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THEME

생(生)을 만나다
여름은 바야흐로 젊음의 계절,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싱그러운 활기를 띤다. 생동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여름,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생(生)에 주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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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대표

What is the earth thinking in the 21st
century? I am Zhao Yue who is curious
about the thinking. I really wondered
about the ground which I stood on.
These kinds of curiosity such as what
are in the ground and why the ground
is shaken can be the primitive reasons
of my studying the ground presently.
The curiosity which was started like
these has developed into serious
worry gradually. It is because I felt a
painful groan of the earth throughout
my whole body. I hope that lots of
people pay more heed to the story of
the earth, and I will be even slightly
helpful for the planet where w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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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is...
Zhao Yue, 1992년생
중국 국적, 고등학교 졸업 후
무작정 한국행을 택했다.
지구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후
자신의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푹 빠져 고려대학교
지질공학 연구소에 입성했다.
박사 과정 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잠깐이라도 좋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의 숨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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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ZON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여름을
즐겨보세요

따스한 봄기운이 가시고 어느덧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여름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름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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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 보다도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요동치는 물결을 자랑하듯 연신 흘려 보내는 푸른 바다와 싱그러

		

지질공학 연구소에서 날마다 지구와 환경을 고민하는 Zhao Yue
그녀의 꿈은 지구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운 숨결을 뿜어내는 녹음의 숲은 대한민국의 여름을 한층 더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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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맞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관광을 위해 입국하고 또한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합니다. 많
은 이들의 이동 속에서 출입국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내·외국인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오늘도 최

Enjoy Korea’s rejuvenating
summer season

나도 한국대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DITOR'S MESSAGE

담장 너머
길(路)에서 길(道)을 찾다. 250km 지리산 둘레길을 13일간에 걸쳐 종주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 ‘박한규’가 전하는 길에서 얻은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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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여름을 젊음의 계절이라 합니다. 독자 여러분, 젊음을 맞은 대한민국의 생기 가득함을 온 몸으로 받

		

아들이며 즐겨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름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2015년의 여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여행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와 천해의 비경이라 불리는 ‘울릉도’
한반도 태고의 자연과 함께 한국인의 뜨거운 긍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곳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청춘을 응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

이 여름, 당신에게 권한다.

14

을 기원합니다.

		

여름날의 초대석
불가리안 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Михал Спасов Ашминов)’
그가 말하는 불가리아, 한국 그리고 진짜 미카엘

18
20

Greetings to all readers!
Before we knew it, the warm spring season made way for the radiating summer heat. Out of all

THE K-FOOD

새콤하고 짜릿한 시원함을 선사하는 한국 전통 음식 ‘묵밥’

한강의 기적
교육 열정이 만들어 낸 인재(人材)의 나라 대한민국을 말하다.

23

seasons in Korea, summer is undoubtedly the most energetic. The powerful waves of the ocean
and the refreshing scent of trees and greenery add to the liveliness of Korea’s summer.

사(史)적인 시간
한국인의 치료 권리와 교육 권리 신장을 위해 헌신한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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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hot season, many travelers are visiting Korea from across the globe and Koreans are
preparing for their adventures to different corners of the world. In the midst of it all, Korea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Immigration Service has stayed true to its vision of providing convenient and safe immigration
service to Koreans and foreigners, and it will certainly continue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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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season. Summer comes around every year, but the one you will experience this year wil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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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Soci 사회통합정보망
Net www.socinet.go.kr

well as happiness and health to every reader.

계간 <共ZONE> 2015 여름호 통권 제38호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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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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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세계인들의 공존을 위한 축제

共ZONE 마당

		 INSIDE KIS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김영준

LIVE ON KOREA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세계인의 날, 그 아름다운 어울림의 현장 포착

We at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sh the best of luck to all the youths in this country as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Young-june

출입국 Q&A
비자(visa),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쉽게 받는 법 ‘대한민국 비자포털’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Many liken summertime to youth. Dear readers, I recommend you to relish the youthful energy

발견의 미학
숟가락은 젓가락 왼편에, 국은 밥 오른편에 ‘한국의 식사 예절’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immigration

be special in its own way.

명장면 국어사전
학교 드라마 ‘후아유’ 속 문학적 표현, ‘마음에 가시가 박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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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NEWS
통계로 보는 출입국
출입국 25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스타
2014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여 받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한재혁’ 반장

12
16
iOS용

Android용

출입국 정책 쉽고 빠른 전자비자 발급 서비스
전문가 기고
지속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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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THEME ▶ 담장 너머

어느 날,
한 길짐승이 길을 잃어 버려 길을 찾아 떠났다
혹시

길(路)에서 길(道)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하늘 길

은 새들이 알고, 물 길은 물고기가 알고, 땅 길은 길짐승이 안다고 했던가. 인간은

으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된 듯하다. 대신 운동이나 사색의 의미로 전이되고 있다. 그래서 그 많은 길들이

본디 네 발로 움직이는 길짐승에서 진화하였으니 결국 길짐승의 한 종류라 할 것 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많은 이들이 유명하다는 길을 찾아 떠난다.

다. 나는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환원하며 완전한 내가 아닌 온전한 나를 찾기

발로 들은 지구가 전하는 이야기, 아주 느리게 이동하면서 듣게 되는 자연의 소리와 세상 삼라만상의 모습

위해 지난 3월 초 경, 250 킬로미터 넘짓한 지리산 둘레길을 장정 13일간에 걸쳐 걸었다.

그리고 오르막길이 선사하는 숨가쁨과 땀. 이런 것들이 걷는 즐거움이다. 타고 다녀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

경상남도 함양 금계에서 시작해 전라남도 구례, 전라북도 남원을 거쳐 다시 함양으로 매일 평균 7시간, 20

는 13일간의 도보여행에서 찾아 낸 아주 달콤한 맛의 선물이다. 내가 찾은 길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킬로미터 정도를 걸었고 또 830여 미터를 올라 갔다. 나는 걷고 또 걸었다. 그야말로 치열하게. 도로, 산길,

삶이 고달프거나 괴로우신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이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간혹 잊고 사시는가? 걸

제방길, 논두렁, 밭두렁, 육교, 비포장도로, 흙길, 돌길, 마른 길, 젖은 길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

으시라. 사정이 허락한다면 숲길을 걸으시라. 한국의 여름 숲은 유난히 싱그럽다. 그리고 우리 아주 가까운

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길을 걷지 않았나 싶다. 걸으면서 50년 이상 몸과 마음에 쌓아 온 노폐물을

곳에 많이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다. 입을 닫고 홀로 걸으며 이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 들일 수 있다면

걷어 냈다. 나는 비로소 조금 가벼워 졌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살아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걷기 시작한지 7일째 되는 날, 걷기를 멈춘 곳에서 여건 상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일주일 동안 시속 3~4 킬로

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나를 더욱 찬연한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미터에 적응된 신경계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시속 40~50 킬로미터에 적응하지 못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없는 차멀미를 했다. 매일 타기만 했던 도시인이 아주 짧은 기간에 느린 속도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

06

이다. 내가 본래 길짐승임이, 나의 유전자 속에는 아직도 그 본성이 강하게 남아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박한규 그는...

현대 도시인은 걷는 기능이 퇴화된 동물이다. 이에 대해 저항하는 의미일까, 몇 년 전부터 제주 올레길을 필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이후 20년 동안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홍보와 관련된 일을 했다. 금년 3월 10일부터 총 13

두로 여기저기 무슨 길이 많이도 생겨났다. 그럼 현대인에게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이동

조공단 홍보실장 직으로 삶에 몰두하고 있다.

일간에 걸쳐 지리산 둘레길 250 킬로미터를 단 1 미터도 빠트리지 않고 걸었다. 산에서 내려와 지금은 대한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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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THEME ▶ 뿌리 깊은 여행

Ulleungdo, island not easily permitting (the

extent that people of all ages and both genders

is to use the tourist monorail made of transparent

entrance)

can easily walk, from the start of the path, the

glass that the trouble of hiking can be saved and

choppy indigo sea meets tourists. When seeing

nice mountains and seas can be appreciated

the emerald blue waves lapping at our feet, the

simultaneously. When going up to Daepunggam, we

complicated mind seems to be washed out. Only

become comfortable and relaxed in strange rocks,

peculiar nature scenery of Ulleungdo like sharply

juniper trees, and pine trees. While descending it, the

towering rock faces and leafy forest on the rocks can

west sea of Ulleungdo is spread out spectacularly.

be appreciated in turn. Waves which surged up to

So, a saying of flying in the sky seems to be realistic

the innermost part of a sea cave are pouring white

literally.

foam and great crashes continuously. Meanwhile,
on the opposite side, anglers hanging fishing rods
Ulleungdo is young. The age of the island is young.

peacefully are seen quite a lot. On a day when a sea

The straightly rising mountaintops and rocks of

fog is dense, changeable scenery is created while

varied forms are young and energetic. So, nature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draw or push the fog

the land is fresh and healthy. But, it is not easy to go

each other. Though the weather is not good, tracking

to Ulleungdo which is famous for better mountains

cannot be given up. The course from Do-dong

and cleaner water than other islands. Traffic facility

(district) to Hangnam light house takes about two

to link the island to the land is only passenger ships.

hours going and returning.

Nari Basin, unique flat land

Mukho Harbor which tourists visit to get aboard the
ships is 161km away and the ceasefire line is 118km

At the end of the east land

Ulleungdo & Dokdo
The beginning and end match luckily. As a journey which finishes and starts again at Dokdo and Ulleungdo,
ends of the eastern area of Korea, leads us to a bigger world, therefore, we dare to recommend it to you. At
the sites where fierce winds and waves are whipped restlessly, step on them which do not usually permit the
entrance. If you succeed, you will have extreme pride as Koreans along with nature of the ancient time of the
Korean Peninsula.

Daepunggam, sea that indigo color is dissolved

away from the far-off island. Also, the frequently

Nari Basin has two records. The first is that it is

fickle sea is the first condition to decide success

the sole flat land in Ulleungdo. At the time when

or failure of the trip to Ulleungdo. Nonetheless,

the island was created, as volcanic ash stacked in

the reason why people visit the island is that it has

the crater which was made from strong volcano

secrets such as primeval forests filled with flowers

eruption, todays’ Nari Basin was made. People who

and trees difficult to see in the land, coastal walk

visit the place for the first time cannot conceal their

paths where boundless sea is spread refreshingly,

surprise at the fact that it is unexpectedly wide. It

and so on.

is impossible to find a wide and flat ground as this
in the island. Tumak-jips as traditional houses in

No.1 blue road, Hangnam coastal walk path

When standing on Daepunggam, unexplored

Ulleungdo can be found too. Second, the island

scenery that indigo colors like cobalt blue and spring

is an area where the amount of snowfall is the

grass are dissolved is spread out before our eyes.

most in Korea. Within Ulleungdo, a place

The peculiarity is such an extent that professional

where snow falls down the

mountain climbers who crisscross the mountains

most is Nari Basin. As the

in the whole country like their main rooms of their

cold northwesterly wind

houses rank it as one of “ten magnificent views”.

traverses the sea with a

We leave that to your imagination. The place name

lot of moisture and plenty

of Daepunggam meaning a “hill waiting for winds”

of steam is conveyed,

was originated from that sailing ships stayed here

snowflakes fall. It is the

Ulleungdo is cut out for the travel of walking.

for their voyages for a while waiting for winds. The

reason that the basin

Especially, the Hangnam coastal trail reaching

way to the top is not easy since a steep slope way is

has a wonderful winter

about 1.6km is the best tracking course. To an

linked with it. A tip for this

landscape.

Writer Hwang Ji-hye Photo Seo Chan-woo, and Dokdo Management Office

Bongrae Falls, life-saving water to the residents
Bongrae Falls are life-saving water of the residents
of Ulleung-eup. Water that residents of Do-dong
(district) and Jeo-dong use and drink is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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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at high tide or sunken rocks. There is no
case that barnacles are used as a cuisine material
because they are small and have no special taste.
But, barnacles of Ulleungdo are larger than those of

Shrine. Even now,

the ground. Since the meat is chewy, they are used

residents hope the safety of a ship and a big

as an excellent food material. After barnacles that

catch of fish while holding a launching ceremony

the inside is solid and the chewy taste is perfect are

here whenever floating a ship first.

steamed once, they are put on rice. It is “ttagaebibap”. If it is eaten from mixing with Korean-style

SUV Taxi, this view has not been experienced

marinade, fragrant sea smell is felt. The soup of

In Ulleungdo, the form and atmosphere of roads

ttagaebi kalguksu (handmade chopped noodles) is

which change constantly are various. There are

really refreshing. It is commented that barnacles are

sections of giddy steep slopes as much as we cannot

more delicious than abalone which is expensive and

breathe well or convenient sloping roads that we can

scarce among shellfish.

see the sea with ease. The coastal round road with a
total length of 39.8km is the best for a drive course.

Seongha Sindang (shrine), place to pray the peace

Because there is an enterprise to rent vehicles, free

of the island

travelers can ride them. But, the island has a lot
of steep uphill roads. So, sport utility vehicles are
recommended. It is good not to rent cars. Nice SUV

drawn from the water intake station below the

taxes are run in the island.

waterfalls. Bonrae Falls which flow down from the
basin do not run dry for 365 days a year. Before

Dokdo Museum which is met at Ulleungdo

reaching the waterfalls, a forest park of cedar trees
that all the trees are tall and the bottom parts are
thick can be met. From the fact that the trees whose
place of origin is Japan form the forest here, there
is sad history. At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In this shrine, instead of a mountain god who flaps

era, in order to make a tourist spot as much as

a white beard, a boy and a girl who are young and

the Geumgang Mountains, it was constructed by

pretty are divinized. About this, an interesting legend

a Japanese official. By mobilizing residents, roads

has been handed down. In the 17th year of the reign

were built and cedar trees were planted. After a few

of King Taejong in the Joseon Dynasty, Anmusa

years, due to a large-scale snowslide, most things

(special official to settle the public sentiment) Kim

There are lots of reasons to visit Dokdo Museum. It is

were destroyed and only cedar trees have survived

In-woo was ordered to transplant the residents of

a space to transfer everything about Dokdo to people

until now. The trees make tourists’ breath get back

Ulleungdo to the mainland. The night before leaving

who cannot go to Dokdo unavoidably when the sea

and their sweat dry.

for the land after making all of them board a ship,

weather is not good, there is no boat service to go

he dreamed that a sea god appeared and
Ttagaebi-bap
(rice of barnacles),
a spoon of the smell of
the sea

ordered him to leave a pair of boy and
girl. The anmusa brushed aside the
dream and went ahead with the
departure. But, from being swept

If special products of

away by strong waves, he had to

Ulleungdo are selected,

steer the ship back. As he followed

people on the ground

the order, the rough waves lulled

recall squid and zucchini
the first. However, a food
which local residents recommend
is ttagaebi (barnacle) cuisine.

like a lie. The anmusa who came
back to the mainland with the residents
went to Ulleungdo again because he had
the children left behind on his consciousness.

Barnacles are an arthropod living and stocking on

However, he just found their skeletons. The shrine

rocks on the seashore which are submerged under

which was built to pay a tribute to them is Seongha

10

there, or travel schedules conflict. Historic materials
such as guard of General Yi Soon-shin against Japan
in the past and perception of Japan herself little to
hide the fact that Dokdo is a Korean territory are
on display. Through a TV monitor prepared at the
entrance of the second exhibition
hall, it was considered to check
the images of Dokdo in real
time. If there is spare time, let’s
mount to the Dokdo observatory.
If the weather is good, Dokdo as
a Korean island can be seen in a
naked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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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leungdo

MAP

Poonghyeol, natural air conditioner

Chotdae-am (candlestick rock) as a living

Dodong Harbor, gateway of Ulleungdo

foundation of fishermen

Dokdo, a special island to Koreans

Before seeing Bongrae Falls, let’s take a rest at

Chotdae-am that a legend of a devoted daughter

It is a place to step on Ulleungdo for the first time by

Poonghyeol where cool natural winds blow. Since the

who became a stone while waiting for her fisherman

tourists who departed at Pohang and Mukho. Plus,

temperature is almost maintained at 4℃ all the times

father has been handed down! Jeodong Harbor

it is a site where large Korean flag faces tourists the

of the year, it is cool in summer and warm in winter.

where the rock is located is a living foundation of

first. Cruise ships for the trip to go around islands in

Therefore, it is a place that ancestors exhibited the

fishermen is full of energy by fishermen and fresh

the sea and ships for Dokdo are in the harbor.

wisdom of using it as a natural refrigerator.

live fish every dawn.

Place. Dodong-ri, Ulleung-eup, Ulleung-gun,

Place. San 42, Jeodong-ri, Ulleung-eup, Ulleung-

Place. Dodong-ri, Ulleung-eup, Ulleung-gun,

Gyeongsangbuk-do, Korea

gun, Gyeongsangbuk-do, Korea

Gyeongsangbuk-do, Korea

Inquiry. 054-791-4468

Ulleung Prime Beef, special beef

Ulleungdo Map

The end on the east of Korea which
can be reached for about three
hours by ship from Dodong Harbor
in Ulleungdo, Dokdo! Among about
3,000 of Korean islands, it is not easy
to find special meaning and worth
as much as this small and remote
island. For Dokdo which had been
a forbidden island for a long time, the tour has been permitted since March 24,
2005. Nonetheless, there are limits in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go there
per time, staying time of 30 minutes, and view section. If there might not be these
restrictions, since the sea route between Ulleungdo and Dokdo has always high
waves, the operation of a passenger boat is not easy. Although people go there

Ulleung cattle which are raised by eating herbs do

luckily according to a scheduled departure, if waves are high or the sea rolls, it is

not have unique smell of fat, and the meat is of high

difficult for a boat to come alongside the pier. That is, if someone treads on Dokdo,

quality and excellent in chewing taste. The beef

above all, it is a saying that help of the sky is essential.

which is grilled by charcoal so that the meat juice is

코끼리바위

울릉도등대

예림원
한국 10대 비경 지역

해중전망대

삼선암
죽도전망대
내수일출전망대

투막집

not come out is eaten after being rolled by pickled
Place that the morning of the Korean Peninsula starts

mountain garlic. It is an eating way of local residents.

If seeing the postbox that the zip

Place. 186, Dodong-gil, Ulleung-eup, Ulleung-gun,

code of Dokdo called “799-805” is

Gyeongsangbuk-do, Korea

marked clearly, letters of “Belonging

Inquiry. Hyangwoo-chon (restaurant) 054-791-0686

성인봉
봉래폭포
곰바위

천연에어컨

to Korea” which are inscribed on the
rock under the top of Dongdo by the

촛대암

Dokdo Volunteer Guards, and Dokdo
guardsmen who see off tourists
shaking their hands at the Dongdo

도동항

도동등대

남서일몰전망대

dock, anyone’s heart will beat. When going back, Dokdo which expresses regret
at the parting with excitement! If you want to celebrate the visit of Dokdo specially,
your honorary ID card can be issued at the Dokdo Management Office. The Korean

거북바위

who keeps ardent yearning for Dokdo is a real owner of Korean lan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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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THEME ▶ 여름 날의 초대석

비로소 세계화 시대의 개막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내국인들은 흔치 않게
외국인과 접한다. 그러나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북쪽은 루마니아와 접하고 동쪽은 흑해,
남쪽은 터키 그리고 그리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에 위치해 있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 불가리아의 정식명칭은 불가리아
공화국(Republic of Bulgaria)이다.

미카엘의 나라가 생소한 한국 사람들에게 불가리아를
어떤 나라로 소개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가리아는 ‘초록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리아에 살던 시절부터 늘 그렇
ⓒ JTBC

게 생각해왔어요. 많은 나무와 그것들이 모여 만들
어 낸 울창한 숲, 그리고 안개 낀 날에는 손에 잡힐

외국사람이 군대를 다녀왔다니, 신선한데요.

이어갈 수 있는 한국이 제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

듯 하게 우두커니 서 있는 높은 산맥들. 나라가 온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절 불가리아는 의무 병역을

게 호텔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고 친구들 몇 명이 모

통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실시하던 때였어요. 1년 정도의 군 생활을 했어요.

여서 한국에 불가리아 음식을 소개해보자는 일종의

제가 셰프로 있는 레스토랑 이름이 ‘젤렌(zelen)’이

한국에 와서 제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면 다들 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잘 진행이 돼서 레스

에요. 불가리아어로 ‘초록색’이라는 뜻이죠. 레스토

랬어요. 미군같이 직업군인만 보다가 외국인이 의

토랑이 오픈하게 된 거죠.

랑을 오픈할 때, 이름으로 불가리아의 아이덴티티

무적으로 병역을 했다는 것에 신기해했죠. 덕분에

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고민 끝

한국 남자들과 공통분모가 생겼달까. 종종 군대 이

레스토랑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나요?

에 ‘젤렌’이 탄생하게 된거죠.

야기를 가지고 친목 도모를 하곤 해요.

타국이다 보니 자국과는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랐고 힘든 일이 정말 많았아요. 하지만 출발이 좋

바야흐로, 미카엘
그냥, 미카엘
그야말로 외국인 방송인 전성시대다. TV를 틀면 여기저기 채널에서 한국말을 곧 잘하는 외국인들이 나와 자국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고 또한 한국생활 무용담도 들려준다. 이에 못지않게 방송가를 점령한 트렌드가 또 하나 있다.
일명 쿡방이라 불리는, 셰프들이 출연해 요리하고 음식을 선보이는 방송. 이 거대한 두 개의 트렌드에 모두 속하는 대
세가 있으니, 그가 바로 불가리안 셰프 미카엘 아쉬미노프(Михал Спасов Ашминов)이다.
방송으로만 알던 미카엘은 잠시 잊자. 여기 생각보다 진지한 한 남자가 있다.
글 김초록 사진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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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이 궁금한데요,

전역 후 호텔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한국에는

았죠.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게 곧 투자를 시작한

미카엘은 어떤 청년이었나요?

정확히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게 된 건가요?

셈이라 외국인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체류문제를 쉽

지금과 다를 바 없었어요. 부모님이 요리 하는 것을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셰프로 일할 기회가 생겨

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한국

좋아하셨죠. 셰프의 꿈을 갖게 된 건 전적으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때가 한국에서 월드컵이

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부모님 영향이에요. 부모님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개최됐던 2002년 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수 있었죠. 감사한 마음이 크게 남아있어요.

있으면 늘 저 또한 동참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인상은 어땠나요? 조금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않은 날에는 혼자서 요리를 하고요. 그러다 8학년

할까요. 불가리아 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이제 막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는

때 요리학교를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셰프의

한국은 바쁘고 빠른 나라였어요. 사람도 또

외국인한테 전할 수 있는 조언 같은 것이 있을까요?

길로 들어선거죠. 셰프 말고, 다른 장래희망 같은

시스템도요. 거기다 막 월드컵이 끝난 때라 특유의

글쎄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지 않기

건 없었나요? 어릴 때 잠깐이지만 우주비행사가

축제 열기가 더해져 나라 전체가 들떠있었죠.

때문에 조심스럽네요. 일단은 정보력인 것 같아요.
자신이 생활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요리가 가장
큰 재미였어요. 뭐랄까, 제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여

기분이 들죠. 그렇게 요리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 잘 맞았어요.

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이니까 출입

가게 됐고 이후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바쁜 생활을 좋아해요. 24시간 생활을

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할 일이 많을거에요. 그곳에서
共ZONE 2015 |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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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삶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지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요.

”

방송 얘기를 해볼게요, 미카엘이 요즘 흔히들 말하는

방송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경험을 했을 텐데,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나요?

가장 즐거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문화를 알리는 것이 곧 사람들에게 문화를 받아들

지금 하는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이렇게 까지 유명

저희 레스토랑에 불가리아 대통령이 방문한 일이

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

해질지 몰랐어요. 몇 년 전에 아리랑TV에서 저와

요. 평소 불가리아 대사관 직원들과 자주 어울려

봐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었

같은 외국인들을 모아 놓고 각자의 나라 문화에 대

요.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볼 정도이죠. 그런데

으면 하고는 바라요. 그리고 다른 것을 존중할 수

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했었어

어느 날 불가리아 대통령께서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 이후에도 요리 프로그램에 종종 나갔고요. 그

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거 에요. 정말

래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영광이었죠. 그래서 저는 식사를 직접 대접하려고

마지막으로 미카엘,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처음에는 유명해져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했는데 대통령께서 함께 자리하자고 해서 같이

거창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

마찬가지로 힘든 점도 있고 그랬죠. 지금은 방송도

만찬을 즐겼죠. 지금도 신기하고 얼떨떨해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지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

편해졌고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원하고 있죠. 뭔가
방송 외에 평소에는 뭘 하며 지내나요?

어렵지 않은 꿈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미카엘의 모습에 만족하나요?

일상생활은 남들과 다를 바 없어요. 저는 셰프니까

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늘 생각하죠. 어떻게

글쎄, 완전히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생

레스토랑 주방에 늘 있죠.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

하면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

각하고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방송이 되고 사람들

을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또

고 노력하는거죠. 오늘도요.

은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제 모습을 진짜 저라고 생

는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

각할 때도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야기를 나누며 조용하게 지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13년 차 셰프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카엘은

앱북 <共ZONE>에서
동영상을 통해
미카엘을 직접 만나보세요.

도 한국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

있을 때처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음식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을 많이 얻을 수 있죠. 저도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하

께 보내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여기가 한국인지 잘

여타 외국인들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고 있는 불가리아 셰프들을 한국에 초청할 때 많은

못 느낄 정도죠. 저도 이제는 안정을 찾았고요.

일단 한국음식은 정말 다양해요. 색감도 모양도 맛
도 천차만별이죠. 다채롭고 풍성한 느낌을 줘요.

도움을 얻었어요. 또 한국생활 초기에는 어렵더라도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어요.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른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을

꼭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고 생각하지는

앞으로 5년간은 더 지금과 같이 바쁘게 지낼 것 같

보인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정통 불가리아를

않아요. 그냥 평소의 모습대로 비춰졌으면 좋겠어

아요. 사업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계획

외치는 그의 꿈이 그저 허황된 꿈만으로는 끝나지

요. 자연스러운거요. 그리고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

된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일종의 정통 불가

않기를 바란다. 그의 사례가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자

고, 또 불가리아인이니까,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리아 패키지라고 할까요. 불가리아 요리, 사람, 노

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잘 모르는 불가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해

래, 와인 등 불가리아라는 나라 자체와 문화를 사람

성공이 한국 내 세계의 공존을 증명하는 길이 되기를

서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바라는 마음으로.

명사의 KEYWORD 「브레타노(Verteno)」
“Bretano” as Bulgarian cuisine which Michael wants to recommend to Koreans! The reason is due to prejudice
of Koreans against a meat cut called tenderloin. It is general to think that this is a tasteless meat cut in Korea.
To break the prejudice, he resolutely recommends the cuisine. Bretano is a traditional Bulgarian food that

혼자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일에 참여하는게

한국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나요? 한국에는 많은

한국에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것 같다'는 표현이

mushrooms, bacon, spring onions, smoke cheese, and pickles are put in long sausages and they are baked on a

좋아요. 그렇게 현지 문화를 배워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공동체 문화가 있는데.

있잖아요. 한식에는 그 표현이 딱 어울려요.

grill.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it can be considered similar to sundae of Korean food. Also, because it is a food

호텔에서 일할 때는 저 혼자 외국인이었어요. 그리

that Bulgarian people enjoy eating, the point can be said similar to sundae which is enjoyed by Korean people as
well. Together with this, another special item of Bulgaria which Michael introduces proudly is just the Bulgarian

올해로 한국생활을 한지 무려 13년이 되었네요. 오랜

고 회식을 가면 6차, 7차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저

즐겨먹는 한식은 무엇인가요?

wine.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Bulgaria located on the Balkan Peninsula gave grapes called the gift of God

시간 동안의 타국생활이 외롭지는 않나요?

였죠.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한국생활 초기에는 음식이 너무 매워서 잘 못 먹었

to this country as a specialty. Besides, in Bulgaria, diverse fruits such as cherries and mangos are really nice

처음에는 형과 같이 일을 시작해 혼자 생활하는 외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항상 즐겁죠. 또 한국

어요. 살이 빠질 정도였죠. 이제는 매운 걸 잘 먹어

국인 친구들보다는 외로움이 덜 했어요. 지금은 가

사람들은 불가리아 사람들하고 성격이 비슷한 면이

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류는 탕 종류에요. 매운탕

족들이 모두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요. 불가리아에

많아서 어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도, 맑은탕도 각자의 감칠맛을 주죠.

16

and ripe on the trees owing to the warm climate. He who says that the original home of wines is the Balkan
Peninsula recommends Rose Wine. Sweetness is hidden in it differentiated from other wines which are produced
in different areas. Therefore, to add Bulgaria Rose Wine to Bretano as a national cuisine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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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별미 건강식 묵밥을 호로록 호로록!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따뜻하거나 차게 즐길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묵밥! 특히 여름철 탱글탱글한 묵과 시원한 동
치미 국물이 일품인 묵밥은 더위를 물리치게 해주는 최고의 별미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가족의 원기충전을 위해 묵밥을 맛보기
로 한 김빈 씨네 가족의 솔직담백한 맛 평가를 들어보자.
글 황지혜 사진 SARAM 장소 산너머남촌 구로점(02-867-8186)

‘묵밥’은 참 만만한 음식이다. 먹기 좋게 채 썬 묵 위에 신김치, 오이, 김가루 등

긴 설명을 듣고 난 뒤 김빈 씨는 묵밥이 더욱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시부모님

을 얹고 육수를 부어 바로 먹어도 좋고, 찬밥 한 덩어리까지 더해 휙휙 말아 먹

이 재배해 보내준 국산콩으로 국물을 내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요리,

으면 여름 더위가 가신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 까다롭다. 도토리, 메밀을 갈아

그리고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녀이기에 무공해식품인 묵밥이 올 여름

앙금을 내어 풀 쑤듯 쒀 만드는 과정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 묵밥은 그래서 정

식탁의 새로운 메뉴로 등극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성과 시간이 필요한 한국의 대표적인 ‘느림보 음식’이다.

“도토리는 자연 상태에서 채집한 거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가루 내서 요리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네요.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실 맛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 가족의 원기충전을 위한 특별한 메뉴를 고

이라 요리법을 배워서 꼭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민한 주부 김빈 씨. 그녀의 선택은 도토리묵밥! 6월의 주말, 느긋한 오후에 가
족의 손을 잡고 강원도 토속음식점을 방문했다.

도토리에는 모두가 곤궁하던 어린 날이 담겨있다. 주머니 가득 불룩해질 때면

“평소 묵 요리를 자주 먹는 우리 남편도, 저도 묵밥은 오늘 처음 맛봐요. 묵밥

주린 배가 당장 채워진 양 든든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도토리를 가루 내어

이 강원도 음식 맞죠? 남편은 입맛 까다로운 서울 출신이고, 제 모국은 베트남

솥단지에 물과 함께 부어 넣고 주걱질을 쉼 없이 해야 얻을 수 있었던 도토리

이에요. 베트남에도 말캉말캉한 식재료와 육수를 활용한 요리가 많아서 식감

묵. 그래서 도토리묵은 서민들의 고픈 배와 마음을 달래주는, 소박하지만 고로

이 낯설진 않네요. 동치미 국물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첫 맛은 몰랐

귀한 음식이었다.

는데 두어번 맛보니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유를 알겠어요.”
냉철한 맛 평가를 위해 골똘히 생각에 빠진 아내와 그녀에게 다정한 시선을 보

아빠의 설명에 잔뜩 기대하고 수저에 묵을 한 가득 펐던 사랑이는 일순간 얼

내던 남편 권오상 씨. 도토리묵의 재료와 만드는 법 등 풍부한 식견을 더해 설

굴을 찌푸렸다. 특유의 쓰고 떫은 맛이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 입맛을 사로

명을 해주었다. 그의 설명대로 곱게 간 도토리가루를 물에 담가서 떫은 맛을

잡기에는 부족했나 보다. 그럼에도 이 떫은 맛만 감수한다면 묵이 우리에게

우려낸 후 웃물은 따라낸 후 앙금만 모아서 끓이고 식혀서 굳히면 도토리묵이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 도토리에 들어 있는 아콘산은 중금속 해독 뿐만

완성된다. 설명은 간단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 그래서 묵

아니라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 및 숙취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수

밥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한국의 ‘느림보 음식’ 중 하나로도 꼽히곤 한다. 남

분함량이 많아 포만감을 주는 반면 칼로리는 낮고, 타닌 성분이 지방흡수를

편 오상 씨는 기근 등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묵을 구황식이나

억제해 주기 때문에 체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이

별식으로 즐겨먹었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다. 한 끼 식사로 손색없는 묵밥으로 여름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겨보자.

사계절이 더운 나라, 베트남의 여름별미

분짜(Bun Cha)
베트남에서는 40 ℃를 웃도는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거리에서 숯불로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분짜를 파는 식당이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음식은 아니지만, 그 맛은 쌀국수에 견주어도 손색없다. 분짜는 베트남 젓갈과 식초로 맛을 낸 시원 새콤한 국물에 쌀국수 면과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 완자를
적셔 먹는 음식이다. 숯불에 그슬린 고기맛이 육수의 풍미를 더해주고, 기호대로 신선한 야채를 함께 넣어 국수의 맛과 영양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분짜와
함께 베트남 사람들은 열대과일을 수시로 먹으며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해 건강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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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OREA ▶ 한강의 기적

세계 최빈국으로서 타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타국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GDP 규모 순위 세계 13위(2014 IMF기준),
G20의 회원국, 이제는 세계무대의 각종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는 대한민국.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Talented people born in the humanitarian spirit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US, Obama, has mentioned Korea’s educational

교육 열정이 만들어 낸
인재(人材)의 나라, 대한민국
Korea, a nation of talented people,
created by enthusiasm for education

‘Education’ has been a foundation of Korea’s outstanding economic growth.
The combination of the systematic education system and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has manifested itself as the nation of the lowest illiteracy rate and the
highest college entrance rate in the world. And this fact only marked the beginning of
showing the whole world that Korea is full of talented people.
글 김초록 참조 <대한민국 5천 년 역사리더십을 말한다, 최익용>

enthusiasm and praised its remarkable outcomes in public on numerous
occasions. It is not just what has happened recently that world leaders
speak highly of Korea’s systematic education system and passion for
education.
A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also said that ‘the best contributor to
Korea’s amazing economic development was properly educated people’. And
such a reference to Korea’s educational enthusiasm can be found in ‘The
Journal of Hendrick Hamel’ written by a Dutch man Hamel who described
his experience of being stranded on the coast of Korea in the 17th century.
How has Korea’s ‘education’ become the nation’s competitiveness
factor grabbing worldwide attention? Its beginning traces back to the
Joseon dynasty era. From that era, Koreans adopted Confucianism as
the mainstream learning and have passed Confucian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daily life on to their descendants. The attitude underlying this
Confucianism was ‘the cultivation of studies’.
Koreans who pursued Confucianism which puts a high value on education
came to establish educational ideas and system when reconstructing the

홍익인간의 정신 위에 인재(人材)가 태어나다

countr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s colonial rule. The basic principle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한국의 교육열을 언급하며 이것이 만들어낸

of Korean education lies in the country’s first founding principle, the

놀라운 결과들을 연신 추켜세운 바 있다.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

humanitarian spirit, which emphasizes ‘benefiting the world widely’.

스템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사는 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Article 1 of Education Act proclaimed as the Law number 89 on 31st

빌 클린턴 (前)미국 대통령 또한 ‘한국 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이끈 일등공신은 제대로 교

December 1949 stipulates Korea’s basic principle of education as follows.

육받은 국민’ 이라고 언급했으며 그 역사는 17세기 한국에 표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

‘Under the spirit of humanitarianism, education attempts to get all the

된 네덜란드인 하멜의 저서 ‘하멜표류기’에서도 발견된다.

people of the country to complete their character and to have the capacity

한국의 ‘교육’은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적 경쟁력 요인이 되었을까. 그 시작은 조

for independent living and virtues of citizens. And ultimately, education aims

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인은 유학(儒學)을 주류학문으로 채택하

to make peopl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country and

고 또한 생활을 영유하는데 그 사상에 있어 유학을 근간으로 삼아 이를 후세대로 전승해

to realizing the ideal of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왔다. 이러한 유학의 근본을 이루는 자세가 바로 교육을 뜻하는 ‘학문의 수양’ 이다.
이렇듯 교육을 중요시 하는 유학을 숭상해오던 한국인들은 해방 이후 나라를 재정비 하

교육에 대한 열정, 한반도를 물들이다

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교육 이념과 제도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한국 교육의 근본이념은

교육이념의 제정, 평등한 교육기회의 수여 등 체계적인 제도의 수립과 동시에 유학의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한국 최초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 수양의 정신 그리고 잠재해 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서로 맞물려 대한민국에 그야

세워진다.

말로 거대한 교육의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 89호로 공포된 교육법 제1조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

그렇게 시작된 흐름은 향후 발생하는 한국전쟁도 막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총성이 오

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고 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해 학생들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

도록 했고 이러한 풍경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뉴욕타임스>는 ‘남한에서는 정거장, 약탈당한 건물 안, 천막, 묘지 등에서까지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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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OREA ▶ 사(史)적인 시간

하고 있다. 어느 시골에 가도 나무 밑에 학생들이 모여앉아 나무에 흑판을 걸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고 책을 돌려가며 공부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당시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 한국 내 외국인

대한민국을 묘사한 바 있다.

유학생 수는 8만 9,911명이다. 놀라운 성과를 창출해내는 교육환경을 누리

한국의 부모들은 집안 여건과는 관계없이 자녀교육을 최우선시 했으며 이는

고자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고 있다. 다양한 나

나라 전체가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한 집안의 경제적 계층 이동을 위한

라에서 오는 학생들은 한국의 학구열에 동참하고 그들은 한국이 양성하는 또

최대한의 노력이었으며 영토는 작고 자원은 부족하고 인구는 많은 한 나라로

하나의 인재가 된다. 한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가 가장 주력하여야 하는 자원

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수많은 고급 인적

은 바로 인적자원이며 이는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하며 모방이 불가능한 최상

자원들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구성원들의 발전은 나라의

의 자원이라 하였다. 경제적 관점의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 발전의 경쟁력

발전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라

으로서 이러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인프라와 그리고 이를 움직이는 교육에 대

는 나라를 빠른 기간 안에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한 열정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인재의 나라로 만든 셈이다.
21세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같은 성과를 창출해낸 산업화 시대의 교육방식

Ardor for education, saturating the Korean Peninsula

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The combi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c education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시스템 재정비와 인문학 열풍은 새로운

system such as establishing educational ideas and providing

흐름의 잔물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그

equal opportunities of education, the spirit of cultivating studies in

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인재들의 탄생이 머지않았다.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 (Rosetta Sherwood Hall)

“그 누구라도 치료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글 김초록 일러스트 김수민

Confucianism, and the latent enthusiasm for education caused a
huge wave of education in Korea.

Korea’s education getting worldwide attention

The educational trend which started in that way was unstoppable

According to the data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even by the Korean war that occurred later. Amid the constant

Science, and Technology, the number of overseas students in

gunfire in the wa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et up a wartime

Korea exceeded one hundred thousand in 2008. To benefit from

confederate university in order for students to continue with

this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attained such remarkable

their education. The world was astonished by it. <The New York

outcomes,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come to study in Korea

Times> described Korea’s unusual passion for education at the

these days. various other countries have been joining Korea’s

time as follows. ‘In South Korea, classes are being provided even at

yearning for study and they can also become talented people

모든 이들이 한 여인을 바라본다. 차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그 이름, 다름 아닌

bus stops, inside plundered buildings, in tents, and at cemeteries.

nurtured by Korea.

‘평양 오마니’. 때는 1925년,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이 한국에 온지 2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식에서 한

In every rural village, students who sit together and pass around

A sociologist argued that the resource we must focus the most

국인들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생김새의 이 여인에게 어머니라 불렀다. 1890년 그녀는 선교회에 자원하며 이화학당 내 여성

textbooks are taking classes under a tree from which a blackboard

attention on is human resources and they are the best resource

전문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 책임자로서 당시의 조선으로 오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와 대한민국과의 역사가 바로 한

is hanging.’

which cannot be replaced or imitated by themselves. The

국 근대 의료계 태동의 시작이었다. 환자를 치료하고 학생들에게 생리학과 약물학을 가르치며 동시에 저명한 선교사인 윌리

Parents in Korea put top priorit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infrastructure creating such resources and the enthusiasm for

엄 홀과 결혼 후 임신까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녀였다. 그러나 2년 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는 슬

regardless of their living conditions and the entire country was

education activating those resources have made Korea become a

픔이 되어버린 조선을 뒤로한 채 고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조수 박에스더(김점동)의 재능을

sympathetic to this attitude. It was the best effort that could be

country of talented people today.

눈여겨 봐 미국으로 동행하여 의과대학에 입학시키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최초의 한국인 여의사를 탄생케 했다. 3년간

made by each family for class mobility and the only effort that

Korea in the 21st century is preparing to drastically remove the

의 고국생활, 그러나 그녀에게 한국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또 다른 고국이었다. 그녀는 평양에 홀기념병원을 건립하

could be made by the country with a small land area, a lack of

education method in the industrial age that achieved the above

기 위해 남편에 관한 자서전을 집필하여 모금 활동을 펼쳤으며 조선에 있던 당시 알고 지냈던 시각장애인을 안타깝게 여겨 한

natural resources, and a large population. Due to this effort,

outcomes and to embrace new educational paradigms. An overhaul

국어에 맞는 점자를 고안하기도 했다. 3년 만에 한국으로의 귀환,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시각장애

plenty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were created and the

of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liberal art craze in a bid to foster

인학교를 설립하는 등 그야말로 한국 의료계를 무궁하게 발전시키는데 그녀는 무려 44년간의 세월을 헌신하였다.

development of individuals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creative talents are merely ripples of a new trend. Before long,

As a consequence, Korea could joint the ranks of advanced nations

Korea will create a new method of education and amazing talents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의료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기 까지, 85세를 마지막으로 한 일기 속에서 늘 쪽진 머리를 하고 한복을 즐겨 입었던

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 will draw attention from the world again.

닥터 ‘로제타 홀’, 그녀의 생애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기저를 이루며 오늘도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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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OREA ▶ 명장면 국어사전

마음에 가시가 박히다
Cắm gai vào trong lòng

응용
Ứng dụng
너의 말이 가시가 되어 마음 속
깊숙이 박히고 말았어.

Cuối cùng thì lời nói của anh đã
trở thành gai nhọn cắm sâu vào
trong lòng của tôi.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드라마를 봤을 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한국어 실력도 쑥쑥 키워나
갈 수 있는 일석 이조의 시간, 명장면 국어사전! 이번은 열여덟 청춘, 그들의 감성과 삶을 그려낸 드
라마 <후아유> 속 명장면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마음 속 박힌 가시를 토해냈더니
한결 가벼워요.

글 박지연 사진 KBS

Đã bỏ được cái gai cắm ở trong
lòng nên cảm thấy vô cùng nhẹ
nhõm.

기억을 잃고 쌍둥이 언니인 세강고 고은별로 살아가던 이은비(김소현), 수
영장에서 장난을 치다 물에 빠진 후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다. 그리고 왕
따로 지냈던 통영에서의 생활을 모두 떠올린 은비는 세강고에서 따돌
림을 당하는 영은(김보라)의 마음을 이해한다. 은비는 학교폭력위원회
에서 영은을 괴롭힌 건 자신이라고 거짓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한 영은의 편에서 진술한다. 이후 은비는 영은의
사물함에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이를 읽은 영은은 눈물을 흘린다.

Cắm gai vào trong lòng? Tấm lòng là danh từ trừu tượng không có hình thái thể hiện bằng lời nói mang ý nghĩa
không gian hoặc mang ý nghĩa phát sinh các loại như suy nghĩ, tình cảm của con người. Nếu muốn cắm gai
vào, thì đương nhiên cần phải có vật chất hữu hình để có thể “cắm” được gai vào. Do đó biểu hiện “Cắm gai
vào trong lòng” đương nhiên không thể lập được nếu xét về mặt ngữ pháp. Tuy nhiên trong cuộc sống thường
ngày, chúng ta vẫn bắt gặp biểu hiện “Cắm gai vào trong lòng” thông qua lời bài hát hoặc các tác phẩm văn học
đa dạng. Vậy liệu rằng có bí mật nào ẩn chứa trong câu văn này?

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주는 것은 친구의 손 밖에 없다

Chỉ có bàn tay bạn bè mới nhổ được gai cắm ở trong lòng.
가시가 사용된 관용구

마음에 가시가 박힌다고? 마음은 사람의 생각, 감정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을 뜻하는 말로 형태가 없는 무형
명사입니다. 가시가 박히려면 당연히 가시가 ‘박힐’ 수 있는 유형의 물질이 필요할 텐데요. 따라서 ‘마음에 가시가 박히
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문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노래 가사나 다양한 문학 작품 등을 통
해 ‘마음에 가시가 박히다’라는 표현을 접하곤 합니다. 대체 이 문장 안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SECRET1, ‘가시가 박히다’라는 표현에서 가시는 대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한 것을 지칭하지 않습
니다. 주로 말과 관련하여 ‘남을 공격하거나 불평불만의 뜻을 담은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에도 가시
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SECRET2, 따라서 ‘가시가 박히다’는 ‘말 속에 악의가 있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며
SECRET3, ‘마음에 가시가 박히다’라 함은 상대방이 던진 악의 있는 말(가시가 박힌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
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Các câu quán ngữ được sử dụng
từ cái gai

Bí mật 1, trong biểu hiện “Cắm gai vào trong lòng”, gai không chỉ vật mà chúng ta thường nghĩ tới là mảnh và
nhọn giống như cây kim. Từ “gai” được dùng khi đưa ra ẩn dụ chỉ “biểu hiện có mang hàm nghĩa bất bình bất
mãn hoặc công kích người khác”.

가시가 돋다:
공격의 의도나 불평불만이 있다.

Bí mật 2, trong trường hợp này, biểu hiện “Cắm gai vào trong lòng” được dùng như biểu hiện quán ngữ mang ý
nghĩa “trong lời nói có ác ý”.

Mọc gai: Có ý công kích hoặc bất
mãn, bất bình.
‘그녀는 가시가 돋은 말을 하여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Cô ấy nói những lời có gai nên
anh ấy bị tổn thương.’
가시가 세다:
앙칼지고 고집이 세다.

Gai cứng: Ghê gớm và cố chấp.

신체 일부분에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해보세요. 굉장히 쓰리고 아플 것입니다. 상처가 나겠지요. 마음에 가시가 박혔

‘그 소녀는 가시가 세어
만만치가 않을 거야.’

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울까요,“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주는 것은 친구의 손 밖에 없다” 친구

‘Cô ấy gai cứng nên không phải
bình thường đâu.’

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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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í mật 3, “Cắm gai vào trong lòng” cũng có thể giải thích với ý
nghĩa tấm lòng bị tổn thương do những lời nói có ác ý mà đối
phương gây ra (câu Cắm gai).
Bạn hãy tưởng tượng một bộ phận cơ thể mình bị gai đâm vào.
Sẽ rất nhói và đau. Đương nhiên là sẽ bị thương. Nếu bạn bị
gai đâm vào tấm lòng, thì tấm lòng đó sẽ nhói và đau đến
chừng nào? Bạn có chạm được vào cảm giác không? “Chỉ
có bàn tay bạn bè mới nhổ được gai cắm ở trong lòng” thì
bạn có cảm nhận như thế nào? Bạn có cảm nhận được tấm
lòng ấm áp của bạn bè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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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OREA ▶ 발견의 미학

A Spoon on the Left Side of Chopsticks and
Soup on the Right Side of Rice
把勺子放在筷子左边，把汤放在饭的右边
Miss Sakura who has just got a job in Korea, had a get-together with her coworkers for the first time. Contrary to Japanese culture
in which chopsticks are only used except for special occasions, a spoon and chopsticks are all used together in Korea. Miss Sakura
saw a spoon container on the corner of the table. She picked up spoons and chopsticks for table setting. But she was not sure how
to do it. As she already knew that Korea puts emphasis on table manners, she looked at the table next to her to understand the
rule. The 2nd time for the esthetics of discovery! Let’s learn about the table manners of Korea
刚开始在韩国工作的樱花小姐。第一次和公司同事一起聚餐。日本大部分情况下都只用筷子，但在韩国勺子与筷子都会用到。樱花小姐也
发现了摆在餐桌角落的匙筷筒。为了摆在桌上，樱花小姐拿起了勺子和筷子，却苦恼“这些只要随便放在餐桌上就可以吗？”她知道韩国
很重视用餐礼仪。觉得不能随便摆放，于是看了看旁边的餐桌，发现果然有些规则。发现的美学第二节课！其实很简单的韩国用餐礼仪，
让我们一起看看吧。
Writer Park Ji-youn

Respecting the elderly:

It is not good to make sounds

Older people come first all the time

when eating

When you arrive at Korea first time,

In Japan, it is common to make

it is not easy to use honorific titles

sounds when eating if the food is

properly. As respecting the elderly

delicious. If you do not make sounds

is very common in Korea, we follow the etiquettes with

when eating, it can be misunderstood as the food is not delicious

older people in case when having meals. Younger people can start

enough. In Korea, however, you should not make sounds when

eating after older people pick up their spoons. It is advisable to

eating. If you want to be polite, you should put suitable amount of

eat in the same speed with older people. If you go to a restaurant,

food in your mouth and then chew it quietly as your mouth is closed.

the inner side far away from the door is the upper seat, so that the

You should be also careful not to make any sound from when a

older person should be escorted to the seat.

spoon is bumped into bowls.

尊敬大人。长辈优先。

再好吃，也不要发出“呼噜噜”、“啧啧”的声音!

遇到韩国人时，不知道该怎么称呼（尊称）吧？在韩国尊敬长辈的

在距离韩国很近的日本，当人们觉得好吃时，会故意发出“呼噜

敬老意识很强，在用餐时，也要对长辈讲礼貌。在一起用餐的场

噜”，“啧啧”的声音。没有声音，反倒会被误会成对方觉得餐点

合，当长辈拿起匙筷之后，才能开始用餐，用餐的速度也最好配合

不好吃。但在韩国用餐时，绝对不能发出“呼噜噜”、“啧啧”的

长辈。如果您到了很高级的餐厅，与门口有一定距离的里面位置最

声音。最好摄取适量的饮食，不张嘴，安静地用餐。另外，您也要

理想，所以应让给长辈坐。

注意，不要让匙筷碰上饭碗，发出声音。

Good examples
好例子

A spoon on the left side of chopsticks
and soup on the right side of rice
In Korea, a spoon cannot be separated

Place a spoon on the left side of chopstick and soup on the right side of rice.

Do not use a spoon and chopsticks at the same time.

把勺子放在筷子左边，把汤放在饭右边。

用餐时，请不要同时手拿勺子与筷子。

Use a spoon when eating rice and soup.

Be careful not to make sounds when a spoon is bumped into bowls.

from chopsticks. When putting a

在吃饭或喝汤时，使用勺子。

不要使匙筷碰上盘子发出噪音，请特别小心!

spoon on the table, the spoon is

Eat other foods after eating soup with a spoon first.

Eat cleanly by making sure that the spoon has not food on.

先用勺子喝汤之后，再吃其他餐店。

请干净用餐，不要在匙筷上留下剩余食品。

Wait until older people start eating.

Eat without making loud sounds.

等到长辈开始用餐之后，再用餐。

用餐时，请不要发出“啧啧”、“噗噜噜”等声音。

placed on the left side of chopsticks. If
the spoon is placed widthwise, the spoon is beneath the
chopsticks. Similarly, rice is always followed by soup. When placing

Follow the speed of eating for older people.

Do not stick a spoon into rice.

rice and soup, the soup is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rice. Then can

用餐速度要配合长辈的速度。

不可以在饭碗上插匙筷。

you say after me? A spoon on the left side of chopsticks and soup on

Stand up when older people stand up.

Do not hold rice/soup bowls with a hand while eating.

长辈起身时，要跟着长辈起身。

用餐时，请不要用手拿着饭碗或汤碗。

Use both hands when pouring beverage for older people.

Do not blow your nose when eating.

为长辈倒饮料时，请用双手表示恭敬。

用餐时，请不要擤鼻涕。

In a restaurant, guide the older person to the inner spot far away from the door.

Do not stir side dishes with chopsticks.

为长辈选择位置时，与门口较远的里面位置最好!

请不要用筷子乱拨小菜。

Put down the spoon when the meal is finished.

Once you pick up side dish with chopsticks, do not put it down again.

用餐结束之后，请把匙筷放在餐桌上。

请不要把用筷子夹的食品再放回去。

与汤的时候，汤摆在米饭的右边。那么，让我们一起试一下！勺子

Ask the person next to you to pick up food far away from you.

Do not put up chopsticks higher than your mouth while talking and eating.

在筷子左边，汤在饭的右边!

无法够到的食品，可以拜托身边的人夹给你。

边用餐边谈话时，请不要把筷子抬得高于嘴部。

the right side of rice!
把勺子放在筷子左边，把汤放在饭的右边
在韩国，勺子与筷子是不能分开的组合。在餐桌上摆放匙筷时，勺
子在左边，筷子在右边。如果横着摆放匙筷，那么勺子要在下，筷
子在上。与勺子和筷子的组合相似，有米饭就一定要有汤，摆放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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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examples
坏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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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OREA ▶ 출입국 Q&A

비자 네비게이터?
이건 뭐지?

대한민국 비자포털 하나면
비자 준비가 끝!

일단 입력을 해 볼까?
대륙을 선택하고…

Applying for visa complete with just Korea Visa Portal!

그 다음에 입국 목적,
체류기간을 설정하니…

일러스트 강주연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여름방학이 벌써
다 지났군.

어라, 나에게 딱 맞는
정보만 나오네!

우선 비자부터
확인 해 봐야겠지.

한국대사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니!

Q
A

국 비자포털로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려운가요? 또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2010년 2월부터 운영해 온 ‘휴넷코리아’가 2014년 12월부터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이란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전자비자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대한민국 비자포털은 비자 종류, 자격요건, 각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 한국의 비자시스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비자신청을 위해 재외공간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확인서를 출력

하여 다른 번거로움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용 전
고민이 되신다면 웹사이트 내 ‘비자 네비게이터’를 기억하세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이용해 전자비자발급
이 가능한 비자 종류는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을 위한 취업비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의료관광객을 위한 비자, 마지막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입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발급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共ZONE> 편집실(zee@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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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IT강국 한국이야!
당신 전자비자도
지금 신청합시다!

한국에 다시 갈
준비를 해야겠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입니다. 이전까지 휴넷코리아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비자(E-1)를 발급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대한민

여보, 뭐하세요?

Q

I am a professor teaching at a university in Korea. In the past, I used the Hunet Korea website for the online issuance of my

A

Hunet Korea, which was launched in February 2010, transformed itself with a new name and a new look in December 2014—it is

Professorship (E-1) visa, but I heard the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improved under a new name, “Korea Visa Portal.” Is it hard to
use this new website? Also, what are its advantages?

now called the “Korea Visa Portal” (www.visa.go.kr). Some major changes have been made: the eligibility for e-Visa issuance has
been expanded and more services are offered through the website. It also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on Korea’s visa system,

including visa types, qualifications, required documents and application process. There is no need to visit the diplomatic mission once you
apply for an e-Visa. Simply print out the Confirmation of e-Visa Issuance, and you are ready to enter Korea. Korea Visa Portal is user-friendly,
which means those who are applying for e-Visa for the first time won’t have any problems. Still uncertain? Try the Visa Navigator. With a few
clicks, you will get the information you are looking for. At the moment, e-Visas issued by the Korea Visa Portal include employment visas for
professionals such as professors and researchers, visas for medical tourists who are guaranteed by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visas for Chinese group tourists. We plan to broaden the eligibility for e-Visa issuance in due time.
共ZONE 2015 |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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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OREA ▶ LIVE ON KOREA

같은 하늘 아래, 하나로 아우러지다

제 8회 ‘세계인의 날’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시민회관에서 제 8회 ‘세계인의 날’ 행사가 개최
됐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세계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인 재한외국
인들을 위하여 대한민국 구성원들간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로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Beyond Difference, Closer to You)’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한국에 거주

타국에서의 녹록치 않은 삶, 재한외국인이 경험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서러움을 그 누가 감히 온전히 이해한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간의 차이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서

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아픔을 기꺼이 나눠가지겠다고, 그리고 다

로를 한층 더 이해하고 보듬자는 의미를 부여했다.

같이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자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로 8번째 세계인의 날을 준비했다. 2015년 5월

과천시민회관 야외 마당에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부스가 마

20일 재한외국인들의 삶을 응원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참가했던 모든 이들

련되었다. 부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통 의상으로 자신을 한껏 꾸미며 행사에

이 빛났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방문한 이들에게 자신들 나라의 전통 물품이나 게임 등을 소개했으며 감사의

는 황교안 前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세계인의 날을 전두지휘한 김영준 출입

글 김초록 사진 서찬우

뜻으로 직접 만든 선물도 증정하였다. 부스에 방문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

국·외국인정책본부장 그리고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용현 여성가족

화를 체험하며 나라별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한국에 거주한지 오래되었지만

부 차관,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세르지오 메르쿠리 주한이탈리아대사

각국의 색이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 다른 이들의 특색에 신기해하며 한국 내에

등 관련 정부인사와 각국 대사관 인사들이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참

존재하는 다양성을 실감하였다.

석했다. 본식행사는 국악 공연으로 기념비적인 막이 올랐다. 퓨전 국악 그룹

한편 야외 마당 중심에서는 세계음악카페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참가자들이

인 QUEEN은 강원도 아리랑에 이어 중국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 첨밀밀의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참가 그룹은 전통악기를 연주하

OST를 연주하였고 한국의 전통 소리로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한국

며 전통 춤을 선보였다. 어딘지 성스럽게 느껴지는 그들의 몸짓에 방문객들은

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무대를 선사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멜로디 하나에, 그들의 손 자락 하나에 감탄

했다. 식전 공연이 끝나고 뒤이어 국민의례가 진행되었다. 특히나 이 시간에

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곧 다른 참가자가 K-POP으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는 호국정신을 기리는 묵념 의식을 가지며 대극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뽐냈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축제에 빠져들었던

경건한 마음으로 역사가 된 호국영웅들과 그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들에게 마지막 무대가 돌아왔다. 등장부터 요란했던 참가 그룹, 검은 피부

행사를 축하하는 기념사에 첫 순으로 나선 황교안 前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가 유난히 아름다웠던 이들은 현란한 몸짓과 멜로디로 등장부터 사람들의 함

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어울림으로써 더욱

성을 이끌어냈다. 이어지는 그들의 참가 유도에 다른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이

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하나 둘 씩 무대로 진출했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겼다. 흥겨운 음악

세계인의 날 행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국적과 인종이라는 차이를 넘어 세

에 취한 사람들 얼굴에서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이 웃음만이 가득했다. 다

계인으로서 더 큰 내일을 향해야 하며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발전

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언어, 다양한 피부색. 그 차이를 넘어 그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공동 노력이 더해졌기 때

은 같은 하늘 아래 흥겨움에 동화되어 하나로 아

문이며 따라서 외국인들의 기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또

우러졌다. 눈뜨기도 어려울 만큼 눈부신 햇빛이

한 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차이를 넘어 세계인과 하나가 될 수 있

비추던 날, 그들의 신명나는 모습은 보는 이들

도록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에게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울림을 일

이어 유공자 포상식이 진행되었는데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으켰고 그것은 ‘너’와 ‘나’라는 장벽이 허물

노력하는 이들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했다. 특히나 많은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어짐과 동시에 ‘우리’라는 이름을 새롭

올해의 이민자상은 20년 가까이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이탈리아

게 쌓아올리는데 충분했다.

국적의 빈첸시오 보르도(한국명 김하종) 신부에게 수여되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한국 내 다양성의 공존을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

30

세계를 품은 대한민국,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들의 아름다운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 정부

더 큰 내일을 향하여

가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표하는 길 밖에는 없지만 모두가 의식해야 할 것

대극장에서 진행된 본식행사에

이다. 이들이 존재하기에,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로 향할 수 있음을.
共ZONE 2015 |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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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잡은 손, 그 따스한 온기는 잊지 않기를
대극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연이어 펼쳐졌다. 먼저 축하무대로 그림자 극
단이 실루엣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이용해 세계인의 날을 그려내며 의미
있는 공연을 선사했고 이어 비보잉 그룹인 생동감CREW가 LED조명을 이
용하여 화려하게 무대를 꾸몄다. 또한 세계인들이 만들어내는 무대는 그야말
로 장관이었다. 숭실대에서 개최된 유학생 장기자랑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균
관대학교 재학생 첸시아 씨가 가수 이선희의 명곡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열
창하며 타국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곧 인연임을 말하고 동시에 감사와 축복
을 전해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전달했다.
마지막 무대는 이민자 중창단인 ‘몽땅’이 꾸몄다. 인순이가 불러 유명해진
노래 ‘거위의 꿈’을 열창하기 시작

다. 자신들 앞에 결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장벽들을 그 자리에 있던

한 그들의 모습에 대극장 안에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었기에. 그러나 우리 다 같이 그 장벽들을 하나씩

있던 모든 관객들은 숨죽여 그

무너트리고 꿈을 이루어 가자고,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함

들이 들려주는 노랫말에 집

32

께 속삭였다.

중했다. 눈앞에 펼쳐진

축제는 끝이 났고 피날레가 펼쳐진다. 정부 인사들과 한국 내 세계의 아이들

장벽을 뛰어넘어 꿈을

그리고 마주잡은 손, 찰나이지만 그 시간 그 따스한 온기는 분명히 존재했다.

향해 가자고 말하는 노

온기는 식을지라도 그 따스함은 잊지 않기를. 축제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래에 사람들은 다시 한

계속되기에, 기억되는 따스함이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화려

번 가슴이 뜨거워졌

한 피날레처럼 한국에 있는 세계인들의 삶 또한 화려하게 펼쳐지길 희원한다.

共ZONE 2015 |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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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고 유익한 것도 좋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으로서 기분이 남다른 행사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도 화창한 날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我觉得“世界人之日”活动真的很有意义。除了
很有趣、有帮助，对从外国移民到韩国的人来

event of Together Day this year. Owing to its
dynamic atmosphere, I was able to forget other
worries in my mind for a moment. It would be
greater, if famous singers are invited to cheer up
the festival atmosphere with their songs that we
can sing together.

hall gets wider with more booths next year.

to make more friends when the outdoor event

people and having conversation with them. I like

costumes, decorating myself, meeting many

feel recharged again after putting on traditional

It is always fun to participate in Together Day. I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행사장이 더욱 넓어지고 많은 부스가 마련되어 더욱 많은

대화도 나누니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에요. 내년에는 야외

전통의상도 입고 예쁘게 꾸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세계인의 날은 항상 너무나도 재미나요. 오랜만에

구자영 Gu Ja Young

세계인의 날은 정말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participate in the

다음 페이지부터 <共ZONE>의
또다른 섹션 INSIDE KIS가 펼쳐집니다.
책의 방향을 돌려서,
출입국의 새 소식을 만나보세요.

Please rotation!

天气与气氛里，和好朋友们一起聚在这里。

方给我们提供这么好的机会，希望明年也能在好

说，这种活动还具有特别的意义。非常感谢主办

왕뢰 Wang Lei

орых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ещё более многие люд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игры, в кот

и и тридициями. Надеюсь,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акомиться с разны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культурам

отому что при участии мероприятии можно позн

А также,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чень полезно, п

Я очень рад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людим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같은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등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들떠요. 동시에 외국의 풍습과 문화

전장미 Jeon Jang Mi

the next Together Day.

diverse cultures of many countries can be experienced on

live together in Korea. I hope to see more booths where

a spot. It is astonishing to realize that such diverse people

It is pretty rare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t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더욱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감하게 되네요. 내년 세계인의 날에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놀랍고 다시 한번

세계 각국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볼 기회는 정말 드물잖아요.

조나영 Cho Na Young

노래로 말이죠.

살려주었으면 하는 것?! 흥겨워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유명한 가수가 와서 축제 분위기를 더욱

활기찬 분위기에 잠시나마 고민거리가 잊혀지네요. 바라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데 정말

황영희 Hwang Young Hee

үү хөгжилтэй өнгөрөөхийг хүсэж байна!

огдо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хүүхдүүдтэй цагийг ил

оор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 зохи

2016 оны “Дэлхийн иргэний өдөр” сурагчид олн

анилцуулж чадсандаа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бас эх орныхоо соёл заншлыг бусад хүмүүст т

Би олон орны соёл заншилтай танилцсандаа,

친구들과 함께 한층 더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요!

날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서 어린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2016년 세계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즐겁고 또한 제 모국의 문화를 다른

첸디아 ChenDia

2016
세계인의
날에
바란다!

올해 세계인의 날은?

INSIDE KIOREA ▶ 共ZONE 마당

출입국 25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로 보는 출입국

110만 외국인, 한국을 선택한 이유
출입국 스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한재혁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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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제 8회 세계인의 날 행사
성공리에 마무리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2015 세계 난민의 날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한국·베트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개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 UNHCR/Hahnjae

법무부가 주최하는 한국 내 재한외국인을 위한 행사

지난 5월 7일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정

지난 6월 17일 서울시청에서 2015년 세계 난민의 날

5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

지난 5월 1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한국·베

인 ‘세계인의 날’이 올해로 8번째를 맞아 5월 20일 과

책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행사가 개최됐다. 세계 난민의 날은 세계 난민에 대한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트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 회담을 위하

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했다. 특히나 광주는 올해 7월에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난민에 관한

서는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진행

여 베트남 레딴중(Le Thanh Dzung) 공안부 이민국

국적과 인종이라는 차이를 넘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따라서 광주출입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이다. 세계 난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관

장을 비롯한 베트남 인사들이 본부에 방문하였으며 한

화합의 미래로 향해가자는 뜻을 담아 슬로건으로 ‘차이

국관리사무소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민의 날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서울특별시가 공

광객 유치 확대, 국익 위해사범 입국차단 방안 등을 논

국측에서는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필두로

를 넘어 더 가까이(Beyond Difference, Closer

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테러범 등 국익위해자의 입국

동 주최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21일까지를 세계 난민

의하였다. 출입국은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

기획과장, 체류관리과장 등이 회담에 동반 참석했다. 이

to You)’를 상정했으며 이에 맞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

차단,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등 출입국안전 활동을 강화

의 날 기념 주간으로 설정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

날 회담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양국이 출입국관리 부분에

를 진행하였다. 특히나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한편 대회 참가자에 한해서 신속한 비자발급, 전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난민에 관한

선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서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협력관계로 확대

비롯하여 김영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그리고

용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김영준 출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김영

방안으로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에 6월 1일부

하는 것에 있어 다시 한번 상호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

각국 대사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전 기

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마음

준 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각계의 유명인사들과

터 김포공항을 포함시켜 확대 시행을 시작하였고 국익

였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국민들이 양국의 이동과 생

획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방문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

을 더한 배려를 통해 이번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

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엔난민기구의 더

위해자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탑

활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부탁하는 것

끌어냈으며 또한 만족도 높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

사로 회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직

크 헤베커 한국대표부 대표의 축사로 막을 올렸으며 국

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으로 한국·베트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은 마무리 되

적인 행사로 막을 내렸다.

원들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민 현황 등을 소개하고

통하여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

었다.

난민캠프 실제 모형 전시,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배포

획이다.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다.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6월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과 중남미간 출입

4월 29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국·외국인정책 분야 전반에 걸친 각국 사례 등을 공유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준 출입국·외

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 4차 한-중남

국인정책본부장이 주재하고 주한 미국·영국·프랑스

미 치안협력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

상공회의소 회장, NIKE KOREA 대표, IBM KOREA

외국인들의 한국 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

남미 국가들의 핵심 당면 과제 중 하나인 역내 치안상황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내센터(☎1345)가 지난 4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빌딩 16

을 개선하기 위해 한-중남미간 출입국·외국인정책 분

에서는 온라인민원 강화를 통해 방문민원 불편을 해소

층으로 이전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는 외국인 초청, 국적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국의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투자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상담원이 20여 개의 언어로 안내 서

고위급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정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확대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전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는 전자비자센터

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의 선진 이민행정시스템

향후 원활한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출입국 본부와

가 새롭게 개소되면서 외국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출입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

을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선진 출입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에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비자센터에서는 중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

국행정을 선보이는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

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 결과

비자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합관리, 대한민국비자포털 및 하이

국제적으로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

를 토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내 외국인 투

코리아 등 각종 포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리 되었다.

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종합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이전 및 전자비자센터 개소

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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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S ▶ 통계로 보는 출입국

110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

02

특별한 이웃이 된 797명!

취업목적 외국인등록자 수

547,832명

난민신청자

3,061명

10,760명

(28.4%)

TV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난민 행렬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머나먼

49.6%

출입국 행정을 맡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는 숫자로 기록된다.

주요신청 사유

2,438명

나라의 이야기라고요? 아니, 우리 가까이 대한민국에도 난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을 가장 쉽고,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시행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인권 선진국으로,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활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슈를 알아보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2015년 4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490명
인도적 체류허가 797명
난민인정

(22.7%)

960명
(9.0%)

1만 760명이며, 이들 중 490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797명이 인도적

정리 편집실 자료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4월호(2015)

652명
(6.1%)

492명
(4.6%)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 현재
2,337명이 심사대기 중입니다.
정치적
사유

내전

인종

가족결합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01

외국인등록자의 절반,
한국을 선택한 이유 같다!

종교

5,421명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국적별 국적취득 현황

외국인등록자는 110만 4,876명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8만
3,992명(61.9%)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1만 5,832명(19.5%),

284,849명
(25.8%)

03

262,983명
(23.8%)

충청권 10만 4,670명(9.5%), 호남권 7만 838명(6.4%)의 순으로

186,475명
(16.8%)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117,915명
(10.7%)

비자를 살펴보면 외국인등록자들이 한국에 온 목적을 짐작할 수

116,063명
(10.5%)

있습니다. 2015년 4월 기준 방문취업 자격의 외국인등록자 수는 28만

64,945명
(5.9%)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비전문취업
(E-9)

결혼이민
(H-2)

영주
(F-5)

방문동거
(F-1)

유학
(D-2)

(21.2%)

908명
(16.7%)

5,421명이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5,750명입니다. 그리고 국적을

가까운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결혼이민 11만 7,915명(10.7%), 영주
방문취업
(H-2)

1,147명

국적을 취득합니다. 2015년 4월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 중에는 중국(3,158명)과 베트남(908명) 출신이 75%나

4,945명(5.9%)이 뒤를 이었습니다.

04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75%!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등록자 수가 49.6%로 전체의 절반에

11만 6,063명(10.5%), 방문동거 7만 1,646명(6.5%), 유학 6만

(58.3%)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각각 귀화와 국적회복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71,646명
(6.5%)

4,849명(25.8%), 비전문취업 26만 2,983명(23.8%)으로, 취업을

3,158명

107명
(2.0%)

43명
(0.8%)

31명
(0.6%)

29명
(0.5%)

기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우즈베키
스탄

기타

INSIDE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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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S ▶ 출입국 25시

AM

09:30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행정기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모체라 할 수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여수출장
소가 1963년 개소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모습
으로 출입국 행정을 도맡아 왔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여수사무소)는
1999년을 이후로 지금의 체제를 갖추고 2004년 여수시 무선로 265에 위치
한 현 청사에 둥지를 틀어 지금까지 그 모습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보
호시설인 보호동 건물과 비상대기숙소 12세대를 갖춘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이루어진 청사에 총 40명의 직원들이 출입국 업무를 위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도 직원들은 민원인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쏟아 부을 만만의
준비를 합니다. 자못 전투적인 태세인데요. 하지만 민원인이 사무소 문을 열
고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표정은 사라지고 직원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띠
며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맞이합니다. 업무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과정
에 있어서의 따뜻하고도 여유로운 태도, 그것의 결과로 민원인의 얼굴에는 만
족스러운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더 이상 여수사무소에 대해서 무슨 부연 설명
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설명을 이것만으로 끝내기에는 아쉽습니다. 이는 여수사무소가 행하
고 있는 다양한 일들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이겠지요. 여
수사무소가 다루고 있는 업무의 범위는 여타 사무소와는 달리 다양합니다. 관
할 구역으로는 여수시뿐만 아니라 순천시, 광양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에다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총 4개
의 부서를 운영하며 포괄적으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
수사무소는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업무와 여수항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 조건으
로 인한 선박검색 및 선원 상륙허가 등의 업무 수행에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이민자들의 사회통합프
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소 자
체적으로 멋들어진 리플릿 제작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이를 관련된 다양한 기
관과 사람들에게 배포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매년 프
로그램 참여 인원수가 10%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처음과 마지막을 만들어 갑니다
선진 출입국행정의 선두주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민자들의 안위를 위하여 거듭된 고려와 논의로 길을 하나씩 이어나가는 것만

참여율에 만족할 여수사무소가 아니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원들
AM

11:15

의 갖은 노력에 또한 참여자들은 100% 만족도를 나타냅니다. 특히나 가족과
함께한 한국문화체험 행사는 참가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으
로 기억되며 성공적인 행사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열렬한 반응에 올해

타이틀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보호우수기관, 프로그램참여율 전국사무소 1위 등 다양한 타이틀이 그저 허울에 지나지만
은 않을 터.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확립과 보호외국인의 안전한 본국 송환 그리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관을 표방하는 여수출입국관
리사무소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짚어 보았다.
글 김초록 사진 이영균

06

행복을 이민자들의 품으로

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수사무소의 자랑스러운 타이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 전국 사무소 1위’.

그저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기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움직

바로 이민통합지원센터 직원들의 공이 만들어 낸 결과인데요. 오늘도 직원들

이는 일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주저하기 보다는 또 다시

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여수시의 이민자들은 사무

민자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말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에 방문하고 난 뒤면 또 다른 행복을 한 아름 품에 안고 돌아갑니다.
INSIDE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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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강제퇴거집행팀이 사범과에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평균 50여 명 이상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감프로그램’ 인데요, 이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심

에 대해 강제퇴거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복 1500 킬로미터 이상

으로 하는 한글교육, 우리가락 배우기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

을 이동하며 엄숙하게 보호계호에 임한다고 하는데요, 마침 이 날은 본국으

름다운 문화와 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출국을

로 귀환하는 보호외국인들의 김해공항까지 이동을 앞두고 있어 연신 분주한

앞두고 있는 보호외국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모습이었습니다.

용을 지원하며 보호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출국 전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사범과 직원들의 모습이 왠지 모를 안심(安心)을 전해주

건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의 업무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겠

여기에 의무과의 노력이 더합니다. 보호외국인의 건강권 보호와 최상의 의료

지요.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여수시의 모든 이들이 안전할 수 있

지원을 위하여 전문의 1명,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을 배치하여 24시간

도록 안위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의료체제를 갖춘 여수사무소는 주 2회 정기진료를 시행하는데요, 또한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외국인의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돕고 있으며 생
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

PM

17:45

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은 또 하나의 타이틀을 여수사무소에 가져다주었는데요,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 연속 인권보호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PM

14:30

선진 출입국행정의 구현

청사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표창장은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인권보호에 관

여수사무소의 핵심 부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수사무소의 70%

한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입국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가까이 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보호과입니다. 여수사무소는 전국사무소

과 책임감이 직원들에게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중 외국인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몇 안되는 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보호동

민원인들에게는 대한민국 그 자체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을 알기에 직원들은

건물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20여 개의 보호실이 운영되고 있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여수사무소 직원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을 만

으며 이중에는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가족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

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처음과 마지막, 여수출입국관리사

과 직원들은 3개 팀 총 15명, 경비대원 3개 팀 총 16명, 행정직원 3명으로 이

무소가 만들어 갑니다.

모두의 안심(安心)을 위하여

루어져 총 35명의 직원이 3교대 24시간 근무 체제로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여수사무소에서 가장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 하면 단연 사범과일

데요, 보호외국인의 입소부터 본국으로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보호외국인의

것입니다. 보호외국인 강제퇴거집행 업무부터 사범위반 처리 및 단속 그리고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박과 선원의 입출항 수속 등의 업무까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직원

보호외국인은 불법체류자라는 명목으로 강제퇴거집행 시기 까지 행정목적의

들은 순간의 쉼도 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날에는 출국을 앞둔 선원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보호과정에서 인간

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모습이 눈에 띄

적인 대우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여수사무소는 기본적인 생활에

었습니다. 여수는 여수항이 위치해 있어 선박과 선원들의 대한민국 출입이 이

있어서 보호실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비롯하여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

루어집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수사무소 사범과입니다. 선박

을 목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증진에 많은 노력을 투여합니다. 직원

과 선원의 입출항 수속 등의 업무는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출항 시

들은 업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에

간 등이 정해져 있어 다른 부서보다 업무 처리에 있어 신속성과 완벽함이 배로

임하고 있으며 보호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

더해집니다. 바쁜 와중에도 베테랑 직원들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기 위하여 항시 긴장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모습을 장식하는 곳이기에 친절하게 안

이러한 정신과 자세는 여수사무소의 보호동에서 갖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

녕을 고하는 것을 말이지요.

호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규칙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과 다양한 여가

여기 조금은 엄숙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사범위반 처리 및 단속 팀인데요,

활동의 지원, 종교 활동의 지원 등입니다. 또한 출국 전까지 체불임금, 전세보

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이민자를

이들은 여수시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따로 낮밤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증금, 산업재해 보상 등 보호외국인의 개별 고충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

위한 일에 박애적으로 노력하는 여수사무소가 있

매주 2~3회 이상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며 관내 불법체류자 관련 민원의

원합니다. 동시에 보호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동안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

기에 가능한 일 일거에요.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야말로 여수 시내를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록 하고 또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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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무소는 인연을 이어주는 오작교 같은 곳
아사이 에이꼬(일본)
작년부터 여수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간단
한 서류작성부터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통역까지
오래된 한국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갓 한국에 온 이민자
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죠. 이렇게 시작된 우
연한 만남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또 다른 인연들을 만들어 내고 있
어요.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사회통합의 시작 아닐까요. 이것이 이민
자들의 한국생활을 한결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간

INSIDE KIS ▶ 출입국 스타

보호외국인들을 위한 최후의 쉼터
출입국사범 처리, 보호외국인의 보호소 입소, 강제퇴거집행. 죄 짓지 않은 이
들도 단어를 들으니 무서움이 앞선다. 사범과의 주요 업무는 이렇게 낯설면서
예상외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하루에도 수
백명의 외국인들이 오가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민원실과 그와 상반된
목적으로 마련된 4~7층의 보호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듯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하는 최후의 쉼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송병익
과장님께서 2013년 에 부임하시면서 보호실 분위기나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보
호실 벽도 밝고 따뜻한 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중앙에 화분도 놓아 마당 같이 조
성했습니다. 환경 개선 후 보호외국인이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한재혁 반장과 함께 보호실을 찾은 그날도 여성
보호외국인 몇몇이 요가 수업을 듣고 있었다. 보호실 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운
동량이 부족해지자 심신에 활력을 주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 1회 수
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종교나 문화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식사 준비부터

마음의 빚이 또 다른 인연으로 쌓여

이·미용 서비스, 각종 질병에 노출된 이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등 보호

한재혁 반장의 책상에는 특별한 편지들이 쌓여있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또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사범과 직원들의 업무는 예상을 뛰어넘는 배려의

는 본국에서 보내온 보호외국인들의 편지들이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이 서툰

현장이었다.

솜씨로 꾹꾹 눌러 적은 편지는 맞춤법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마지막
으로 정을 나눈 고마운 이에게 전하고픈 순백의 마음이 느껴졌다.

친정 같은 인천사무소, 인권공무원으로서의 첫발

“한 친구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제 사무소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맛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사한 한재혁 반장의 첫 근무지가 재미

좋기로 유명한 베트남 커피를 보내준다면서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직까

이방인에게
마지막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있게도 지금의 인천사무소였단다. 당시 보호과에서 1년간의 근무를 마친 그에

지 도착하지 않네요. 그래도 편지는 한가득입니다.”

게 인권공무원으로서 기틀을 마련해 준 곳이 인천사무소였다.

하루 평균 열 명 내외의 보호외국인을 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하는 사이 한

“인천사무소는 제게 고향 같은 곳이죠. 발령 첫해였던 2007년에 주한외국인

재혁 반장의 책상에 미담이 켜켜이 쌓였다.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인이 불

공관 핫라인을 설치했는데요, 외국인공관들이 적극적으로 본국 외국인의 보

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보호실에 왔는데, 구금 중 알코올금단증세로 정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한재혁 반장

호와 송환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인천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인하

이상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인천시립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대병원, 가천길병원, 인천의료원 등 지역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외국

시켰다. 5일간 그가 집중치료를 받는 동안 한재혁 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4

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시간 교대로 대기하며 병간호를 맡았다. 살뜰한 간호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보

남다른 시작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걸까? 한재혁 반장은 이후 전문 보호시

호외국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직업적 사명을 넘어서 마음을 다하지

표창을 받은 그를 이제야 소개하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나마 그를 만나 다행이라 여겨졌다. 상처

설인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2년이 넘도록 근무하였고, 여러 사무소를 거쳐

않는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인권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아

입은 보호외국인에게 비친 한국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따뜻하게 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서.

다시 인천으로 발령받았다. 4~5년간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영 받지 못하

직 쑥스럽다고 고백하는 그. 부족한 것이 많아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서

는 ‘이방인’ 이 된 보호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눈 뜨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슬그머니 털어놓은 것도 보호외국인의 마음을 여는 일이다.

을 찾고, 떠날 때까지 외국인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출입국 공무원으로서 다

“그들과 소통할 때 가장 큰 장벽이 언어예요. 대부분 모국어밖에 할 줄 몰라서

부진 사명감도 생겼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마음을 놓고 이

“보호외국인들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불법 체류단속 집행 때도 큰 상처를

야기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보호소에 올 쯤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상실감을 느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가슴. 앞으로도 한재혁 반장이 가진 이 놀

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부드러운 말,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함

라운 재능이 보호외국인들의 거칠어진 마음에 진심된 위로가 되어 한국의 마

께 해결해 보자고 제안하는 마음뿐이죠. 다행히도 진심은 늘 통하더라고요.”

지막 모습으로 간직되기를 바란다.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건 무얼까?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한재혁 반장을
만났다. 고백하자면,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2014년 법무부 인권보호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장관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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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S ▶ 출입국 정책

대한민국 방문,
비자포털로 준비하세요!
been expanded to include Chinese group tourists and prospective immigrant investors. From
January to the end of May 2015, a total of 790 groups (17,941 individuals) were issued e-Visas,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추천해

allowing them to enjoy fast and convenient immigration service.

주세요. 비자 검색부터 신청, 발급까지 쉽고 빠른 서비스로 비자 준비 부담을 팍팍 덜어주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이 대한민국 여행의 시작이자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겁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이란?

If you have friends who are planning to visit Korea, tell them about the Korea Visa Portal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입국목적에 따라,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

website (www.visa.go.kr). From searching and applying for the right visa to getting

고,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웹상에서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one, this fast and convenient service will mitigate the frustration of going through

비자나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구축한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국

the oftentimes confusing visa application process. Korea Visa Portal is an excellent

비자를 신청한 후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비자신청을 위해 본국의 재외공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서를 인

resource for anyone preparing his or her trip to Korea.
정리 편집실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쇄하면 번거로움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What is Korea Visa Portal?
Launc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Visa Portal is a website that issues e-Visa and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for foreigners entering Korea or those who are planning to invite
foreigners. It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on which visa they should apply for, the qualifications,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목적, 자격요건 등에 맞는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비자를 준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나아가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0년 2월부터 ‘휴넷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비자발급
인정서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여 2013년 3월부터 교수, 연구원 등 전문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전자비자 제도를 도
입·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초부터 ‘대한민국 비자포털’이라는 명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홈페이
지가 보다 개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투자이민예정자도 전자비자
신청대상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5월 말 기준 총 790개 단체(1만 7941명)

required documents and applic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ntry. Applicants don’t have
to visit the diplomatic mission in their home countries once they apply for an entry visa through the
website and receive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By printing out the Confirmation of e-Visa
Issuance, they are ready to enter Korea.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주요 기능
Main features of the Korea Visa Portal

에 단체전자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이들 모두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혜택을 누렸습니다.

Any foreigner planning to visit Korea must obtain a visa according to his or her purpose of entry
and qualification. Needless to say, the process of getting a visa can feel quite daunting. To lift this
burden off the shoulders of travelers as well as to attract and retain outstanding foreign tal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launched the Hunet Korea website, which offered service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in February 2010. In March 2013, it also implemented the e-Visa
policy geared towards attracting professors, researchers and other professionals from abroad.
In the beginning of December 2014, Hunet Korea was revamped under a new name, “Korea Visa

3개 언어(한국어/
영어/중국어)로
홈페이지 운영

전자비자,
온라인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맞춤형 비자검색
서비스 제공
(비자네비게이터)

Option to choose
from 3 languages
(Korean, English,
Chinese)

Issuance of
e-Visa and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Customized visa
search service
(“Visa Navigator”)

입국목적별
비자종류,
비자신청 절차 등
정보 제공
Information
on visa type,
application
process and fees
according to
purpose of entry

VISA

비자발급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제공
Check
application
status

?

Portal,” transforming into a much more user-friendly website. Eligibility for e-Visa issuanc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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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홈페이지 이용 안내 팁
A friendly guide to using the website

전자비자 신청 및 입국 절차

1

2

STEP

3

STEP

초청자
(대한민국비자포털에
회원가입 신청)
신청자
(비자신청서 항목과
필요한 서류 업로드,
비자수수료 결제)

STEP

신청인
비자신청 후 접수 및
비자발급 진행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

① 언어 선택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① Choose a language
Korean, English, Chinese

신청인
‘비자발급확인서’
출력 & 소지

② 회원 가입
전자비자 발급을 원하는 초청자는 대한민국비자포털
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로그인 후
비자신청 후 접수 및 비자발급 진행사항을 온라인으
로 확인할 수 있다.
② Register online
For e-Visa issuance, applicants must create
an account on the website. They can check the
status of their application after logging in and
submitting their visa application.

③ 비자 안내
한국의 비자시스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비자종류, 자격요건, 각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뿐 아니라 발급 수수료, 재
외공관 안내 등이 정리되어 있다.
③ Guidance on visa
The website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Korea’s visa system, including visa
types, qualifications, required documents,
application process, fees and guide on
finding a diplomatic mission.

이용 가능 대상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은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첨단과학
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국인 환자(C-3-3, G-1-10),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지정된 여행사에서 유치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C-3-2) 등이 있습니다.

Applicable status of stay for e-Visa issuance
Professorship (E-1), Research (E-3), Technology Transfer (E-4), Professional Employment (E-5),

❷

Special Occupation (E-7) status holders with an official employment recommendation letter (GOLD
CARD) in the field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spouse and minor children), foreign patients (C-3-3, G-1-10), prospective investors under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C-3-1), Chinese group tourists (C-3-2) through
designated travel agencies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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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④ VISA NAVIGATOR
비자 내비게이터를 클릭한 후 민원
인이 해당 국적, 입국목적 등을 입
력하면 필요한 비자종류와 제출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④ VISA NAVIGATOR
After clicking on the Visa
Navigator, select your
nationality and purpose of entry
to find out more about which
visa you need and the required
documents.

❸
⑤ 바로가기 서비스
전자비자 신청, 방문취업 사전신청,
전자서식(비자신청서), 진행현황조회
등 주요 서비스를 바로 클릭 후 신속
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⑤ Go to service
This feature lists the main
functions of the website: e-Visa
application, work and visit visa
lottery, e-Form (visa application),
check application status, etc.

체류자격

1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주무부처로부터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동반(F-3)
연번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

단기일반(C-3-1)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4

단체관광(C-3-2)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대행사 중 단체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중국측
신청대행사가 유치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 내년 초부터는 중국측 신청대행사 모두에게 허용 예정

5

의료관광(C-3-3, G-1-10)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 대리신청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에 한함

6

일반상용(C-3-4)
’12. 1. 1.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❻

❹

⑥ 자주묻는 질문
민원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용
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⑥ FAQ
Questions from applicants and
corresponding answers are all in
here for your reference.

❺
INSIDE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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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IS ▶ 전문가 기고

국민 해외관광 및 외래관광객 동향

지속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방안 모색

외래관광객(B)

국민해외관광(A)

차이(B-A)

(단위: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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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계

인천공항은 ASQ종합 순위(Global Ranking)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차지 해오고 있다. 세계 1800여 개 공항 가운데, 10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출입국절차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도 2013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만족’ 및 ‘매우만족’하는 경우가 82.5%(전년대
비4.6%p 증가)로 가히 최고 수준이다. ‘불만족’ 및 ‘매우불만족’은 불과 2.0%(전년대비 1%p 감소)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요사이 이런 인천공항이 한산하다.

국제수지 개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외래 관광객의

국경관리도 진화가 필요하다

중동발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준 영향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가 관광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국내 소비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이나 고용확대의 기회를 가져다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질병에 대한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has ranked first in Airport Service Quality (ASQ) Global Ranking for 10 straight years, which is the only case

다. 이에 문화관광체육부는 물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외래 관광

보다 높은 수준의 국경관리다. 메르스는 현재의 국경관리에 보태어 전염병

among 1,800 airport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passenger satisfaction with its immigration process was among the highest in the

객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취급하고 있다. 즉 “제 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에 대한 국경관리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이번 사태에서 입증됐듯

industry as of 2013 - 82.5% of those questioned responded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or "very satisfied", a 4.6%point year-on-year

(2013~17)”의 주요 5개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

이 전염병 관리는 세계 각국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출입국·외국

increase. Only 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unsatisfied" or "very unsatisfied," a 1% point year-on-year decline. Recently, this

치’ 부분에서 ‘방한 외래 관광객 확대’를 첫 번째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인정책본부와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국경관리가 이민자들의 출입과

top-ranking airport has become quiet due to the outbreaks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This experience reminds us

외국인 유입정책이 생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그들의 관리 및 통합에 더하여 전염병의 국가간 출입과 관리에도 이제 신경

how closely tourism is related to the domestic economy.

함을 강조한 것으로 외래 관광객의 유입확대를 통하여 내수 소비를 진작시

써야 할 때이다. 당연히 예산과 인원이 증가되어야할 것이다.

키는 일이 이민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외

한편 메르스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이 흔들리고 있으나, 단기적인 현상으로

국인정책본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 심사 서비스 고도화와 비자제도 개선, 환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메르스 이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

승관광제도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 유입촉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오고

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

있다.

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첫째, 향후 국내 관광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에 따라 2020

할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둘

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총 관광 수요는 약 2,300만 명이

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지속

다. 이 중 2020년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약 1,500만 명까지 증

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관광객 1인당 지출 확대를 위해 특히 개별관

가하고 기타 신흥국에서 약 100만 명, 선진국에서 약 700만 명이 방한할 것

광객 공략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맞춤형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지방 관

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20년 약 117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안내정보의 표준화·체계화를 기

54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153만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

반으로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명목 GDP의 약 2.5%에 해당된다.

해 노력해야 한다.

아시아의 주요 관광지로 급부상하다

다음으로는 일본(약 230만 명), 미국(약 77만 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외래 관광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5년 6월에 캐나다인이 부산에 첫발

중국관광객의 증가 이외에도 홍콩(약 55만 명, 38% 증가), 태국(약 47만

을 내디딘 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래 관광객 수는 1978년에 100만

명, 25%증가), 중동(약 10만 명, 24%), 러시아(약 21만 명, 22% 증가)등

명을 돌파하였고, 2000년에 500만 명을 넘어섰다. 2002년 미국의 9/11

의 외래 관광객도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미국을 제외하면 상위

사태로 2003년에 감소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년

6개국이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다.

후인 2012년 11월 21일 1,000만 번째, 2014년 12월 29일에는 1,400만
번째의 외래 관광객 행사를 가졌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외래 관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곧 경제활성화

광객 증가율이 약 16%로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외래 관광객의 증가는 국내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

국민의 해외관광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로

업으로 이미 전세계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

인한 금융사태 이후 잠깐 주춤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여전히

다도 외래 관광객을 외화획득, 곧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로 손꼽

외래 관광객보다는 국민의 해외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을 수 있다.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외래 관광객 1,420만 명의 입국으로 거둔 관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다. 2014

광수입도 고무적이다. 2014년 관광수입은 181억 달러로, 13년 145억 달

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6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

러보다 24.4%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 관광수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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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사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확진자 총 172명, 퇴원
50명(29.1%), 사망 27명(15.7%), 치료 중 95명(55.2%)’ 2015년 6월 22
일 현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질환)에 대한 현황 자료이다. 한국관광
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방한 예약을 취소한 인원은 약 12만
51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만도 약 21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
구ㆍ교육 기관.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
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네트워
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NSIDE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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