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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말 뜻하지 않은 신변의 변화로 갑작스럽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1월초 바로 다카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대만, 싱가폴, UAE, 사우디, 호주, 
이집트, 홍콩 등 건설현장과 20여개국 출장을 다녔었지만 누구나 빈국으로 알고 있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방글라데시로 갈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여 지게 되었
습니다. 다카행 직항이 없어서 두바이 경유하는 편인데 두바이에서 항공편을 놓치는 
바람에 다시 5시간 대기후 출발하는 해프닝도 처음 겪어보았네요. 출국전 유투브를 
통해 방글라데시 생활상을 보았는데 무념무상으로 살아야겠구나는 생각만이 들더군
요. 다카공항 한밤중 도착 첫 느낌은 너무도 열악하고 공항밖은 모기떼, 먼지 그리고 
차량 경적소리만이 반겨주더군요.  

 유명유투버 : 희철리즘

●	 여행기

이영곤 벽산엔지니어링 방글라데시 지사장/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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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 올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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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기로 하였으며 3년간 생활하
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릭샤, CNG, 
우버, 렌터카 이렇게 가능한데 저는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선택했습니다. 주
6일 근무에 무슬림국가라서 금요일 하루 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골프를 즐기시더군
요. 가격이 국내에 비하면 매우 저렴(2000~4000다카, 1다카=14원)해서 여기서 실력
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카시내에 두개의 골프장이 있어서 거리도 
가깝고 시설도 제 기준에는 괜찮더군요. 다카시내는 특별히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없더
군요. 그래서 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곤한 몸을 리프레쉬하고 지냅니다. 중고로 실
내사이클하고 덤벨을 사놓고 체력을 단력하고 있죠. 할게 없어서. 2월, 3월은 모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져온 모기향, 모기채, 침대 모기장 등 다 소
용이 없더군요. 어디서들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4월부터 모
기숫자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제가 맡고 있는 공사는 다카공항에 항공유 지하배관을 시공하는 일인데 현지 업체를 
파트너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방글라데시 관리자와 작업자로 하루 종일 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외생활 하면서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호
주, 홍콩인들과 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직접 방글라데시에서 현지인들과는 처음
이네요. 대부분 서남아시아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방

게스트하우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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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진/모래바람

록다운시 도로

평상시 도로

글라데시 작업자들에게 한국사람들은 소리치는 사람들로 많이 인식되고 있더군요. 
조직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존중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되니 목소리
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앙되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거죠.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사람들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대하는 언행
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현지 직원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인정 많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 저보다 먼저 와 계신 한국분
들은 저한테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조언들을 하던데 그건 상대적이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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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되서 현지 무슬림인들은 해가 뜨면서부터 저물때까지 물
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40도에 이르는 온도와 모래바람
속에서 몇시간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첫날 한 명의 작업자가 탈
진이 와서 쓰러지고 이 모습을 옆에서 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종교의 힘이란 무엇
인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인데 여기도 하루 6000명이상의 확진자, 
100여명의 사망자가 통계상 보고되고 있어서 4월초부터 록다운에서 4월중순부터는 
완전 록다운이 진행중이라 허가된 차량이외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다카시
내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도시중에 하나인데 록다운으로 도로
에 거의 차량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록다운시는 국제선 전항공편 운항이 금지되었지만 다행이도 인천-다카 전세기는 운
영이 허가되어 5월중 휴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가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어려운 코로나에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건강하세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이영곤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