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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 살면서 느끼는 건 여긴 중

국산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

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대부

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슷하죠�

제가처음올때만해도자동차나가

전제품들은중국산을쉽게찾아보기

힘들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

국의역습을생생히보고있습니다�

이제 중국산 휴대전화는 싸기 때

문에 팔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성능

은 노키아나 삼성 빰치면서 가격은

훨씬저렴합니다� 그덕에이집트사

람들의 세컨드 휴대전화로 확실히

잡을수있었죠� 지금도화웨이같은

브랜드화 된 고급 중국산 휴대전화

가엄청나게팔립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가진 중국산 차

도 �착한� 가격에 이집트 시장을 공

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라

이센스 생산 모델인 베르나� GM이

집트의 라이센스인 라노스 보다 중

국치루이모터스나 FAW의중형차

를 더 많이 찾습니다� 카이로에서도

조금 산다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에

도 중국 차량 딜러샵이 들어서 있습

니다� 카이로신규택시들도거의대

부분 중국산 스페란자 시리즈를 사

용합니다�

삼성� LG보다공중파 TV 광고에

많이노출되는브랜드가바로중국의

�하이신�(Hisense)입니다� 이집트

TV스타를내세운마케팅으로삼성�

LG가석권하고있던고급백색가전

시장에서입지를넓혀가는중입니다�

다연(DAYUN)� 하오싱(HAOX�

ING)이란 브랜드도 아주 생소하시

겠지만 이집트에선 전혀 낯설지 않

습니다� 중고 베스파와 LML만큼

많이 굴러 다니는 오토바이들이기

때문이지요� 중고를 살 바에야 중고

와 비슷한 가격으로 새 것을 사겠다

는심리를이용합니다� 그결과는점

유율상승으로이어지는거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펌프� 전선

기계류 전동 공구류� 오븐� 세탁기

등 중국 브랜드는 이집트를 하나하

나 점령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가장 잘 아는 중국 브랜드는

하이얼이지만 이집트는 온갖 중국

브랜드가다들어와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산업기반 시설이 붕

괴된 나라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

집트 역시 백색가전을 생산하는 공

업기반자체가거의없습니다� 하물

며자동차는어떻겠습니까�

한 때는 거대한 시장이었던 중국

이 아프리카에서 이미 제국의 역습�

아니중국의역습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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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참여하죠?

Snapshot

이집트서본중국 �무섭다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는 각질 관리

가 필수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일부

러 각질을 벗겨내지 않아도 자연적

으로 떨어지지만 전 피부가 얇고 악

건성이었습니다� 각질이자연적으로

떨어질 만큼 건강한 피부는 아닌가

봐요� 차가운 바랍이 부는 가을� 투

명하고 촉촉한 피부 프로젝트� 필링

젤을만들어봤습니다�
재료�물 27g� 각질 셀룰로우즈

3�4g� 알로에베라겔 15g� 오이추출

물 2g� 리피듀어 혹은 히아루론산 2

g입니다� 어디서 구하느냐고요? 인

터넷쇼핑몰이나 공방 같은 데서 사

면 돼요� 리피듀어와 히아루론산은

보습제랍니다� 각질을 벗겨내면 보

습을꼭챙기는게좋아요� 히아루론

산이 더 싸지만 리피듀어의 보습력

이 두배로 좋습니다� 오이 추출물은

다른 걸로 넣어도 되요� 전 조금 더

하얀 피부를 맞이하고 싶어서 오이

추출물을넣었답니다�
만드는 방법�준비한 용기에 각

질셀룰로우즈를먼저넣고나머지

재료를넣습니다� (순서가중요해요�

가루를나중에넣으면저울이잘인

식을못한답니다�) 모든재료들이잘

섞이도록잘저어줍니다� 그리고소

독한용기에넣으면끝�참간단하죠�

물기 없는 얼굴에 젤을 묻히고 살

살마사지해주신후에맑은물로씻

어주세요� 각질도 각질이지만 부드

럽고 촉촉한 피부를 만날 수 있습니

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 냉장보

관 하면서 3�6개월 내로 사용하셔

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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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필링젤집에서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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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ood

얼마 전 일본 최대 규모의 사구(모

래언덕)인 돗토리 사구에 다녀왔습

니다� 마치사막에온듯한느낌이더

군요� 날씨까지 34도� 쪄 죽을 뻔 했

습니다� 돗토리사구주변은좋은품

질의 락교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사구 휴게소에서 팩에 포장된 락교

나 락교 가공식품들이 흔하게 보입

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제품이 있었으

니�� 락교 초콜릿! 우리나라의 감귤

초콜릿은 양반입니다� 일단 겉모습

은 ABC초콜릿 모양이네요� 초콜릿

겉에는 돗토리 사구의 명물인 락교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가 그려져

있는 초콜릿까지! 설마 초콜릿에 쇠

고기 국물을 끼얹나? 일단 첫 맛은

평범한 초콜릿입니다� 입안에 넣고

혀로 굴리면 초콜릿 속에 숨어 있는

말린 락교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꼭

꼭 씹으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나긴 하는데 다행히(?) 초콜릿 맛에

묻혀서락교맛은약한편이네요� 인

생의 경험치 플러스를 위해서라면

한번쯤먹어볼만한제품입니다�

아� 돗토리 락교의 명예(?)를 위

해서 말하자면 그냥 락교는 꽤 맛있

습니다� 알이큼직하고아삭한게그

냥먹어도맛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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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은양반� 락교초콜릿

Beauty

두산마무리투수이용찬의복귀가프

로야구플레이오프엔트리등록 3일

만에무산됐다�속사정은무엇일까�

이용찬은지난달 6일음주뺑소니

로출전정지처분을받았다� 준플레

이오프가 끝나고 이용찬 복귀가 공

식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박용만 두

산 회장의 트위터에 사진과 같은 항

의의 글을 보냈다� 박 회장은 이를

보고 구단에 이용찬을 기용하지 말

라는주문을내렸다� 비판여론을무

시하고 있던 두산 구단은 그룹 오너

의 갑작스런 주문에 6일 오후 미디

어데이에서엔트리를교체하는촌극

을 연출했다� 이거야말로 트위터가

한국야구를 바꾼 첫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동안 한국프로야구는 팬들이

아무리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언론

을 구슬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모습

을보이곤했다� 이용찬의엔트리등

록에 대한 비판도 구단은 귀를 막고

KBO는 쓸데없는 잡음이라는 태도

를보였다� 팬들이움직여서이런이

기적인 행동을 막아냈다는 건 정말

특기할만한일이다� 물론그룹회장

이트위터를열심히하는두산이었기

에가능했었던일이다�

두산 구단이나 김경문 감독은 야

구도 모르는 회장이 그룹 이미지 때

문에 자기들 야구 망쳤다고 생각하

지말고팬들이뭘원하는지다시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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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용찬트위터가내렸다

S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