달리 비교적 높은 관세를 유

지하고 있어, 이번 FTA의 발효는 대아세

안 수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소병택 아대양주팀장은 “국가

대 국가 FTA와 달리 이번 FTA는 관세 

철폐 스케줄이 국가별로 3그룹으로 나뉘

고, 발효시기도 일부 국가가 상이해 아

세안 각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수립돼야 한

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인하는 한

국.아세안5(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 베

트남,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3그룹

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캄보디아, 라오

스, 브루나이 등은 국내절차가 이행되

지 않아 FTA 발효가 다소 지연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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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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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둥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728 894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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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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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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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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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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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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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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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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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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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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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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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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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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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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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
전’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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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        5289 7044
기준         250 6532
고인돌         452 5597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기소야         574 7581
다솔           251 2030~1
다뿌르 이스타나                5290  0133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목우촌         450 4155
미르(호텔 맨하튼)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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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TV
동아일보        720 6802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98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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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느낌       529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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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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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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가이드

한울         452 5655
여명         724 4442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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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ES

한인뉴스  73

1965년, 섹스, 마약, 로큰롤, 모든 혼란의 중심 

뉴욕. 캠벨수프를 이용한 파격적인 전시로 현

대 예술의 개념을 뒤흔든 앤디 워홀(가이 피어

스)은 한 사교파티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

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한다. 그녀의 이름은 에디 세즈윅(시

에나 밀러). 오드리 헵번을 꿈꾸며 뉴욕으로 건너와 패션모델

을 하고 있는 그녀는 이제껏 발견할 수 없었던 독특한 스타일

의 소유자였다. 앤디는 그녀가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예술의 뮤

즈가 될 것을 직감한다.

앤디와 에디, 그들의 강렬하고 매혹적인 기억 속으로… 

앤디는 에디를 자신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팩토

리’로 초대한다. 그의 실험영화 주연으로 발탁된 에디는 그가 

창조하는 예술의 동반자이자 뮤즈로서 순식간에 유명해진다. 하

지만 언제부터인가 에디는 자신이 피사체일뿐, 팩토리의 일원은 

아니라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 그녀 앞에 빌리(헤이

든 크리스텐슨)라는 록스타가 나타나는데…. 

밀양 입구의 국도. 아들과 함께 죽
은 남편의 고향을 향해 가던 신애의 
고장난 차가 카센터의 종찬을 불렀다. 렉카
차를 타고 밀양으로 들어가는 세 사람. 그러나 
아직 그들은 모른다...

남편이 죽었다. 아들도 죽었다!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겠어요?” 

신애는 피아노 학원을 열었다. 이제 통장엔 아주 작은 돈이 남았을 뿐이지만, 그녀는 이웃들에게 ‘좋은 땅 을 소개해 달라’며 자신만만하게 새 생활을 시작한다. 죽은 남편의 고향에 덩그러니 정착한 모자를 측은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 저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라고 애써 말하며, 씩씩하게 군다. 그러던 중, 아들 준이를 잃었다. 숨바꼭질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는 그렇게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

동그라미처럼, 그가 맴돌기 시작하다 
친구가 좋고, 다방 레지 아가씨의 치마 속이 궁금한 종찬은 서울서 밀양에 살러 왔다는 신애를 만난다. 살 집을 구해주고, 피아노 학원을 봐주고, 그녀를 따라 땅을 보러 다니며 그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이따금 돌발적인 신경질과 도도하고 고집스러운듯한 그 여자는 관심 좀 꺼달라며, 그를 밀어낸다. 그래도… 자꾸 그 여자가 맘에 걸린다.

이런 사랑도... 있다! 
그녀에겐 남은 것이 없는 모양이다. 울다, 울다... 그저 혼자 토하듯 울고 있다. 모든걸 잊고 싶지만, 모든 원망을 놓아 버리고 싶지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싸우려, 그녀만의 일탈을 시작한다. 오늘도 종찬은 그런 그녀 주변을 빙글뱅글 맴돌고 있다.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여자와 지 맘도 잘 모르는 속물 같은 남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은 함께 찾을 수 있을까? 사랑… 시작할 수 있을까? 



인니어 특강BOOKS

    뛰어난 사진을 위한

  노출의 모든 것

         저자 브라이언 피터슨 | 역자 김문호 | 출판사 청어람미디어  

-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로 뛰어난 사진을 찍는 법  

   사진의 기술, 사진론, 사진가론, 디자인, 비평 등을 다루는『포토 라이브

러리』시리즈. 

    제2권 <뛰어난 사진을 위한 노출의 모든 것>은 세계적인 사진교육가 

브라이언 피터슨의 사진교육서이다. 사진메커니즘의 핵심인 ‘노출의 이

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필름 카메라 사용자와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노출 관련 정보들을 세계 각지에서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을 통해 제시하여, 여러 노출 상황과 그 효과들을 살펴볼 

수 있게 편집하였다. 

    이 책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정한 노출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저자의 노하우가 정리되어 있다. 세 가지 노출의 요소를 ‘빛’과 결합시켜 무엇이 창조적인 노출인

지, 그럼으로써 평범한 사진과 뛰어난 사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왜 노출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지 

제시한다. 다양한 사례의 사진들을 예시하고 대조하여 생생하게 그 결과물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

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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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저자 강풀 | 출판사 문학세계사  

   1,000만 명의 누리꾼의 감동과 격려로 만들어진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 강풀의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 만화 『26년』 제1권. 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바꾸고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게 된 저자의 작품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었던 남자와 시민군의 아들, 딸이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팩션 만화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어느 대기업 회장이 

시한부 암선고를 받은 후,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시작하

는 이 만화는, 저자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은 물론, 누리꾼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뛰어넘어 이 만화는 누리꾼의 

열정적인 사랑을 얻었고, 그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되새기도록 이끌었다. 

   사격선수, 조각가, 건달, 경찰관, 국사교사 등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이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이 만화의 마지막은 열려 있다. 즉, 처벌에 ‘성공

했다’ 혹은 ‘실패했다’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광주민주화운

동을 우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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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작와작 꿀꺽 책 먹는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책을 먹는 아이 이야기! 

『와작와작 꿀꺽 책 먹는 아이』는 책을 먹는 아이 헨리 이야기로, ‘책을 먹은 만큼 똑똑해진

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더 나아가 책을 낯설

고 어렵게 느끼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독서의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책의 뒷표지

는 헨리가 한 입 베어 물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헨리는 책을 무척 좋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책이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글자 하나를 먹어요. 

그때부터 책의 맛을 알게 된 헨리는 처음에는 한 줄, 그 다음에는 한 장, 나중에는 책 한 권을 

통째로 먹게 돼요. 헨리는 책을 먹으면 먹을수록 똑똑해졌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많은 책을 먹어서 아프기 시작한데….

행복의 건축   
  
건축에서 행복을 찾아내다! 

일상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 그동안 사랑, 문학, 여행, 철학, 불안 등의 영

역에서 특유의 명민함과 유쾌함이 담긴 글쓰기를 해온 저자가, 아웃사이더로서 건축의 영역을 

탐구하여 찾아낸 행복을 제시한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영역에 대

해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저자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이 책은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라는 관념을 제시

하면서 시작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기능적이며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건축에 대해 유

머러스하게 이야기하면서, 건축이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

하고 있다. 

저자는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으며, 도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실용적이면서 예술적이라는 건축의 독특한 위치를 통해 행

복은 물론,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살펴보는 기회를 건네고 있다. 또한 균형, 우아, 

일치 등의 건축의 주요 미덕을 가르쳐주며, 영국 워드성 등 세계 유명 건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흥미롭게 들려준다. 관련 사진을 풍부하게 담아 우리의 감성을 사로잡고 있다. 

저자 알랭 드 보통 | 출판사 이레  

면장 선거   
선거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야! 

<공중그네>의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신작 장편소설. 거침없이 무례한 엽기 의사 이라부와 엽기 

간호사 마유미 콤비의 완전폭소 선거 대소동이 펼쳐진다.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패닉 장애에 

시달리는 인기 프로야구 구단의 구단주이자 신문사 회장, 청년성 알츠하이머에 걸려 히라가나

를 쓸 수 없게 된 IT업계의 젊은 총아, 안티에이징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좌불안석인 여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이라부를 찾아온다. 

이라부와 마유미가 2개월 임기로 부임한 외딴섬에서는 하필 격렬하기로 유명한 선거전 때문

에 시끌시끌하다. 민주주의가 통용되지 않는 괴상한 섬. 공명정대함과는 애당초 거리가 먼 선

거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융통성 없는 말단 공무원은 새로 부임한 의사, 이라부에게 기대를 

거는데….   
저자 오쿠다 히데오 | 역자 이영미 

출판사 은행나무  

저자 올리버 제퍼스 | 역자 유경희

출판사 주니어김영사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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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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한민족 통일문예제전
가. 공모대상 :

   국내외 호(4년 이상) 중,고,대학생 및 일반국민, 해외동포

나. 공고기간 : 2007. 5.15 ~ 6.15

다. 입상자 발표 : 2007. 7.30(예정)

1.목적

한민족의 통일염원을 담은 문예창작활동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

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고, 평화

통일에의 꿈과 의지를 심어 자주적 토양을 배양하며, 민족의 공존을 

통한 한민족의 미래상을 재인식시키고자 함. 

2. 방 침

  1. 국내 및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실시  

  2. 포스터와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  

  3. 방송사 후원 및 주요 언론사 보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효과 극대화  

  4. 본 행사를 적극 지원한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인사들에게 

     포상 실시  

  5. 지역심사와 중앙심사로 구분 실시, 심사의 공정성 기여 

3. 기대효과

  o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  

  o 통일후계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배양시킬 것으로 기대  

  o 통일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솔직히 표현함으로써 의지함양과 

    실천적 추진력을 고양시킬것으로 기대  

3. 추진계획

 가. 개요              

   명칭 제38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주최 민족통일협의회           

   후원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협의회     

         

 나. 일정                                      

   1)공 고 : 2007. 5. 1(예정) 

   2)작품모집 : 2007. 5. 15 ~ 6. 15 

   3)지역심사 : 2007. 6. 25 ~ 7. 5 

   4)중앙심사 : 2006. 7. 13 ~ 7. 20 

   5)입상자발표 : 2007. 7. 30(예정) 

   6)시 상 : 2007. 10.2 ～ 12.1 (시.도별 시상) 

     * 시상일정 추후 확정 통보 

        

 다. 시행 

   1)공모대상 : 국내외 초(4년 이상). 중.고.대학생 및 일반국민 

   2)공모부문 :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일반부(4개 부문) 

   3)주제 : 한마음, 평화번영, 한민족 

   4)공모형식 

     형 식 : 산문, 수필, 시 

     제 목 :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6)부문별 응모원고 매수 

     . 초등부, 중등부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고등부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대학. 일반부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시는 1인 2편 이상 필히 제출

 라). 응모방법 

   1)국내: 전부문 공히 거주지 민족통일 시.도협의회 사무국에 제출 

   2)해외: 거주지역 대한민국 공관이나 민족통일협의회 조직국에 

     제출(서울. 강동구 천호동 308 민통B/D 우편번호 : 134-020  

    단, 일본거주 응모자는 해당지역 민단지부를 통해 민단 중앙본부에 제출 

 (마) 심사 및 발표 

   1)심 사 : 예 선 - 시/도별 작품심사위에서 부문별 우수작을 엄선

    하여 각 부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은 3편 씩을

    중앙심사위에 제출 

   2)본 선 : 예선을 거친 총 200여 편(해외작품 포함)을 중앙심사위

    에서 심사, 최종입상작 선정  

    ※지역시상은 중앙심사 등외 작품과 지역심사 우수작으로 선정 

   3) 발 표 : 최종심사 결과는 중앙심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

     협을 통해 개별통보 

     - 해외입상자는 개별통보 

     - 홈페이지(http://www.mintong.or.kr)에 공시 

4.시상

 가. 입상자 시상

   1)시상식은 10~12월 중 민통 시.도협의회별로 각각 실시 

   2)해외 입사자는 해당국 주재 한국공관을 통해 시상 맟 전수의뢰 

  

 나.시상내역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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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명    구  간        출발/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인천   21:40 / 06:40*    매일

 KE627    인천  자카르타   15:05 / 20:10     매일

  *)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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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