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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한 한국인들

1. 인터넷 자료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에 나오는 자랑스러운 한

국인 코너 참조.

2. 신문 기사 자료

양궁 동메달 호주 쿠디“한국의 혼이 날 키워”

이기식 감독 4년간 조련……“시드니 금 오교문 존경”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인 장용호(28, 예천군청)와 박경모(29, 인천 계양구

청)를 16강∙8강전에서 연파한 호주의 팀 쿠디. 개인전 동메달에 머물 지만

그의 경기 운 은 17세 소년답지 않았다. 침착함과 범함. 그 뒤에는 한국인

이기식(47) 감독이 있다. 쿠디는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뒤를 보며 이 감독과

눈을 맞췄다. 

남자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 세 명이 모두 중도 탈락하자 한국 양궁계에선

“부메랑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한국팀을 잘 아는 한국인 지도자가

해외에서 키운 외국 선수가 한국 궁사를 쓰러뜨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제 양궁 인생은 이 감독을 만나면서 시작됐지요. 감독님은 저의 부이자

정신적 지주입니다.”

쿠디의 말이다. 한국 표팀 감독 당시‘메달 제조기’라 불렸던 이 감독은

1997년 호주 정부의 초청으로 호주로 이주한 뒤 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4년

전 열세 살이던 쿠디를 발굴해 시드니 올림픽 이후 차세 표로 발굴했다. 

‘지도자와 선수의 인간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이 감독은 어린 쿠디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뢰를 쌓았다. 매년 쿠디를 데리고 한국에 와 한국 문화와 양

궁 기술을 접하게 했다. 그러면서 1m 84cm까지 키가 훌쩍 커버린 쿠디를

이 감독은“아들 같다.”고 한다. 

함께 해 보기

2. 세계는 하나의 마을



쿠디의 가슴속엔 또 한 명의 한국인이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교문 선수다. 쿠디는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자신의

웅 중 한 명으로 오교문을 꼽았다. “침착함과 팀을 리드하는 안정감에 반했

다.”고 했다. 한국인에게 배우고 한국 선수를 존경하는 쿠디는 그저 부메랑이

아니다. 한국의 혼이 흐르는 그와 경쟁하면서 한국 양궁이 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상 다. 

한편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이탈리아 표팀의 석동은(49) 감독이 지도한

마르코 갈리아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탈리아 양궁 사상 첫 올림픽 금

메달이었다. 한국 표팀 출신인 석 감독은 77년 이탈리아에 정착, 현 남자

세계 랭킹 1위 미켈레 프란질리 등을 배출했다. 석 감독은“결국 한국 양궁의

우수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36개국의 양궁 감독

중 9명이 한국인이다.

『중앙일보』2004. 8. 21.

러시아 한인 3세 류보미르 장, 차별 딛고 제빵 그룹 회장 올라

어릴 때 빵 한번 실컷 먹어 보는 게 소원이었을 만큼 가난하게 자라난 러시아

의 한인 3세가 빵 제조업에 뛰어들어 제빵∙제분 관련 공장 4개를 소유한‘빵

의 제왕(帝王)’이 됐다.

니즈니노브고로드 시 인근에 3개의 제분 회사와 1개의 제빵 회사를 운

중인 린덱스 그룹의 류보미르 장(44) 회장이 성공의 주인공. 지금 그가 소유

한 4개의 회사에서는 3,0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장 회장은 이 지역 가

루 공급의 96%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400만 인구를 먹여 살리

는 식량 공급자가 됐다. 그는 2003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러시아 유일

의 한인 하원의원도 됐다.

장 의원은“빵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는 인생을 모른다.”며 바닥 인생을 딛

고 이뤄 낸 성공 신화의 밑바탕엔 배고픔과 빵에 관한 아픈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밝혔다.

“제가 걸어온 인생길은 너무나도 고달팠어요. 살면서 힘들 때마다 가장 아

팠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겨 냅니다.”

장 의원은 고려인(러시아 거주 한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고통 속에서 성공

을 일궈 냈다. 그의 집안은 조부(祖父)가 연해주에 첫 정착한 뒤 큰 부자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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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장 의원은 집안

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1959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9남매 중 8번

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엔 빵 한 번 배불리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는 카잔 학에

서 엔지니어 과정을 마친 뒤 1981년 러시아 3 산업 도시의 하나로 꼽히는

니즈니노브고로드 시에 정착하며 부와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연

고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그는 처음엔 양파 재배도 했고 택시 기사, 심지어 거

리의 악사가 되기도 했다. 새 사업이라도 벌이려 하면 그때마다 고려인에

한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에 성공 문턱에서 좌절하기도 여러 번이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심코 빵을 본 순간‘바로 저거다.’라는 생

각이 떠올라 빵 공장을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갔습니다.”그러나 그는“아직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며“제분

공장의 리모델링을 위해 2,0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한국인들의 투자

를 적극 환 한다.”고 말했다.

1998년 주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정계에도 뛰어든 그는 2003년 여

당인 통합러시아당 공천으로 하원의원에도 당선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인구

200만 명의 도시에 한인이 1,000여 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 곳에서 한인 3세

가 당선됐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현재 장 의원은 하원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그는“앞으로 외교위에서 활약

하면서 남∙북한을 오가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를 희망한다.”면서“러시아

정계를 표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조선일보』200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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