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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재임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제자리를 후임자에게 넘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여 나가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인 변호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남구 문현동 고지대 일원에서 독거노인들과 소년

· 소녀 가장들이 주로 거주하는 불우이웃에 우리 회원들과 사무

직원회 회원들 60여명이 참여하여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가졌던 것은 참으로 보람되고,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은 해입니다. 처음

으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개업을 함으로써 예년에 볼 수

없었던 80여 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하여 법률시장의 변화를 실감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후임집

행부에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해서 회무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직선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각

후보자들이 여러 차례 지방회 회원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에 귀

를 기울이는 등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바람직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여러분 !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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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 동안 회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부산법조」는 해를 거

듭하면서 논문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읽을거리가 넘쳐 나는

알찬 내용으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도 「부산법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원고를 보내

주셨는데, 특집으로 김문경 회원께서 우리나라의 대표영화제로

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주셨으며, 홍광식 회원님을 비롯한 6명의 회원님과 배기석

교수님, 천종호, 김아람 판사님께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보내주셨기에 더욱 내실 있는 「부산법조」가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로 · 중견 · 신입 회원들께서 고르게 시와 시

조, 수필, 기행문을 투고해 주셔서 인문 · 교양서적으로도 조금

도 부족함이 없이 많은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재판일정 속에서도 「부산법조」제30호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윤여진 홍보위원장님과 홍보위원님, 여러 번

교정을 보면서 실수 없는 「부산법조」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사무국 직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2.  1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장 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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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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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는 나에게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인 동시에 ‘또 한번의 도약’을 의미한

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찾아오는 가을이 되면 일

상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내가 누구인지, 누구

였는지 따위는 잊어버린채 다소 뜨거운 열의를

지닌 영화매니아로 돌아가야만 10일의 긴 여정

을 만끽할 수 있으니 짧은 ‘멈춤’인 것이고, 다음

영화제에는 올해보다 더 번.듯.하.게. 참여하고

자 영화제 이후 돌아가야만 하는 나의 일상에서

사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결의를 하게 되는

시간이니 ‘도약’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1996. 9. 13.일에 태어나 올해로 17살이 된 부

산국제영화제는 나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영화배우와 감독을 꿈꾸던 14살 바

다소녀의 눈앞에 신기루처럼 등장했던 부산국제

영화제는,  한국, 그것도 부산에서는 ‘INTER-

NATIONAL'이라는 수식어에 부합하는 영화제

가 탄생할 수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렇게 영화제가  세계인의

영화축제로 발돋움하는 동안, 영화배우와 감독

을 꿈꾸었던 14살 바다소녀는 메가폰 대신에 두

꺼운 사건기록이 든 가방을 손에 쥔 30살의 새

내기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하야 30살이 된 새

내기 변호사의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작은 추

억을 지금 시작해볼까한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나의 부산국제영화

제 참여를 위한 준비는 주도면밀하게 시작되었

다. 변한 것이 있다면,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기자가 아님에도 기자라고 소위 ‘뻥’을 치면서 경

호원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다녔거나, 지인의

매거진 기자로 위장취업(물론 객원 기자로 영화

제에 대한 기사를 완벽하게 써서 내기는 했다)

김문경 변호사

제17회 부산 국제영화제 -제1부-

한 가을밤의 꿈에 대한 잔상



부산지방변호사회•17

함으로써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올 해는

부산 변호사협회의 소속기자로 당당하게 공문을

들고 프레스카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이다. 

협회 공문까지 받아서 돌아다니다보니 뭔가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영화제 개

막 직전 부랴부랴 게스트로 초청된 영화감독, 평

론가, 배우들의 인터뷰 섭외를 하고, 장소협조를

요청하고, 인터뷰 이동동선을 짜고...‘그까이꺼 대

강~’이 삶의 모토인 평소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내

가 되어 영화제에 임하게 되었다.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시작은 개막식이

었다. 세계가 사랑하는 중국의 여배우 탕웨이와

한국이 낳은 국민배우 안성기씨의 사회가 이슈였

던 개막식 티켓팅은 신의 영역인지라, 개막식 예

매에 실패한 나는 티비 생중계로 만족해야만 했

다. 따라서 내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첫 시작은

해운대의 모 호텔에서 열렸던 개막축하파티였다. 

출근할 때와는 사뭇 다른 화려한 복장으로 나

름대로 기분을 내고, 티비에서나 봤던 유명인사

들을 바로 옆 테이블에서 보고 있자니 흡사 16살

사춘기 소녀가 된 것 마냥 들뜨는 기분이었다.

그저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술이나 마시며 파

티장에 있자니 시간이 아깝다고 판단되어, 녹음

기를 들고 파티장 곳곳을 다니며 짧은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영화인들의 열정에 매료되어 깊고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왕의 남자’와 ‘라디오 스타’에 빛나는 이준익

감독, 가수 백지영의 남자친구로 유명한 배우 정

석원, 장편 영화감독으로 부산을 찾은 유지태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배우 김효진, 일본영화 ‘바

람의 검심’의 배우 사토 타케루, 지난 달 교통사

고로 애석하게 세상을 떠난 일본영화계의 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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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마츠 코지 감독과 ‘해연호텔 블루’의 여배우

카타야마 히토미, 한국 영화계의 떠오르는 샛별

배우 이선호, 영화전문기자이며 제천국제영화

제의 위원장인 오동진기자, 한때 여심을 쥐고 흔

들었던 홍콩의 4대천왕 곽부성, 양가휘 감독, 개

막식의 주인공인 탕웨이와 안성기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는 어느 순간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그들의 영화인생을 짧

고 굵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 하다 보니 의외의 포인트

에서 웃음이 터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민배우

안성기씨와의 인터뷰를 여러 차례 시도했었는데

우리를 막아서는 경호원들과 담당 실장 때문에 실

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경비가 한

산한 틈을 타 인터뷰를 하고자 다가갔더니 우리

의 국민배우께서는 연이은 건배로 새빨개진 얼굴

만면에 미소를 띄고 이렇게 말하는게 아닌가! 

“저기,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마

셔서 지금 이성적인 대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그래...국민배우도 술에 취하면 그냥 옆집 아

저씨구나 하는 생각에 일동 웃음이 터져나왔다.

안성기씨뿐만이 아니었다. 여신과 같은 자태

로 파티장에 등장한 탕웨이 때문에 다들 기분이

고조된 탓인지 올해

국제영화제 개막파티

에서는 수 많은 영화

인들이 과음을 하는

상황이 속출하였고,

걔중에서는 카리스마

와 포스로 중무장한

중년의 연기파 배우

도 있었다. 그의 프라

이버시를 위하여 실

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와의 대화 도중 내

가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자 손사레를 치며

‘술을 많이 마셔서 도저히 그거는 안되겠어요’하

면서 도망가는 깨알같은 귀여움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개막파티 인터뷰의 백미는 홍콩배우 곽부성이

었다. 곽부성이 파티장에 등장하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쉬들이 그들을 향해 터지기 시작하

였고, 세계각국의 언론매체들이 그의 한마디를

따기위하여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쓸데없는 승부욕이 발동한 나는 부산변호사협

회의 명운을 걸고, 이중 삼중으로 에워싼 취재진

들을 온 몸으로 밀쳐내며 곽부성의 코 앞에 당도

하였다. 당도는 했는데, 아뿔싸...곽부성의 소속

사에서 철벽방어를 하는통에 거의 모든 매체들

은 취재를 거절당한 상태. 곽부성의 매니저인지

실장인지 모를 그 남자는 어찌나 시끄럽게 인터

뷰를 거절하는지 귀가 얼얼할 지경이고 다들 인

터뷰는 해야하는데 중국어도 영어도 자유롭게

구사하지를 못 하니 쭈뼛쭈뼛 플래쉬만 터트리

고있는 상황이었다.

나라고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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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아이니’ ‘쉐쉐’ 밖에 모르는데 이를 어쩌나 발

만 동동구르던 찰나, 어디서 그런 뻔뻔한 용기가

생겼는지 곽부성의 어깨를 두드리는 나를 발견

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두드림’이 통했는지 앞

만 바라보며 포즈를 취하던 곽부성이 바로 옆의

나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구원투수, 중국어 인터뷰를 담당한 법무

법인 금정의 박정언 변호사와 우리팀의 정재화,

박성욱 카메라 기자님들!!(영화제준비단계에서

일본어 인터뷰는 내가, 중국어 인터뷰는 박변호

사가 하기로 업무 분담을 한 상태였다)

그들의 등장으로 나는 더욱 용기백배, 일단 곽

부성이 인터뷰 수락만 하면 박변호사가 중국어

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곽부성은 아무래도

모국어로 하는 인터뷰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곽부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

산국제영화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부산법조

라는 매거진이다. 인터뷰 잠깐 응해줄 수 있나’

라고 영어로 말을 걸었다.

그러자 또 예의 그

매니저인지 실장인

지가 막아서며 제지

를 하는데, 아...주름

마저 멋진 영원한 오

빠 곽부성이 매니저

에게 괜찮다는 눈빛

을 보내며 우리의 인

터뷰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박변호사가 중국어로 질문을 시작하였

고, 한국기자가 중국어로 질문을 하는 것이 반가

웠던 것인지 곽부성은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박변호사의 질문이 끝날 때 즈음, 나도

문법을 무시한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

계적인 배우는 배우인지라 영어 인터뷰에도 깔

끔하게 응답을 해주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내내 감히 인터뷰 시도

조차 하지 못 했던 수 많은 매체들의 그 부러움

섞인 눈빛이란!

여기서 곽부성과의 인터뷰당시 있었던 재미있

는 에피소드 하나!곽부성의 진지한 인터뷰로 생

각보다 긴 시간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

에 초조해진 매니저인지 실장인지 모를 그 남자

는 우리에게 어떤 방송국인지를 물어왔다.

나는 우리는 방송국이 아니라 매거진이라고

대답하였고, 그 남자는 어떤 매거진인지 문의하

면서 한국의 유명 영화 매거진 이름을 쭈욱 나열

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 하는 그에게 나는 그

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부

산시 변호사 협회 매거진 부산 법조입니다’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는 ‘부산법조?’라며 고개를 갸

유뚱하더니 매거진의 성격을 물었고 내가 변호

사들이 만드는 정기 간행물이라고 말하자 ‘변호

사?’라며 의아한 표정, 아리쏭한 표정을 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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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속으로 사라져갔다. 

밤 10시 30분에 시작한 개막파티는 새벽 1시

가 넘어서야 끝이 났고, 나의 개막파티 인터뷰

릴레이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인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계속하는 2시간

동안 나는 무척 행복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에 대한 대리만족감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그

대리만족을 넘어서서, 영화를 사랑하고 한국영

화의 발전을 본인들의 성장이라고 굳게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열정과 용기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의 10일간의 부산국제영화제 대장

정이 시작된것이었다. 

개막파티에서 승전고를 울린 우리팀은, 영화

제 10일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하여 온 몸을 불살

라야 했다. 일반회사원들이야 연월차를 내고 영

화제 10일을 즐긴다고 하지만 법원이 쉬지 않는

한 휴가는 사치인 변호사, 그것도 새내기 변호사

들이 어찌 감히 그럴 수야 있겠는가. 정시퇴근이

라도 할 수 있다면, 저녁타임에 상영하는 영화들

이나 영화제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으니 정

시퇴근을 위해서 점심도 굶은 채 키보드를 두들

겨야 했다. 

사실, 점심시간만 반납한 게 아니라 새벽잠까

지도 포기해야했다. 제 아무리 프레스카드를 소

지한 게스트라도 티켓팅은 필수이고, 당일영화

는 물론 익일영화까지 모두 매진행렬임을 감안

할 때, 출근 전 이른 새벽부터 현장매표소 앞에

줄을 서야만 다음날 상영하는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침 8시30분부터 현장발매가 시작되기 때문

에, 늦지 않게 출근하려면 8시30분 정시에 티켓

팅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7시부터 줄을

서야한다는 결론이 난다.

깨우지 않으면 하루 12시간도 잘 수 있는 저력

을 가진 내가, 하루 평균 8시간은 자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준비를 하고 7시부터 1시간 30분을 영

화의 전당 야외에서 줄을 서고, 8시 30분에 1순

위로 티켓팅을 한 다음 출근을 하고, 점심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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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도 거른 채 일을 하고 퇴근 이후 해운대로 달

려가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영화를 보고 취재를

하는 매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다보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4~5시간남짓. 자동 체중감량의 고

마운 선물까지.

만약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난 진작 포

기하고 책을 덮었을 것이고, (실제로 나는 고3때

에도, 그 이후의 수험기간에도 내내 잠과의 싸움

에서 처절하게 패배만 거듭해 왔다)매일같이 아

프다는 핑계로 누워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없던

힘도 생긴다더니, 정말 영화제가 진행되던 10일

간은 나 스스로도 놀라고, 주위람들도 놀랄만큼

30년 평생 가장 부지런한 김문경이 될 수 있었

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며, ‘그렇게 공

부가 하기 싫었니? 지금은 안 졸리니? 안피곤하

냐고?’라며 혀를 끌끌 차셨다. 

프레스카드를 소지한 게스트들은 하루4편의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퇴근이후 내가

볼 수 있는 영화는 시간상 최대2편까지 였다. 따

라서 출근으로 인해 볼 수 없는 좋은 작품의 티켓

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보지 못하는 영화에 대한 미련이 남기는 했

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니면 일반상영에

서 만날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소

중한 작품들을,

나뿐만이 아니

라 내가 사랑하

는 사람들과 공

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쉬

움보다는 기쁨

이 더 컸다.

부지런히 움

직인 덕분에 영

화제기간동안 공

정사회,공각기동대,탈가트,정원사,마이라띠마,

멜로,아버지의 자전거, 늑대소년 등 등 어림잡아

도 10편가량 되는 아름다운 작품들과 조우할 수

있었다.

영화관람뿐만 아니라 해당작품의 감독들과

배우들과의 인터뷰, 오픈토크 및 아주담담, 갈라

프리젠테이션, 공식기자회견 등의 프로그램에

도 상당수 참여하면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영화를 깊이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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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가 되었다. 

10월 12일 금요일 저녁, 송중기 박보영 주연의

영화 ‘늑대소년’의 야외상영을 끝으로 공식적인

나의 영화제 스케쥴은 끝이 났다. 물론, 그 마지

막을 요즘

인기 상종

가를 달리

고  있 는

송중기와

함 께  할

수 있었음이 더할나위 없이 기뻤지만(추운 가을

밤, 송중기와 박보영을 보기 위해 5000명의 관

객이 영화

의 전당 야

외 극 장 을

찾아왔다.

그리고 주

조연 배우

들의 등장과 동시에 정말 영화의 전당이 무너질

듯한 함성. 쌍화점에서 단역으로 나왔던 송중기

를 찍.었.던 나의 눈이 역시 틀리지 않았음이 증

명되는 순간이었다. 아...코앞에서 본 송중기는

정말 남자답게 잘 생겼고 나직한 음성은 황홀하

기 짝이 없었다. 그 나직한 음성으로 씩 웃으며

경상도 출신인 유연석과 함께 ‘까리한데~’를 연

발하는데 어찌나 멋있던지... 팅커벨처럼 깜찍

했던 박보영은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들의 환대에

너무 행복해하며 무대에서 폴짝폴짝 뛰며 인사

를 했는데, 목소리며 말투가 같은 여자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장영남씨

는 정.말. 미인이었고 연극배우 출신답게 그 넓

은 공간을 삽시간에 연극무대처럼 만드는 대단

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건축학개론에서 강

남선배로 나왔던 유연석은 영화의 악당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선한마스크와 훈훈한 기럭지를

가진 훈남배우였고!! 송중기와 배우들이 내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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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보고 찍은 사진은 매거진에서도 공개 하지

않고 가보로 간직하리.)

매년 그렇듯이, 부산국제영화제는 나에게 한

가을밤의 ‘깨어나기 싫은 꿈’과 같은 시간을 주었

다. 더욱이 올 해 영화제에서는 협회의 지원으로

‘정식기자’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그 의미

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물론, 부산국제영화제가 마냥 만족스러운것만

은 아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7회째 손님을 맞

이하는 국제적인 명성의 영화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소한 부분이라함은, 어찌보면 영화제에

초청된 게스트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 대

한 작은 배려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첫 번째로 각 종 프로그램에서 불거졌던 음향

사고 및 동시통역기 지원 미비의 문제를 지적하

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매년 영화제에 참여하

면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고, 문제제기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채로 남아

있는 문제이다.

마이크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터뷰어와 인

터뷰이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해외 게스트들에 대한 기자회견이나 프로그

램 진행시 동시통역기 지원이 되지않은 바, 기자

회견으로 할당된 짧은 시간에 인터뷰어와 인터뷰

이의 대화보다는 통역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했다. 가뜩이나 인터뷰이의 한마디 한마디

가 아쉬운 상황에서 절반이상의 시간을 통역하느

라 보내다보니 기자들의 원성은 빗발쳤다.

둘째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자막 서

비스도 큰 문제였다. 세계인의 축제라고는 하지

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손님 중에는 지리적

특석상 일본, 중국의 영화팬들도 상당수 존재한

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일본팬들의 방한을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영어자막만 제공되다보니

일본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싶어도 언어의 장벽

으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실제로 영화제에서 만난 일

본관객들과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셋째로 영화내용과 상영시간사이의 불균형문

제이다. 1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기400편이

넘는 영화를 상영하다보니 영화 한편을 여러번

반복 상영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엄연히 19세미만관람불가 등급판정을 받은 작품

을 청소년들이 볼 수 도 있는 오후 시간대에 버

젓히 상영하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상영인지

알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정체성 및 진행

방식의 문제이다. 오픈토크나 아주담담 등 일반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게 위하여 진행되는 프로

그램에서 일반관객들은 영화배우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인지, 사실상 관

객석과의 소통은 거의 배제된채 자기들끼리 웃

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씁쓸함이 밀려들

어왔다.

그나마 GV（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영화를 관

람한 관객과 영화제작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해

당 영화에 대해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기

는 하다.그런데 이조차도 프로그래머를 잘 못 만

나면 ‘관객과의 대화’가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독

백’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프로그래머 혼자서

질문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 GV를 진행할 때 관객은 앉아 있지만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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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제작자, 배우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쭈뼛주뼛하게 서서 질의에 응답을 해야하는데,

10분도 아니고 30분 넘게 한껏 치장을 하고 서

있어야 하는 그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견디다 못한 감독님 한분이 의자제

공을 요청하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

인가!감독이나 배우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공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배려인데, 굳이 요청을 해

야 제공을 한다는 것은 17회를 맞는 영화제의 위

상에 걸맞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준익감독은 앞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한국영화산업은 성장위주였으

며, 그 동력이 바탕이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

듭해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영

화적 성숙을 목표로 해야할때이다..”라고.

부산국제영화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17

년의 짧지 않은 세월속에서 모진 풍랑을 견디며

성장 해온 부산국제영화제가 진정한 의미의 세

계인의 영화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외관상의 화

려함을 좇기보다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영

화제에 있어 내실이라 함은 영화적 다양성을 포

용하고 그것을 즐기려는 관객들에게 작은 배려

를 허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 될 것이다.

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10대와 20대를

보냈고, 부산국제영화제 덕분에 매년 가을이 되

면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칸이나 베니스영화제에 비견되는 진

실된 영화제로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떤 모습으로 내

가슴을 설레게 할지, 얼마나 ‘성숙’할지 사뭇 기

대된다. 내년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올

해보다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기를 염원

하며 문득 깨달은 사실. 내년에는 31세가 된다는

것. 바야흐로...영화제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

로 ‘성숙’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보터스 코너)다음은 개막파티에서 인터뷰한

영화인들의 말.말. 말.(지면관계상 핵심만 뽑아

서 작성하였다)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허진호의 ‘위험한관

계’ 미카엘 하네케‘아무르’ 양영희 감독님 작품

등..나이를 먹다보니 요즘 자꾸 이름이 잘 기억

이 안나네요. 월드시네마섹션 아시아 영화의 창

중에 올해 특히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아요. 월드

시네마에는 그 동안 활동이 뜸했던 거장들의 작

품이 많기 때문에 그 작품만 찾와봐도 굉장히 흥

미롭구요, 현재 유럽의 영화적 미학의 성향도 알

수 있을겁니다.(중략)올해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문체로 이야기하면 두괄식 미괄식이 아니라 양

괄식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후반부나 폐막작에

도 힘을 많이 싣고 있어서 기대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영화제에서 주목할 작품들을 추려달라

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

여-‘영화전

문기자로 스

타급 인지도

를 자랑하시

는 오동진

기자님’

“멀티플랙스가 많이 확보됨으로써 영화관객

이 천만을 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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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영화들이 국내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

죠. 또 반대로 국내시장에서 소외된 작품이 외국

시장에서는 순수예술영화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도 있고... 국내 관객들도 영화예술적인 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든 획일화 되

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늘 반대가치에

대한 공존이 필요하고, 그것이 영화관객의 소양

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관객들이

보고 싶으나 막상 가까운 곳에서 접하기 힘든,

관객이 소외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

종의 유통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객을

소외시키지않는 다양한 영화들의 배급방식이 앞

으로 성숙할 수 있는 영화산업이 아닐까, 앞으로

의 영화들은 성장보다는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

죠.(중략)꼭 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기 분야에서 스탭입니다. 영화는 공동의 화제

를 이슈화시키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

는 사람들에 대한 스탭들의 일면들을 자세하게

관찰함으로써, 국가 성숙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와 그 불균

형에 대한 질문과 영

화제작현장에서 일

하는 모든 사람들에

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하여-따

뜻한 감수성 안에 날

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진 이준익 감독님

“류승룡 선배님의 ‘용의자 x' 평소 양가휘의 팬

이었기 때문에 개막작인 ’콜드워‘를 꼭 보고싶어

요. 다른 일정 때문에 개막작을 못 보고 와서 너

무 아쉽네요ㅠㅠ 영화제는 인터뷰 몇 번을 제외

하고는 영화를 보고 즐기는 일정, 푹 쉬려구

요.”-꼭 한 작품만 보고 싶다면 어떤 작품을 보

겠냐는 질문에 대하여

-선량하면서도 남자

다운 마스크에 매너까

지 겸비한 백지영의

남자친구, 이제는 진

정한 배우로 도약하고

있는 배우 정석원님-

“음..영화제에서 좋

은 영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까 유

지태씨로부터 초대 받은 ‘마이 라띠마’보고 싶네

요. 한층 더 보는 재미가 있을 거 같아요.” -영화

제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

하여-영화 ‘바람의 검심’의 주인공, 일본의 하이

틴 스타 사토 타케루님-“해연호텔블루는 와카

마츠 코지 감독이 정말로 자유로운 발상,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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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형식으로 창의력이 폭발한다고나 할까, 따라

서 장르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영화이고 다양

한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와카

마츠 코지이다 하는 느낌이랄까요. 여주인공인

제 역할이 사람이 아닌, 신령스러운 배역이라 연

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작품으로 부산국제영

화제를 찾는 것은 처음이고, 이곳에 서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와카마츠 감독님과 함께 좋은 작

품으로 만나게 되어서 무척 행복한 밤입니다. 해

연호텔 블루 많이 봐주세요. 정말 몇 번을 봐도

깊은 재미를 주

는  작 품 입 니

다.”-일본 영화

계의 거장 와카

마츠 코지 감독

님의 ‘해연호텔

블루’와 그의 여

주인공 카타야마

히토미배우님-

“첫 방문인데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

늘 밤 무척 행복하다. 가능하다면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굳이 한 작품을 꼽기가 힘

들 정도이다.”-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소감을

묻자, 왕년의 스타 마초의 전설 양가위배우님-

“부산에 처음 온 것은 아니고 올 때마다 너무

너무 좋다. 올해에도 영화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보고 싶은 영화는 너무 많고, 딱

한 작품만 꼽으라고 해도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

는 것이, 작품을 들고 오는 바람에 수 많은 인터

뷰 일정과 프로모션 일정, 기자회견을 소화해야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나의 상사가 이번 영화제

에서 나에게 제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허

락하여 줬으면 좋겠

다. 하지만...아마도

공식일정을 다 소화

하고 나면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돌아올 듯 하다.”-부

산국제영화제 참여

소감과 단 한작품만

보고싶은 영화를 선

정한다면 무엇이겠

냐는 질문에 대하여, 4대천황의 미모를 그대로

가지고 중년에 들어선 곽부성 배우님-

“저는 솔직히 ‘싸이보그009’라는 애니메이션

을 보고 싶은데 일정상 힘들꺼 같아요. 말씀드리

기 조심스러운데, 이 영화는 이렇다라고 얘기하

면 선입견 가지실까봐 섣불리 입을 떼지는 못 하

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어두운 부분을 잘 이끌어 낸 영화다

라고는 말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작품은 천편일

률적인 한국영화와는 그 출발에서부터 다릅니

다. 우리영화는 영화의 오리지낼러티, 개인적으

로는 ‘숨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숨결이 살

아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있는 작품들이 작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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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년에 한두편씩 상영되는 것이 지속된다면

획일화된 작품에 실증을 느낀 관객들이 돌아오

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획일

화 되고 있는 한국영화와 관객의 책임에 대하여,

파리쥐엔느 같았던 철학있는 배우 이선호님-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

해주신 수 많은 영화인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탄, 나는 영
화인이다-‘공정사
회’ 이지승 감독님

공정사회를 보게
된 것은 순전히 장영
남 배우에 대한 믿음
과 영화 카톨로그에
서 봤던 몇 줄의 스토
리라인때문이었다.

도저히 공정사회의 일반상영 일정이 일개 새내
기 변호사인 내 일정과 맞지 않아서 고심하던
찰나, 게스트들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공짜이고 신세계백
화점의 씨네드쉐프(소규모로 누워서 볼 수 있
는 전용 영화관 있지 않은가. 드라마에서 재벌
들이 여자를 유혹할 때 애용하는 영화관 형태!)
에서 상영하다보니 시작 한시간전부터 줄을 서

제17회 부산 국제영화제 -제2부-

올 해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감독과 배우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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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영화를 위하여
그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영
화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시작된 공정사회는 가슴이 찢어져 나
갈듯한 아픔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절한 절규
가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파는 영화였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 할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마는 불공정한 현실을, ‘공정사회’라는 제목에
담은 연출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고나
할까.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법조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바, 이지승 감독을 만나 직접 이
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지는 순
간이었다. 무척 바쁜 일정 속에 우리 매거진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그와의 솔직담백
한 인터뷰, 내년이면 ‘공정사회’가 몰고오는 뜨
거운 반향으로 너무 바빠, 나의 이 작은 인터뷰
가 기적이었다고 절감하게 될 그 영화, 제17회
국제영화제에서 보았던 한국 영화 중 감히 秀作
이라고 하고 싶은 그 영화를 만든 대단한 감독
과의 영화이야기... 

반갑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부탁받은 질문
부터 하겠다. 주인공의 선택에 복수말고 해결책
은 없었나

복수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
데 저는 제 태생자체가 대중영화, 상업영화를
했던 사람이라서, ‘영화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라는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런 소재를 이용해
서 재미만을 추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관
객의 입장에서 봤을때, 영화적인 최상의 카타
르시스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지만 복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복수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 법에 다시 호소를 하나? 암튼 영화
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다. 영화의 극적 장치로 연결되어야 하
는 부분이 있으니, 재판을 받는다거나 하는 내
용으로 가면 자칫 지루하고 진부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다른 GV에서 자주 한 말이, 실
제로 이런 상황이 생길때 이 ‘아줌마’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로는 피켓들고 1인시위 밖에 못 하겠더라구요. 

그런 거대한 상황을 해결하기에 아줌마는 너
무 작은 개인이니까...

그럼요. 아줌마가 그거 이외 뭘할 수 있을까
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답답한 결론이 나오는게 싫었어요. 이 아줌마
입장에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처절
하게 응징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영화 보신 날, 어떤 부부가 보시더
니 영화 잘 봤다고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그냥
남성의 심벌을 잘라버리지 그랬냐고 말씀하시
던데, 정말로 만약 이 영화가 일반 공개용이 아
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 정도로 표
현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강도가 세고, 현실
적으로 힘든 부분이라서 그거보다는 순하게,
어짜피 여주인공이 전직 치과 간호사였으니
까..그 결말을 위해 전직 간호사라는 설정을 했
던겁니다.

나는 사실, 범인을 치과로 끌고 가기에 치과
에서 거세를 하려는 줄 알았다. 잔인한 장면을
못 보는 편도 아닌데 그날은 정말 볼 수가 없더
라. 그런데 같이 영화를 봤던 친구들은 거세를
기대했다가 그보다 다소 완화된 방법으로 복수
해서 그랬는지, 너무 잘보는거다. 그러더니 나오
면서 저런 인간들은 확 거세해버려야 하는데 감
독님이 너무 약하신거 아니냐고 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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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우리 영화 복수장면 제대로 못 봐요^^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구제방법, 사회적 부조
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까지 깊게 생각한 적은 없구요..음..영화
중에 피해자 상담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김형국 피디가 취재를 한 내용을 토씨하
나 안 바꾸고 그 대로 넣은 겁니다. 사실 주제
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이 영화의 주제거
든요. 아무리 이런 일을 당해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피해자 상
담사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이 상담사로 지원해
서 일하고 있는건 잘 아시죠? 뭐냐면...조두순
사건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외국같은 경
우는 이런 사건들이 2천년 징역살이로 나오는
데 불과 10몇년이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범죄
의 질에 비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나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사실, 한국이 오랜 기간 남성주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권이다보니 입법이나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고착화된 가부장제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고,
이것은 우리 법조인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도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생
각에 잠기게 되더라. 특히 어디서도 그 갑갑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던 ‘아줌마’의 모습을 보
고 있자니, 의뢰인이 막무가내이고 말이 안통한
다는 이유로 부지불식간에 짜증을 내고 귀찮아
했던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우
리 의뢰인들도 저 아줌마와 같은 심정으로 날
찾아왔겠지 싶어서. 그래서 참 좋은 영화라는 생
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고, 그 시작이 감독님과의 인터
뷰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바쁜거 뻔히 알면

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거다.
아유,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성관객들은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더라.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해본적은 없구요. 제가
사실 영화에서 비꼬았던 장치가 경찰이 “나도
아줌마 마음 잘 알겠고, 다 이해하는데, 절차상
그럴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없고..”라고
자주 말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
나 어이가 없는 멘트인거죠. 당사자가 그걸 어
떻게,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하는거지 하는 의
문이 생기더라구요. 그렇다고 반대입장에서 무
작정 해줘야한다고 할 수도 없는거구요. 파출
소에서 아줌마가 당신 딸이라면 이렇게 했을거
냐고 따지는 장면이 있는데..결국에는 이런 것
들이 해결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야지, 이런 사건들은 매번 일어나는데 지금 갑
자기  이슈화되어서 한순간에 끓어서 잠시 움직
이고 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 같다. 한국 사람
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는데 사실
약간 냄비근성이지 않나. 쉽게 식어 잊고....사실
나도 그렇지만 사람이란게 시간이 지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게 되지 않던가. 그래서 영화
감독과 같은 창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부분
들을 지속적으로 환기해 주었으면 한다. 일종의
책임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연출당시부터 선동을 목적으로 영화
를 만들거나, 리얼한 묘사를 통해서 공분을 일
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론화되고 그런 것
들이 지속적인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
건 좋은 현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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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의미? 마이
라띠마 유지태감독은 본인의 영화에서 장면을
반복하는 것을 관객에 대한 일종의 배려, 설명
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영화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
줌마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 못 된 거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좋겠다”라고 나레이션
을 하고, 그 나레이션이 엔딩에서 그대로 반복
되면서 한 줄이 더 추가되는데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거. 이게 정말 중요한
나레이션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반복?
암튼 아줌마의 심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주 행복한 과거도, 보고싶지 않은 과거도...아
줌마도 정신적으로 시간의 혼동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심지어 영화에 미래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구조를 그렇게 잡고 글을 쓴거
였어요.편집도 그렇고.

여주인공의 심리상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는 건가. 딱히 과거사 설명을 위한 장
치는 아니란 말인가

그것도 어느정도는 있겠지만, 비쥬얼적으
로..음 범행장면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긴
장감을 계속 주기위한 스릴러장치적인 반복코
드가 있겠구요, 이건 정말 깨알 디테일이라서
다들 잘 못 느꼈을텐데, 맨 처음 사건이 발생하
고 아줌마가 병원에 가고 처음에 남편의 첫장
면이 들어오고, 남편이 아줌마에게 비난을 퍼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남편의 부
정행위가 나오지 않거든요. 영화가 한참 진행
되다가 그 장면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는 부정한 남편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
줌마를 ‘아줌마가 잘 못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
처럼’ 편집을 한거에요. 그래서 남편의 첫 등장
을 일반남편, 자기의 부정을 모두 숨기고 들어

오는 걸로 표현한거죠. 그리고 영화가 반복이
되면서 부정한 남편이 똑 같은 대사를 함으로
써, 그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냐의 초점을 바꿔주는 장치라
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다들 제가 말하면 응~하는데 딱 봐
서는 여기까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공정사회의 모티브를 현실의 사건에서 찾았
다고 했는데, 타이틀롤을 생각하고 영화를 만든
것인지 영화제작 이후 타이틀 롤을 정한것인지

저는 영화제작 애초에, 아예 처음부터 이 제
목을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주위에서 반
대가 많았죠. 너무 직선적이고 딱딱하다는 이
유였는데...저는 그냥 영화 ‘모범시민’처럼, 나
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더라구요. 제목에
대해서는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공정사회로 밀
고 나갔죠

나는 개인적으로 제목이 참 좋더라. 보통 영
화작업하다보면 타이틀이 수십번 변하지않나,
그래서 궁금했었다. 성폭행범죄의 장면을 리얼
하게 묘사하지 않은 감독의 배려에 고마웠다. 직
접묘사했다면 여타의 범죄영화와 그 장르가 다
르지 않을 뻔 했다. 리얼하게 묘사하지 않은 이
유가 있을 거 같은데?

당연히 의도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든 하
고 싶은이야기이데데 좀처럼 질문이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절대
적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철칙
을 세웠어요. 왜냐면 너무 큰 사건이고 상황이
니까요. 원래부터가 제 영화적 기본성향이, 영
화는 재미있어야하고, 감정이입이 되어야 하
고, 카타르시를 주어야 하고, 또 판타지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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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본적으로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
데 이러한 사건들을 강렬한 연출로 영화화해서
사회가 변하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건 사회적인 측면에서요. 필름메이커의 입장
에서는 강요하고 선동하는, 아주 리얼하게 보
여줌으로써 공분하게 하는 것은 영화를 이용하
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양하는 편입니다. 

이영화를 만들때도 소재는 이렇게 택했지만,
절대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알 수 있
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영화적 표현으로 해
결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촬영하
고 편집을 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단계에서
부터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피해자로 나오던 꼬마 주인공이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이쁜 아이에
게 연기라고는 하지만 그런 리얼한 장면을 찍
게 하고 싶지도 않았구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동인권 보호 관련해서 이렇게 잘 처리해줘
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제
의도랑 너무 잘 맞아서 정말 감사했구 기뻤거
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영화에서 꼬마가 범인
이랑 같이 나오는 씬이 딱 하나였어요. 원래 시
나리오 처음 쓸때는 꼬마에게 안대를 씌우지
않았었는데, 촬영하다보니 아역 연기자에게 촬
영이라고는 하지만 범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
여주고 싶지 않아서 안대를 씌우게 됐구요. 목
욕탕에서 같이 있는 장면도 사실 각기 따로 찍
어서 편집했습니다. 어짜피 어떤 일이 일어났
는지 뻔히 아는데 그걸 꼭 리얼하게 보여줄 필
요가 있나 싶어서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게 촬
영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
면 디테일이 아주 조금 떨어지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 배려가 여성관객으로 너무 고맙더라. 묘

사했더라면 무척 고통스러울뻔 했다.
정말 그건 의도였어요. 혹시나 겉으로는 피

해자가족들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리얼하게 묘사해버리면 영화를
보면서 두 번 상처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공정사회라는 타이틀에 맞게 경찰들의 부조리
를 짚는 정도는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는거에요.

영화를 보면서 색채 대비를 의도적으로 연출
한 것인지 궁금했었다. 특히 주인공인 장영남씨
의 심경변화에 따라 의상 스타일과 색채, 화장이
달라지던데 일종의 마음의 변화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묘사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새파
란 셔츠를 입은 연주엄마가 빨간 대문의 집을 지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미학적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졌는데 그건 어떤 의미의 영화적 장치인지

우연의 일치인데요? 하하하, 솔직히 그것까
지는 아니었어요. 색깔의 대비까지는 아니었어
요. 말씀하신 것 처럼 이 아줌마가 복수를 결심
한 이후부터 화장도 하고, 전에 입었던 옷과 다
른 옷도 입고, 후반부는 딱 한 벌이었어요.

복수를 결심한 이후의 아줌마의 푸른 와이셔
츠는 흡사 주인공의 처연하고 냉정하고 이성적
이고, 스산한 마음을 대변하는 거 같았는데..

그런 의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
르고 샀던 옷인데, 뭐..다소 촌스러울수는 있
는데 거기서 밝고 따뜻한 옷을 입힐 수는 없으
니까요.

거의 엔딩 근처에 있던 장면이라서, 취재를 해
야겠다는 생각에서 너무 관찰했던 거 같다. 계
속 뭐가 있나 뭐가 있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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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변호사님 말을 듣고나니까 내가 오
히려 뭐가 있냐를 생각해뒀다가 이다음에 말해
야 할 거 같아요. 암튼 그건 의도한거 아니었습
니다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공정사회의 촬영일정이 매우 짧았고,  제작비
가 5000만원정도의 저예산이었다고 들었다. 콤
팩트한 제작일정이 의도한 것인지, 우연히 그렇
게 된 것인지 궁금하더라. 장영남씨의 캐스팅과
정이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다른 배우들의
캐스팅과정을 듣고 싶다. 촬영일정이 짧았던 특
별한 이유가 있는가? 

워낙에 예산이 작은 영화이고, 저한테는 시
기적으로 필연적이었던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
교에서의 제 롤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롤이 프
로듀서과에서 장편영화로 옮겨가게 된 거죠.
파수꾼 같은 영화가 저희 학교에서 제작한 영
화입니다. 롤이 바뀌면서 제가 촬영하는 그 시
기가 한가한 시간이 예상되었구요. 그 다음에
예산이 작으니까....음... 제가 이 영화를 만들
고 싶은데 일반 학생배우들, 학생스텝들로 만
들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제 자존심에 인
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평생 한번 쓸 수 있는
카드를 쓴거죠.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면, 저
를 한번 도와주세요 한거죠. 그리고 다행히 거
의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거죠. 근데 일반
영화가 보통 2~3달 찍거든요? 그런데 부탁하
는 제 입장에서 그네들이 덜 부담스럽게 10회
차(보름 안에)안에 찍겠다고 한거죠. 잠시 참여
해주고 본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부탁할 때
장영남씨는 세편, 마동석씨는 네편을 이미 소
화하고 있었고, 제가 그런 분들을 길게 붙잡을
수는 없었던거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장영남씨
분량은 무조건 일주일안에 찍겠다고 하고 시작

한겁니다. 사실은 10번 내외로 찍으려고 시나
리오도 그에 맞춰 썼거든요, 시나리오도 45페
이지 밖에 안되고, 딱 80분 분량으로 만든거
죠. 보신 영화에서 찍었는데 편집으로 잘린 부
분은 없구요, 저게 다에요.^^

그래서였는지, 영화에서 주인공인 장영남씨
의 단시간에 폭발하는 감정 에너지가 다른 작품
과는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더라.

장영남씨가 원탑 주연으로 영화를 끌고 나간
건 이번 영화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더 열정을
가지고 임하셨겠죠 아무래도.^^ 정말 대단한
배우죠. 첫 장면에 범인과 격투하는 장면에서
더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영화 중반 이후부터는 피해아동
과 피해자가족의 그 고통이 너무 가슴깊은 곳을
쑤셔와서 오열할뻔했다..정말 눈물이 흐르는것
이 아니라 흑흑흑 하는 울음이 터질거 같아서 양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가족들은 봤는지?

와이프는 봤는데...영화하는 남편의 와이프
지만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고 말하진 않았
고..여자로서는 워낙 그런 장면을 보기 싫어하
는 친구라서...메세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것
처럼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칭찬으로 들
리거든요. 그런측면으로는 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셨죠. 아줌마 입장에서 답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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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도 답답하겠다. 정말 그래서 나도 갑갑하
다..이런 식으로.

영화이야기는 얼추 한거 같고 개인적인 이야
기로 화제전환을 해보자. 부산에 온 것을 환영
한다. 첫 작품으로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는데
공정사회의 출발이 좋은 거 같다. 감회가 어떤
가? 흥행 욕심 안나는가?

사람이고 필름메이커라서 흥행욕심은 나지
만, 제가 제 영화 성격을 잘 알아서...이 영화
는 소위 와이드 릴리즈로 해서 될 영화가 아니
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케팅 면에 있어
서..아마 제영화도 영화제 끝나면 잠잠해 질거
거든요. 개인적으로 내년 3월 쯤 개봉하고 싶
어요. 지금 현재 배급사 아직 안정했구요, 전략
적으로 이 영화 개봉하려고요. 작게 오래갈 수
있도록^^어디까지나 흥행적으로 봤을 때 이야
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영화제에 많이
갔으면 좋겠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구요...그
렇게 인정받은 후에 개봉하고 싶기도 하구요.

사실 워낙에 작은 예산이라서 부담은 많이
없는데, 어짜피 개봉을 해야하니까 전략적으로
잘 해보자..하는 거죠.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부산국제영화제를 일주일 넘게 함께하고 있
는데, 분명 참가자로써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
다고 느꼈을 것 같다, 무엇인가? 시스템의 문제
는 없나? 아니면 희망사항이라도?

음...영화의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 19금영
화면 시간대로 후반부에 해주는 배려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거죠. 아침 10시에 그런
영화를 상영하면 누가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만...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일반관객이 접근
하기에는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죠. 형식적으로
든 뭐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으니까요. 사실 뭐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 가 없는게, 아직 제가 잘 모르
겠어요. 하하하

불편했던건 하나 있었죠. 첫 GV를 하는데 다
서서 질문 받도록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
라구요. 10분짜리 무대인사도 아니고 최소
30~40분짜리 대화를 계속 서서해야 하니까.
의자 달라고 하니까 바로 주긴 하지만 알아서
주진 않는다는 거죠.

왜 영화를 만들게 되었나? 
음..웬만하면 제 입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인

데요 과거에...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데 태흥영화사라고 아시나요? 태흥영화사의
이태원 사장님이 저의 아버지 이십니다. 한국
영화계의 전설같은 분이신거죠. 지금은 제작에
서 은퇴하시고 극장경영만 하고 계시긴 한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숨쉬는
것처럼 영화를 보게 된거죠. 계기가 뭐냐고 물
어보시니까.. 집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죠. 공
부도 곧잘 했는데 연영과를 간다고 하니까 어
머님은 난리가 났고 아버님은 하고 싶은거 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화쪽으로 ‘공부’를 하
고 싶다고 했구요. 지금 뭐 이렇게 교수로 일하
고 있긴한데...그런데 피를 못 속이는지, 박사
과정을 하려고 했더니 지겨워서 공부는 더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결국 계기는 제 빽그라운드인거죠.

아..얼마나 축복받은 일이냐. 자연스럽게 진로
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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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축복 받은거죠.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존재가 영화계에 크
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혜택
을 받는게 너무 많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
고 일했던 거 같습니다. 아버지의 빽 그라운드
로 성공한게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오랜기
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영화는 의사소통의 창이다..그렇다면 지나치
게 작가주의거나 평론가만이 알 수 있는 영화는
지양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앞
으로 감독님의 영화제작 방향은?

혼자 소통하는 영화는 지양합니다. 개인적으
로 지루한 걸 못 참아서요...제 영화 보셔서 아
시잖아요? 제 영화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잖아
요. 그러나 영화적으로는 예술영화도 반드시 공
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다양하게 나
와야 일반사람들도 골라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지
지 않겠습니까. 작가주의 영화를 고집하는 일반
관객도 있다시피. 저도 좋아하는 작가주의 감독
님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
다. 작가주의 영화여도 일반사람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화는 얼마든지 있고 그런영화
는 좋은 영화인거죠. 내가 거장이니까 너네가
뭘알아 하고 혼자 소통하는 영화는 좀 거부감이
있단 거죠. 앞으로는 제 원래 성격대로 밝고 따
뜻하고 재미있는 영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
수 있는 가치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를 단편적인 예로 들어,
한국 영화시장의 경우 유통의 폭력이 심하다. 이
에 대한 영화인으로써의 개선방안은 혹시 모색
중인가?

유통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이렇게 했으
면 좋겠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구

조가 점점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게 심각한거에요. 대기업들의 자본이 들
어오면서 예전에는 충무로 토착자본이라고 했
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대기업 그네들의 돈이
투자되면서 입김, 영화에 대한 파워가 강해지
게 되죠. 그러면서 감독, 필름메이커의 영향력
이 약해지는게 문제인겁니다. 감독이 없어지는
현실로 온거에요. 관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거의 다 기획영화잖아요. 감독들의 영화
가 아니라...기획영화라함은, 일반사람들의 눈
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영화잖아요,. 그게 나쁘
다는게 아니랍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려는 좋은 취지이지만,
일반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감
독이 영화에 있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편집에서 뺄 수 밖에 없는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웰메이드 영화
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거죠.

웰메이드 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관객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책임이랄까.. 모든 영화의
방향..그리고 관객들의 책임과 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화를 관심있어서 보는 사람과 오락으로 보
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영화는 산업이기 때
문에 그것도 한 단면인거거든요. 정말 자기네
들이 보고 즐겨하는데 그 분들한테 영화를 이
렇게 봐야한다고 강요할 순 없는거죠. 그러고
싶지도 않구요. 일차적인 책임은 필름메이커에
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투자사와 함께 일
반관객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영화도 만들
고, 그런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야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관객들에게 책임
을 묻고 싶지 않아요. 극장갔는데 볼 수 있는게
이것밖에 없는데..어떻하겠어요? 일종의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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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거죠. 티비에서 맨날 똑 같은 것만 보여주면
쇄놰되는 것 처럼. 그런데 이게 자본이 들어가
다 보니까, 정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시간
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체감 못하시겠지만. 인디영화제작이 예전보
다는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시는 일
반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국같은 경우는 소위 말
하는 뉴욕 인디, LA 헐리우드영화처럼 인지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없으니까, 작은 영화
도 이쪽 영화들과 비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관객
들도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감독님이 제작하신 청춘만화를 정말 재미
있게 봤었다. 깨끗하고 따뜻한 영화, 재미있는
영화로 기억한다.

제가 92년도에 뉴욕으로 유학갔던 당시에 본
의아니게(92년도 당시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영화는 굉장히 한정되어있었죠). 자극적인거
에 빠져서 호러영화에 미쳐 있었는데 결혼하고
애기를 낳다보니 호러를 못 보겠는거죠. 그래
서 내 아이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고 해서 청춘
만화를 만들게 된거고, 해운대도 만들게 된거
죠. 그 뭔가 하나에 재미를 주는 영화, 장르적
이던 장면적이던...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
를 만드는게 제 성향이에요. 다음 영화도 많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 공감하고 가치있는
영화 만들거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청춘만화
정말 좋아합니다.

한 시간을 예정했
던 인터뷰는 한시간
반을 훌쩍 넘게 되었
고, 정말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인생선
배의 더 많은 이야기
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들정도로  이
지승 감독과 영화 ‘공
정사회’에 매료 되어있었다. 내가 만난 이지승
감독은, 분명 영화인으로써의 그 출발에 있어서
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로웠던 축복받은 사람
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사장이라는 한국영화계
의 거대산 산맥을 방패로 삼지않고 뚝심있게 자
기의 길을 개척하여 온 영화인, 더불어 후배들
까지 묵묵히 끌어주는 열정의 영화인이었다.

나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다. 처음 보는 조카뻘의 기자에게. 존대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터뷰에 응하던 그의
모습에서 프로의 겸손을 보았으며, 영화적 신
념을 이야기할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
신에 찬 눈빛으로 소신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던
모습에서는 프로의 열정을 보았다. 

이지승 감독은 분명 거침없는 영화인 중의
한명이다. 그 거침이 없다 함이 막무가내로 본
인의 생각을 강요하고, 본인의 지적 앎에 대해
서 과시한다거나, 본인의 의사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지승 감독이
가진 거침이 없음은,스스로가 가치있다고 생각
하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영화적 힘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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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제작자, 한국영화계에서 손꼽히는 제작
자였던 그가 제작자라는 타이틀, 교수라는 타
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늦깍이 감독으로 부산국
제영화제를 찾은 것도 분명, 스스로에 대한 확
신과 영화에 대한 소신때문이었으리.

그 어떤 인터뷰보다도, 인터뷰이를 찾아가는
그 길이,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오던 그 길이 가
슴 벌렁거리게 설레었던 건 아마도 이지승 감독
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솔함, 이지승 감독이라
는 영화인이 가진 뜨거운 에너지 덕분이었겠지. 

인터뷰 중 내가 가능하다면 해운대 밤바다를
배경으로 술 한 잔하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
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지승감독은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 날 저
녁 나와 우리 멤버들을 ‘감독님의 부산 국제영
화제 일정’속에 기꺼이 합류시켜 주었다. 이 감
독을 통해서 알게 된 공정사회의 류성진 대표,
김현우 프로듀서의 영화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영화인생도 드라마 한편 분량의 감동
실화였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지면이 허락한다면 새벽까지 이어졌던 길고
긴 모든 대화를 남기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영
화에 대한 열정과 직업적 사명감은 대단한 아
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 합류하
게 된 이지승 감독의 제자, ‘누구나 제 명에 죽
고 싶다’의 김승현 감독과 그 스탭들과의 자리
에서의 이지승 감독은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워
냈다는 뿌듯함도 보이는 듯 했고, 그런 제자들
과 함께 영화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무
척이나 행복해 하는 듯도 했다. 

연봉이 300만원이라며 웃으며 말하는 영화
인들을 보며 나는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아마 영화인들이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영화를 그만두었다면 한국영화의 오늘과 같은
영광은 없었겠지. 부산국제영화제의 오늘과 같

은 시간은 없었겠지. 그런데 나는, 또 수 많은
젊은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까?연봉이 적다고 투덜대고, 자신의 선택에 책
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금액의 다과
에 따라 신념조차 바꾸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
각때문이었다,

한국영화계의 수 많은 영화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만들어 낸 결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영화를 만든다는 기쁨으로 오롯히 그
것을 이겨내는 인내,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미
래를 위하여 다시한번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용기... 이것이 어찌 비단 영화인들만의 몫이
겠는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인 우리 모
두의 몫이며, 그런 우리가 엔진이 되어 아름다
운 영화와 같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
게 되는 것은 아닐까. 피곤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수 많
은 이야기를 해 주신 이 감독님과 류 대표님,
김 피디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공지.
영화 ‘공정사회’

의 주인공인 장영
남 배우가 부산국
제영화제 ‘한국영
화의 오늘-비젼’
부분에서 여우주
연상을 수상한 것
을 시작으로, 얼
마 전 미국 네바
다주 필름페스티
벌에서 ‘공정사회’가 한국장편영화 최초로 플래
티넘 어워즈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
한 코스타리카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한국 영화
로는 최초로 수상의 영광을 얻어 한국영화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사회’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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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리는 코치 인터네셔널 필름 페스티벌,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벨로이트 인터네
셔널 필름 페스티벌 등에서 연이어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적인 화제작임을 증명하고 있다. 

‘공정사회’가 이처럼 국제적인 큰 주목을 받
는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영화는 ‘아동성폭
행’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
를 소재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전하기 때문이
다. 무엇보다 국가의 공권력과 남편에게 버림
받은 후 나약하게만 보였던 한 여성이 ‘엄마’라
는 이름으로 사적 복수를 행할 때의 그 통쾌함
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의 가슴을 울리며
카타르시스를 전했다는 것이 주요한 평이다.

또한 앞선 인터뷰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영
화 속 시간과 상황들을 스피드감 있게 교차되도
록 만든 독특한 편집 또한 ‘공정사회’만의 경쟁
력이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공정사회’의 구조
는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강하게 감정을 몰입하
는 것을 돕는다. 이를 통해 ‘공정사회’는 아동 성
범죄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철저한 사
회적인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영화적인 작품성
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세계적인 문
제작으로 관심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해
외 영화제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그 진가를 인
정받은 ‘공정사회’가 그 관심을 이어 받아 국내
에서도 화제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그
사회를 이루는데 내가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작은 결
심을 해본다. 이지승 감독의 다음 작품은, 그가
제작했던 영화 ‘청춘만화’와 같이 달콤하고 순
수하며 따스함이 가득한 영화일 것이다.
아!!...내년에 공정사회 개봉하면 사무실 식구
들과 단체관람을 해야겠군!!

-제2탄, 아방가르드한 배우와의 만남-
‘멜로’의 주인공 배우 이선호님

배우 이선호를
쳐음 본 것은 ‘우
리 결혼했어요(이
하,’우결‘)’라는 M
방송국의 예능프
로그램에서였다.
그 는 ‘우 결 ’에 서
굉.장.히 자유분
방한, 여자들 입
장에서는 순정파
보다는 바람둥이
선수에 가까운 느
낌을 가진 철 없

는 남편으로 등장했었다. 일본 남자배우같은
느낌의 진한 마스크에, 재미교포스러운 말투,
정말 하나하나 비.호.감 남성으로 어필하는 느
낌이었달까. 간간히 브라운관에서 보여지는 모
습도 그런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나에게는 그냥 이선호라는 배우가 있었구나 하
는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개막파티와 GV, 블
루까펫에서 만난 그는, 그 동안의 나의 생각,
우결이나 브라운관에서 비춰지던 그를 보고 일
반적으로 느꼈던 선입견들을 와장창 깨주었던
것이다.

영화촬영으로 수
척해진 얼굴에 빠리
쥐엔느처럼 단발 펌
을 하고 서 있는 그
는 흡사 몽마르뜨
언덕을 거닐법한 고
뇌하는 예술가의 모
습이었다. 모습뿐만
이 아니었다. 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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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성으로 조곤조곤, 또박또박 영화이야기
를 하는 그는 충분히 자신의 연기와 작품에 대
하여 고뇌하는 영화인이며 예술가였다. 영화
‘멜로’와 주연배우 김혜나,이선호가 본인들조
차 의외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할정도
로, 영화 ‘멜로’팀의 9일간의 일정은 빠듯했고,
나의 인터뷰도 요원한 듯 보였다. 영화 ‘멜로’
를 보고, GV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
선호라는 배우에 대한 갈증을 풀 수가 없어서,
정말 집요하게 소속사 실장을 쪼아댔던 매일
이었다. 그리고는 공식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도 남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서울로 향할 수 밖
에 없었던 그와 어렵사리 서면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래 간만이다.  혹시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가. 나는 당신을 기억하는데

네 당연히 기억하죠!! 보내주신 귀여운 쿠키
잘 먹었습니다. 부산영화제때 시간을 내서 만
나서 얘기했으면 좋았을텐데 갑자기 일정들이
너무 많아져서 솔직히 편안한 술자리한번 못가
져보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일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아서 좋았지만 부산을 즐기지는 못해
서 못내 아쉽네요.

우선, 본격적인 배우 이선호, 인간 이선호를
알아가기 전에 변호사협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
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영화제 기간 내도록 많
은 게스트들에게 인터뷰 섭외요청을 하였는데
직접 단독인터뷰에 응해준 것은, 저녁에 술 한
잔 진~하게 했던 이지승 감독님 팀을 제외하고
는 배우로써는 이선호 배우가 처음으로 수락하
였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아울러 이 인
터뷰가 성사되기까지 기자의 집요한 전화를 받
아내며 스케쥴을 조정해야 했던 안상미실장님

께도 감사드린다.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에서 가라야게에 나마

비루를 같이하지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워밍업으로 진부하고 식상한 질문부터
시작하겠다.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은지, 본
인터뷰를 수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
지 궁금하다.

진부하고 식상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
운 질문이네요...저를 한단어로 표현해달라
니... 우선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있지만 배
우로써의 저를 소개하자면 항상 연기적으로 새
로운것들을 궁금해하고 도전하는 연기자로, 배
역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또 그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진실함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배우
입니다.  한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글쎄요...
도저히 제가 저를 정의 내리지는 못하겠네요...
그냥 연기자, 배우 더 넘어가서 Artist로 불려
지고싶은 소망이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수
락하게된 계기는 뭐랄까 ...제가 수락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님께서 저와 영화 멜로를
관심가져주신덕분이었다고나 할까요. 무척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협회 매거진에 부산국제영
화제 특집기사를 기획할 당시 인터뷰 대상에 이
배우는 없었다. 그런데 개막파티 때 이배우를 짧
게 인터뷰하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또 인간적으
로 상당히 강하게 끌리더라. 아...이 사람, 이 배
우 정말 소신있다.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비되던
그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 신선하다, 는 느낌이
었달까. 물론 매일같이 법정에서 보던 얼굴 또
보고, 검은 법복 입으신 분들만 보다가 선호씨
같은 미남자를 오래간만에 봐서 심장 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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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뭔가 영화계의 라이징 스타의 느낌? 그
래서 더 집요하게 인터뷰 요청했던 거 같다. 선
호씨가 손에 닿지 않은 곳으로 날아가기 전에
선점하려고 ^^ (내가 필이 꽂혀서 관심을 가지
고 지켜보던 배우들은 대성하더라, 예를 들어
차태현씨의 경우도 초등학교때였지 싶은데..
드라마 첫사랑에서 배용준씨의 친구로 정말 잠
깐 나와서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푹 빠져서
소위 팬질을 시작했었고 그 뒤 몇 년 되지 않아
스타가 되었다. 그 필을 이번에 선호씨를 보고
느꼈던 거다.)

무한한 관심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솔직
히 많은 분들이 우결에서 보여진 이미지로 저를
알고계시고 또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라고
는 말못하겠지만 저를 대중들에게 보여줌에 있
어서 다른 진지한 부분보다 그런 부분들만 부각
되어져 보인것이 안타깝습니다. 뭐.. 어쩔수없
는 예능 프로그램의 성향과 그때의 여러 상황들
때문이였던것같습니다. 저 또한 어떤 이미지든
간에 이 정글같은 연예계에서 이선호란 배우를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려준 예능작품이기 때
문에 아쉬움도있지만 고마움도 큰 작품이구요.
변호사님이 픽 해주신분들은 다 스타가 되었으
니 저 또한 그 경우의 예외가 되지않기 위해서
라도 꼭 라이징 SUN 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부산 국제영화제 첫 방문이었다고 들
었다. 첫 방문치고는 꽤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를 받았는데 기분이 어떤가. 연일 쏟아져 나오
는 선호씨 인터뷰 기사, 영화 ‘멜로’에 대한 기사
다 봤다. 

저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부산 국제 영화제
를 임할 생각으로 방문했는데 저와 저희 회사
식구들 모두 뜻밖의 반응과 격려들로 다들 고
무됐었고요. 대신 갑자기 생겨난 스케줄들로

다들 영화제를 축제로써 즐기지 못하고 다들
열정적으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이
번 경험으로 첫 영화 첫 장편 주연으로써 영화
를 갖고 영화제를 참석하게 됐을때의 배우로써
의 부듯함과 행복을 바쁜일정속에서도 강하게
느꼈던것같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매년
좋은 작품 좋은 연기로 영화제를 참석하고싶다
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첫 방문이고 일정이 빠듯해서 부산 국제영화
제를 충분히 누리지는 못 했지 싶은데. 9일간 부
산에서 체류하면서 느낀 영화제 어땠나? 멜로
외에 다른 영화는 좀 봤나?

제가 배우이기 이전에 대학때 영화연출을 전
공하고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한 씨네필로써
영화제 기간동안 좋은 영화들을 많이 접하고
즐길려고 했으나 스케줄이 너무 바뻐서 그 계
획을 실천하지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래
도 개인적으로 친한 형인 김남진 배우가 나오
는 ‘감독이 미쳤어요’ 잠깐 시간을 내서 보고 온
거에 위안을 삼고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부산에 오면 반
드시 가는 맛집, 좋아하는 장소, 드라이브 코스,
또는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부산이라는 곳을 아주 늦게 첫 방문을 했습니
다. 아마 20대 중후반쯤이였던것같습니다. 그
리고 그 매력에 반해 그 뒤에 일년에 한번씩은
방문을 하고있습니다. 좋아하는 특정한 곳이 있
다기 보다는 그냥 부산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태
어나고 자란 저에게 주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것같습니다. 서울이 문화의 중심인 뉴
욕같은 곳이라면 부산은 헐리웃과 잠들지않는
천사의 도시인 L.A. 같은 느낌인것 같네요...
그리고 먹는것도 아주 좋아해서 부산가면 대구



40•제30호 부산법조

탕, 회, 밀면은 꼭 먹고오는 편입니다. 서울가
면 쉽게 접할수없는 음식들이니까요.

화제를 돌려보자 선호씨 인터뷰한 기사, 사진
들 보면서 느꼈는데 개인적으로는 APAN블루까
펫에서 입었던 수트가 선호씨를 제일 빛나게 했
던 거 같다. 각종 인터뷰 및 행사에서 스스로 의
상을 초이스 하는 편인가.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지 않나. 

네 패션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주로 좋아
하는 스타일은 예쁘고 평범한 옷들보다는 조금
도전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옷들을 선호하는 편
입니다. 명품에 집착하지 않는 편이라서, 남들
다 입는 명품을 추구하기 보다는 제가 좋아하
는 것들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입습니
다. 블루카펫때 입은 옷을 좋아해주셨는데 원
래는 레드 카펫 한번으로 행사가 끝날 줄 알았
는데 부일영화제, 블루카펫 들이 추가되어서
후보로 가져온 옷들까지 모조리 다 입고 나오
게 됐네요... 원래 스타일리스트랑 중요일정들
의 옷들을 상의해서 입는데 우리나라에서 남자
연기자가 협찬받아올만한 옷들은 대부분 무난
한것들이 많아서 저는 주로 제 소장옷들과 스
타일리스트가 겨우겨우 찾아온 옷들로 매치해
서 많이 입습니다.

질문을 확장해보겠다. 지금 사회적 기업과 손
잡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연예인들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과 손
잡은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
게 되었나. ‘나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
쇼핑몰 이름이 ‘이로이’던데 감독님 존함인가 아
니면 일본어의 ‘이로이’인가. 아니면 한국어의
‘이롭다’라는 단어의 변형인가? 그렇게 정하게
된 까닭은?

네 원래 저는 인터넷 쇼핑몰쪽으로는 문외한
인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쇼핑몰 사업
에 동참하게됐습니다. 152라는 쇼핑몰은 이로
이 감독님의 지인분들이 운영하는 이로인터네
셔날의 자회사인입니다. 이회사가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회적 기업인 의류회사이기도 하구요.
이번에 젊은감각의 옷들을 터넷에서 판매하고
자 하는데 감독님과 제가 친분도 있고 해서 저
는 그 쇼핑몰의 대표모델로 활동하고 감독님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게됐습니다. 저
와 감독님은 사업으로써 이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이 쇼핑몰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의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좋은 일을
도모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배우는 작품을 통하여 관객들과 팬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누며’ 사는 직업군이다. 어
찌보면 인지하든 못 하든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삶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게 아닌가(일종의
재능기부)? 

네 배우란 직업이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는 직업군 중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아닐까 생
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무엇인가를  나
눈다는 것은 굳이 배우가 아니라 다른 모든 직
업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구성원으로써 열심히
사는게 서로서로 나누어 가며 살고 있는게
아닌지요.

선호씨는 왜 한예종 영화과에 진학했나? 연출
을 짐시 뒤로하고 연기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예능쪽에 관심이많았는데요. 어
쩌다 보니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때 대학을
미술로 진학을 할까 아님 경영을 전공할까 아
님 광고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방학때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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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가 우연히 한예종 영화과에 대해 이야기
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술, 광고, 영화, 디
자인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정
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서 한예종 영화과를 큰 욕심없이 한번 시험이
나 처보자라는 생각으로 입학시험을 치뤘는데
덜컥 합격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예종이
라는 학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고 단지 주
변에서 영화과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듣고 시험을
치뤘는데 아주 운이 좋게 합격했던 거죠. 

한예종 학사관리가 속된 말로 빡세고 엄격하기
로 유명한데, 대학4년간 어떤 시간 보냈나? 가장
좋아했던 수업, 가장 힘들었던 수업에는 뭐가 있
나? (한예종 석사과정 지원하려고 알아봤더니
한예종은 석사과정도 일반 학사와 진배 없이 하
루 종일..일주일 내도록 강의가 있다더라. 직장
생활과 도저히 병행할 수 없다는 슬픈 현실..석
사도 이런데 학부 수업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

네 저 역시도 학교 입학후 1년 2년은 몹시 힘
들었습니다. 입학당시 저는 영화매니아인 평범
한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입학을 했지만, 저와
같이 입학한 동기들의 대부분은 이미 다른 대
학을 다니고 또는 타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영
화를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인생의 새로운 각오
를 하고  입학한  5~6살 많은 형 누나들이였습
니다. 당연히 영화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의 수
준들이 저와는 너무나도 격차가 컸습니다. 1학
년 2학년때, workshop 작품들을 같이 만들고
그 결과물을 수업시간에 볼때면 저는 정말 그
네들과 저의 수준차이라는것에 너무 절망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듯 때로는 열심
히 뒤쫓아가듯 1학년 2학년을 보냈습니다. 그
러다 2학년때 너무 창작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도피처로 군대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군입
대를 하게됐습니다. 다행히 군대는 저를 더욱
강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었고
3년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어느 정도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제대후의 학교생활들은 의욕에
가득차있었고 그 이후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내는 과정 또한 도전이였던것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졸업을 했고요.   

나도 사실 어린 시절 배우와 영화감독을 꿈꿨
었다. 아직도 어떻게든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싶
다는 꿈을 가지고 산다. 일반인인 나조차도 내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데, 영화학도
에 배우이기까지 한 선호씨가 그런 욕심이 전혀
없을 것 같진 않은데.^^허심탄회하게 말해도 좋
을 듯. 영화 만들게 되면 어떤 영화 만들고 싶나.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는 연기에 대한 목표나
갈길들이 너무 멀고 많이있기 때문에 영화 연출
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영화는 관객으로써 볼 때가 가장 행복
한 것같습니다. 혹시 먼 미래에 제가 영화를 만
들게 된다면 그때 제작자로써 참여해주세요. 만
일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자그마한 규모의,
형식에 구애받지않는 예술작품으로써의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멜로’를 보
면서 굉.장.히 잔인한 사랑이라고 느꼈다. 개막
파티 때 선호씨가 했던 말..‘오리지낼러티’의 면
에서는 어떤 영화도 따라 올 수가 없겠던데 ^^
선호씨는 영화 ‘멜로’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자
했나. 또 무엇을 얻었나. 

아~~~ 질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멜로
를 통해서 제가 찾고자 했던것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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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얻고 싶었던 게 있다면, 이번 영화를 통해
연기적인 경험과 연기적인 성숙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영화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다는 개념이아니라 만나고 경험하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수영하러 가서 무엇을 찾지 않고
스키타러 가서 무엇을 찾지않듯이... 저 역시
멜로라는 작품을 경험하러 간 거고 태인이라는
인물을 만나러 갔었던것같습니다. 한 작품을
끝낸 뒤 영화로써 상영되는 저와 태인이라는
인물을 동시에 관객으로써 보는 저는, 연기가
얼마나 진실되게 담겨졌는가를 확인하고 때로
는 표현이 올바르게 되었나를 점검할수가있습
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연기적인 데이
터 또는 앞으로 연기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좋
은 밑바탕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 ‘태인’의 역할이 쉽지 만은 않았을 것
이다. 김혜나씨가 맡았던 ‘윤서’라는 캐릭터가
워낙 색깔이 강하다.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거의
윤서의 감정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
니 상대적으로 ‘태인’의 존재감은 뚜렷하게 부각
되지 않다가, 후반에 이르서는 포커스가 오히려
‘태인’에게로 옮겨지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
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캐릭터이지 않는가. 감정
의 진폭이 상당히 큰 배역이다.

저희 영화를 진지하고 열심히 관찰하면서 봐
줘서 우선 감사합니다. 윤서같은 경우는 윤서
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 캐릭터의 전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반면에, 태인은 윤서의
삶에 나타나는 존재로 비춰지죠. 시나리오 단
계에서는 사실 태인의 전사나 두 사람의 만남
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시간관계
상 편집단계에서 생략되어서 태인이 좀 발란스
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미 시
나리오 단계에서 탄탄하게 구성된 부분들이라

서 연기를 하고 작품을 끌고 나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윤서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
는 여성이고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과 희
망을 찾고자 했다면, 태인은 모든 것을 풍요롭
게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태인 안에서는 허무
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태인이 다
리를 잃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와서야 정말로 자기가 표현하
고자 하는 예술적인 진실을 찾고, 스스로도 작
품의 완전성을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만족감을 느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태인과 윤서의 마지막 정사신에
서의 호흡, 일종의 종교의식과도 같았던 윤서의
시신유기 장면을 찍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여주
인공과 교감했는가. 힘든 점은 없었나.

윤서는 극이 진행될 수 록 멘탈적인 문제, 멘
붕이오잖아요. 반대로 태인은..뭐 우스갯소리
로 저는 육붕(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요...육체의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웃음) 실제
로 목을 메는 장면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하다
가 호흡곤란이 와서 정말 죽기직전까지 갔어
요. 그때 주마등처럼 저의 과거를 봤었구요. 사
실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주인공 윤서가 자신
과 죽은 태인의 몸에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하
고 자살을 하는 마지막 시신유기장면인데...이
장면은 거의 컷이 쪼개지지 않고  원신 원컷의
개념으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체여
야 했던 저는 호흡을 멈추고 있어야 했어요. 인
간이 평균적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하는데, 저는 그 1분 30초를 넘
나들면서 정말 여러번 죽을고비 넘겨야 했던
거 같아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
던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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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씨의 청춘은 어떤가? 배우로써 우울을
느낄 때, 일반인 이선호로 우울을 느낄 때는 언
제인가? 그 우울을 즐기는 편인가(직업병), 벗어
나려고 노력하는 편인가?

우울함을 잘 안느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뭔
가 안좋은 기분이나 상황들이 엄습할려고 할때
면 본능적으로 저 스스로 새로운 목표를 정하
고 혼자 상상하고 즐거워하며 분주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때로는 쉬엄쉬엄 걸어가기도 하
는 편이라서. 우울함이 쉽게 거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호씨는 바빠서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
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였을 거 같은데, 난 10편
정도는 본 거 같다.(새벽에 티켓팅 하고 출근했
다가 퇴근하고 영화 보고 프로그램 참석하는 일
정이 상당히 빡.세.더.라. 덕분에 엄청나게 체중
이 줄었다.) 그리고 그 10편의 작품들 중에서도
멜로는 단연 가장 처절하고 잔인했던 영화다. 멜
로는 멜로아닌가!! 혹자의 말대로 영화 프리뷰를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쵸이스한 관객들은 식스
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을 경험했지 싶다. 

감사합니다. 식스센스에 견주어서 비교를 해
주시다니... 처음에는 저도 제목이 관객을 낚시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편견이였
던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멜로라고
말하면 우리모두 처음 드는 생각이 아름답고
촉촉하고 따뜻하고 간지럽고 달콤한 사랑을 떠
올리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방금 표현한
단어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멜
로 또는 사랑안에 공존해 있다는것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멜로라는 제목
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뜻 모두를 전달해 줄
수있는 아주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스포가 될 거 같아서 가능하면 영화 내
용 및 디테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데...향후 멜로 개봉일정을 몰라서 일단 자제하
고 있다. 멜로를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앞으로
멜로를 보게 될 관객들을 위해서 매혹적인 영화
소개 부탁한다.

멜로가 만들어지는 시작도 일반 상업영화와
는 다른 시작이였습니다. 멜로를 기획한 제작
사도 기존과는 다른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
다. 멜로를 만드는 감독님도 관객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멜로를 연기한 배
우들도 다른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멜로를 보고 싶어하시고,  앞으로 보실 관객
분들도 분명히 다른 것을 원하시라고 생각합니
다. 멜로...다른것을 보실것입니다.

특기에 영어와 일본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선호씨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미권에서 유학했
을 거 같은 느낌이라, 일본어는 좀 의외였다고
할까? 일본에서도 거주했나? 아니면 독학?

어릴때부터 일본 애니매이션을 엄청 좋아해
서 일본문화에 많이 익숙하고 잘 알고있는 편
입니다. 일본어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
습니다. 대학교 1학년때 학원을 한 6개월 다니
고 한동안 안 다니다 몇 년 뒤 다시 처음부터
같은 코스를 6개월 다니고 하니 기초만 튼튼해
진 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학원을 안다닌
지 몇 년이 지난 것 같아 일본어를 많이 잊었습
니다. 다시 초급부터 다녀야 될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반목을 거듭하
고 있는 일본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매
력적인 나라이다.(나는 사실 어릴 때 4년정도를
일본에서 거주했었다)..일본영화 좋아하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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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화가 좋다면 어떤 면은 좋아하나? 싫다면
어떤 점이 싫고? 일본감독이나 배우중 함께 작
품 만들고 싶은 사람은 있나? (나는 일본영화
특유의 감성을 좋아한다. 동화같은 느낌, 천천
히 가는 듯한 느낌말이다. 러브레터, 지금 만나
러 갑니다, 양과자점 코안도르, 훌라걸 등)

네 일본문화의 최대강점은 다양성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일본영화와 그 영화
들의 세련됨을 매우 좋아합니다.  구로자와 아
키라, 미조쿠치 겐지, 오즈 야스지로 같은 영화
사에 등장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 일본영
화의 시작이 한국보다는 먼저여서인지 영상적
으로 매우 세련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
론 우리나라 영화역시 요즘 일본영화에서는 찾
아보기힘든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다양성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싶네요. 예를들어, 한국에
서 한편의 로멘틱 코메디가 흥행에 성공하면
그후 2년동안은 로멘틱 코메디 영화들만 우후
죽순처럼 나오는 반면 일본은 그런 유행에 휩
쓸리지 않고 꾸준히 여러 가지 장르들이 개봉
되는것같아서, 여러 장르들을 보고싶은 관객들
의 취향들이  존중받는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영화들은... 저도 레브레터
를 아주 감명깊게 봤었고 그뒤로도 GO, 피와
뼈,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메종드 히미코 등
이 좋아하는 영화목록에 들어있습니다. 일본영
화감독들과 어떤감독님이랑 작업을 해봐야할
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아직은 한국감독님
들 먼저 작업을 많이 해봐야 되지않을까요? 그
리고 일본배우분들도 멋지고 연기잘하는 배우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아사노타타노부, 카세
료, 오다기리죠 가 추구하는 연기관이나 선택
하는 작품들이 맘에 듭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공동 남우주연상을 수
상한 안재홍씨도 건국대 영화학과 출신이고, 유
지태 감독의 마이 라띠마 히로인 박지수씨도 무
대미술을 전공하였다. 선호씨도 영화학과 출신
이고...비록 연기전공은 아니지만 연출이나 무대
미술 등 연기 외적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의
배우로써의 우연한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선
호씨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무엇인거 같나. 또
연기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배우로써 가지는 강
점과 약점은 무엇인거 같나.

모든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고 평소에 생각하
고있습니다. 저역시 그림 그리는것도 좋아하
며, 공예작품 만들기도 좋아합니다. 예술적인
영감과 재능은 예술인이라면(물론 다 갖지는 못
하지만) 한 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연출이나 다른 분야 출신의 배우들의 장
점을 찾아보자면, 배우로써 여가시간에 연기가
아닌 다른 예술도구로써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고 개발 할 수있다는
점이랄까요. 그게 연기로 연결되는 거겠죠?

영화학과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  배움의 면에서?

저는 처음 영화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고등
학교때 미국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본 100편이
넘는 홍콩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웃기죠? 미국
에서 미국영화도 아니고 한국영화도 아닌 홍콩
영화를 보고 영화를 사랑하게됐다고하니...그
때 봤던 왕가위 감독님 영화와 주성치 영화 그
리고 암흑가의 느와르에 푹빠져서 방과후 시간
의 대부분을 비디오를 보고 지냈으니... 그래
서 저의 기본 감성과 시각적인 선호도에서도
그 시절 전성기 홍콩영화잔상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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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파티때 선호씨 이야기가 인상적이라서
그날 나눴던 주제를 오늘 인터뷰에서 좀 더 이
야기해보고 싶다. 영화는 종합예술이기도 하지
만 산업이기도 하다. 영화산업, 영화시장, 영화
의 흐름에 대한 선호씨 생각은?

산업적인 견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기보다
는 저는 단지 관객과 배우의 입장에서 보다 다
양한 영화들이 제작되어 관객들의 영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
객들이 영화를 보는 취향도 생길 것 이고 영화
를 보는 눈 높이도 높아지고 그에 맞춰 영화의
수준이 한단계 더 높아지고 질적 향상도 이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배우의 입장에서는 다
양한 영화가 제작되면 소위 말하는 뻔한 동화
속 왕자님 재벌2세 캐릭터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역들을 연기할 기회가 많아져 기존의 전형적
인 연기가 아닌 자신이 소신 것 표현하고 싶은
연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영화
사에 길이남을 다양한 캐릭터들이 탄생될것같
습니다. 물론 멋진 배우들또한 더 많아 질 것이
고, 그것을 지켜보는 행복도 커지겠죠 .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훌륭한 감독님들이 많지
만, 정말 일해보고 싶은 감독님은? 이유는 뭔가. 

장준환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해보고싶습니다.
대학교때 장감독님의 단편 ‘이메진’을 보고 감동
을 받았고 그 뒤 ‘지구를 지켜라’를 보고 감독님의
영화적 세계관과 인물의 내적갈등을 표현하는 영
화적 테크닉에 있어서 감탄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작업해 보고프네요 간절히.

마지막으로, 배우 그리고 인간 이선호의 VI-
SION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인생의 청사진? 차
기작은 진행중인가? 궁금하다.

좋은 배우로 좋은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배
우로써 저를 만들어 가는 단계지만... 어차피
배우라는 직업은 완성이라는것이 있을수는 없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히 연기적 표현들
을 연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연기를 보
여주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연기
자가 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배우의 명함
이라고 할 수 있는 필모그래피를 부끄럽지 않
은 작품들로 차곡차곡 채워 나아갈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아..쿠키는 마음에 들었나?(완전
생색내기) 카드도 읽었고? ㅋㅋㅋ 내년에 부산
국제영화제 오게 되면 광안리나 해운대에서 술
한잔하면서 우리 잡지랑 단독 인터뷰 해 줄 용
의 있나(답변에 도장 찍어서 보내달라 ... 하하하
실 없는 농담이었음)? 장소가 마음에 안들면 법
정도 좋을 거 같다 아주 참신한 인터뷰 장소를
원한다면 

ㅋㅋㅋㅋㅋ네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귀여운 쿠
키 잘 받아서 잘 소화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꼭
부산영화제 참석할 수있게 2013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멀리서라도 힘이
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제가 내년에 부산영
화제참석하면 당연히 인터뷰는 무조건 오케이
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가 존속하는 한 영화제에서 선호씨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꼭 만나서 반갑게 인
사할 수 있길 정말 길고 긴 인터뷰에 선뜻 응해
줘서 고맙고, 한편 휴식기에 답변에 대한 압박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다.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할 따
름입니다. 구두인터뷰가 작성인터뷰보다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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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걸 몸소 깨달았던 인터뷰였습니다.
나름 매 질문마다 진지하게 임하느라 3박4일
걸려서 빠르게 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
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
는 계기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특 A
급 인터뷰였던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서투르고 모자란 글들을 좋은 기
사로 잘 탄생시켜 주세요. 겨울 따뜻하게 보내
시고요!!! see you~~~

영화제에서 만난 배우 이선호는 의외로 소
탈하며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고, 성실함과 노
력을 모토로 삼은 영리한 배우였다. 아마도 그
러한 반전의 매력이 인터뷰어로 하여금 그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가 보낸 인터뷰 답변은 정말 3박4일간 고심
한 흔적, 진심으로 인터뷰에 응하려고 했던 그
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유명 매거
진도 아닌 우리 협회 잡지에, 이렇게 성심성의

껏 고민해서 답변을 해준 그의 인성만 보더라
도, 그가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고 묵묵하게 한
국영화계를 짊어지고 나아갈 재목인지를 알 수
있었다.

비전문가이지만 꽤 열렬히 영화를 사랑하는
일반관객의 입장에서 감히 단언컨대, 그는 지
금 현재 30대에 막 들어선 남자배우들 중 가장
아방가르드한 배우이며, 머지 않은 시일 내에
한국영화계의 거장들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
낼 배우로 성장 할 것이다. 이선호. 제17회 국
제영화제에서 독특한 아우라로 관객을 사로잡
은 그의 영화인으로써의 다음 행보가 사뭇 기
대된다.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흐름이 그의 아
방가르드함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선호씨~
내년에 또 만나서 올해 못 다한 이야기 꽃을 피
어봅시다!

THANKS TO
단독인터뷰 및 영화인들의 자리에 초대해주

시고 좋은 인연을 맺도록 허락해 주신 이지승
감독님, ‘공정사회’의 수상소식을 잊지 않고 전
해주시는 류성진 대표님, 감독님과의 인터뷰
현장 사진촬영을 해 주신 김현우 프로듀서님...
정말, 제게는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준 가
장 큰 선물이며 인연들입니다.

또한 다소 까다로웠던 서면인터뷰였음에도 불
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지면이 빼곡하게 응답을
해준 이선호배우님 덕분에 이 원고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사진 촬영 및 편집을 도와
주신 정재화, 박성욱 님, 박정언 변호사님, 인
터뷰 질문지 편집을 도와주신 정다은 변호사
님, 당신들이 있어 영화제가 더욱 즐겁고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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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취재갑시다! 배신하
기 없기! 나의 영화제를 위하여 새벽밥을 지어
야 했던 어머니, 티켓팅을 위하여 잔 심부름도
마다 하지 않았던 막내동생, 그리고 내가 티켓
팅한 영화표를 받고 너무도 기뻐하던 사랑하는
내 가족과 지인들, 내년에도 빡셀테니까 마음
의 준비를 하십시다.

영화제 기간에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업무만을 주신 유주연변호사님과 내 업무에 지
장이 업게끔 조속한 사건해결을 도와주신 황두
봉 사무장님, 황중근 사무장님, 정용주 부장
님, 권미주 대리님, 최경인 팀장님 내년에는 개
막식 같이 보러가요!

마지막으로 부산변협 기자라는 공식적인 직
함으로 영화제를 충분히 누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200장이 넘는 본 원고를 탈고하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하종숙 과장
님과 윤여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를 드립니다. 아...정말 감사할 분들을 잊었습
니다. 저의 비루한 문장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
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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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49

시•수필
기행문



50•제30호 부산법조

月下灘

달빛 타고 내려온 선녀들이

두 줄기 폭포로 나뉘어

기암과 어울리고

뒤따라온 선녀 하나

그 뒤에 숨어

또 하나 조용한 폭포가 되었다

휘영청

그 달빛도 너무 밝아서

새삼 수줍음으로

바위에 숨긴

그니 모습이

굽이굽이 물줄기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 오르지 못한 슬픔과

이 땅에 내린 또 하나의 그리움은

담소(潭沼) 속에

삭이다가

삭이다가

마침내 서글픈 미소가 되어

그렇게도

푸르고 푸른 빛으로 솟아 올랐다

2012. 8. 11. 14:18

•••구천동 33경 중 제15경 월하탄이라. 선녀의 정취 속에 탁족의 호사로 더위를 식혔다.•••

고동 진병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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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하지 못한 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손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하고 싶은 말들
가슴에 품고 또 품었지만
정작
당신을 보고 있으면
그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저 
바라만 봅니다

사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일 수 있고
우리의 귀를 피곤하게 하는 것일 수 있으니...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지요
그러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그래도 
당신과 나 사이에
말이 필요하다면
오직 한마디...사랑합니다
오직 두마디...진정 사랑합니다
오직 세마디...당신만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태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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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시

달항아리

한 자리

앉았어도

두둥실 둥실

뜬 것만 같아라.

風磬

동그란 

風磬 아래

바람 발자국

당그랑 당그랑

산수유

온 산에

흩어 놓은 

구례 산수유

어찌 되담을꼬

이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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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그대로 

내버려 둬

남몰래 썩는

사랑니 하나쯤

삶 - 어떤 판결문

사람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다 하고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삶이

서글프다 한다

※ 민조시는 3, 4, 5, 6의 자구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형시입니다. 작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행의 글자수를 거듭할 수는 있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3, 4, 4, 5, 6 은 가능
해도, 3, 4, 3, 5, 6 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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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윤서를 향한 아빠의 마음

소중한 내 삶의 빛,

따뜻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나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준 빛.

너의 미소로 세상은 밝아지고

너의 웃음으로 세상은 맑아진다.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찬란한 빛,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빛이 되어도 좋지만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빛이기를...

아픔과 슬픔은 너로 인해 이겨내고

기쁨과 행복은 너로 인해 배가된다.

내 사랑하는 딸 윤서,

너무나 소중한 내 삶의 빛.

박보영 변호사 

※ 설명 : 2012. 8. 25. 첫돌을 맞이한 박윤서양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자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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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 중에 남인수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

이다. 그는 1918년 10월에 경남 진주시 하촌동

에서 출생한 토박이 진주 사람인데, 1962년 44

세의 장년기에 지병인 폐결핵으로 타계할 때도

고향인 진주시 일우에 은거하고 있었다. 그의 본

명은 강문수(姜文秀)로, 1935년에 상경하여 시

에론 레코드사에서 <눈물의 해협>이라는 곡으

로 데뷔하였으나,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오

케이 레코드사의 전속으로 옮기고 예명을 남인

수로 고친 후부터 히트곡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출생시의 아명은 최창수였는데 최씨 문중

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이 강

씨 문중으로 재가하여 강문수로 바꾸어 입적하였

다는 설이 있는 가 하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

하여 강씨 문중에 양자로 들어갔다는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 당연히 그는 가난 때문에 진주

제2공립심상소학교를 마친 뒤에는 중학교에서

진학하지 못하였고, 1936년도에 <눈물의 해협>

으로 데뷔할 때까지의 행적은 알 길이 없다.

1938년도에 대히트한 <애수의 소야곡>은 너

무나 인구에 회자되어 아마도 노래방에서의 애

창곡 순위중 10위 안에 들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그를 가르켜 백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가수라고들 말하는데, 그의 목소리와 창법을 그

대로 흉내내어 가수생활을 하는 이들이 제법 있

었던 것으로 안다.

그가 1958년도에 대한가수협회의 초대회장을

지내고, 1960년도에 전국공연단체연합회 회장

을 거쳐 그 이듬해에 한국연예인협회 부이사장

직을 역임했던 것만 봐도 한국가요계의 명실상

부한 대부였음을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경남 고성군청과 읍사무가 있는 고성읍의

제일 넒은 거리 한구석에 음반가게가 있었다. 내

가 살던 집은 고성시장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을

한참 걸어가야 했는데, 싫어도 그 음반가게 옆

을 지나야만 했다.

그런데 그 무렵 <울며헤진 부산항>이 늦게야

유행했는지는 모르나, 매일 같이 하굣길에 그 곡

을 듣게 되니 절로 가사와 멜로디를 외우게 되어

따라 부르게 되었다.

가왕(歌王)
남인수와의 해후

이기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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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익힌 최초의 유행가였다. 그래서 나는 어

린 나이에 남인수의 팬이 된 것이다. 

1945년 8. 15. 해방이 된 이듬해의 10월 경이었

다고 기억된다. 고향과 발걸음을 끊다싶이 했던

남인수의 귀향공연이 열린다는 말이 자자했다.

당시 모험심 많은 중일의 까까머리 소년에게

실물 남인수를 보고 싶은 열망은 학교 훈육 선생

님에게 적발되면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중안동에 있는 하숙집에서 저녁을 먹자 말자

나는 전일 미리 확인해 둔 본성동 남강 옆 중앙

극장으로 달려갔다. 매표소는 이미 문을 닫았

고, 수위들이 서 있는 공연장 정문에는 미리 표

를 사들고 온 성인들이 출입하고 있었는데, 나

는 그들 겨드랑이 밑을 빠져 용케 들어갈 수

있었다.

진주시내에 있는 3개의 극장 중 제일 늦게 세

워져 관람석이 비교적 많다는 극장이었지만 이

미 복도까지 청중이 꽉 차서 내가 앉을 자리는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대 바로 앞까지 기다싶이

하여 들어가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시간이 되어 남인수가 등장하자 회당안에는

뜨거운 박수가 넘쳤다.

훤칠한 키에 까만 바지와 흰색 울자켓을 입고

새빨간 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극히 이국적으로

보였지마는 결코 미남은 아니었다.

관중들에게 정중히 인사한 그는 고향을 오랫

동안 찾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되

도록 기회를 만들어 자주 찾겠다고 말한 후에,

오늘 밤의 레퍼토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

를 터이니 아무 곡이나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완전히 압도된 청중들 중에 애

창곡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참 기

다리던 그는 “그러면 제가 최초로 히트한 곡을

부르겠습니다.”하고는 <항구마다 괄세더라>를

불렀다.

우레같은 박수를 제지한 그는 원하는 다른 곡

을 신청하라고 요청했으나, 처음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신청하

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최고로 히트한 곡을 부르

겠습니다.”하고는 <꼬집힌 풋사람>을 열창했다.

세 번째로 그가 신청곡을 요구하였으나 여전

히 신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그

는 “그러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을 부르겠습

니다.”고 하더니 <낙화유수>를 부르고는 앵콜은

받지 않은 채 무대 뒤로 사라졌다.

‘최초의 히트곡’, ‘최고의 히트곡’, ‘가장 사랑

하는 곡’, 참으로 절묘한 곡이 아닌가.

그가 사망한 1962년 당시의 나이가 44세에 불

과하였으니, 만일 그가 요즈음 평균 수명대로만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애창곡들을 발표하였을

까.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인수가 화제에 오르면, 나는 언제나 진주에

서 중1 시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국

적으로 세련된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절묘하

게 선곡한 곡을 되뇌어 보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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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우리 어릴 때, 꼴망태 메고 소 먹이러

다닐 때, 여름철이면 수시로 소나기를 만나 흠

뻑 비에 젖곤 했었다. 

들판이나 산꼭대기에서 마땅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어려우니 그냥 옷 입은 채로 쪼르륵

비를 맞거나 옷 젖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벗어서

둘둘 말아 연잎이나 토란잎에 싸서 감추고는 홀

랑 알몸으로 비를 맞으며 신나게 뛰어다니곤 했

었고, 소나기 그친 뒤에는 으레 하늘 높이 찬란

하게 내걸리는 무지개를 보고 신비스럽게 생각

하곤 했었다.

1. 미꾸라지의 승천
소나기 그친 뒤 신비스러운 것은 무지개뿐만

이 아니었다. 미꾸라지 역시 나에게는 참으로 신

비스러운 것이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소나기가

한 줄기 시원스레 쏟아지고 나면 우리 집 흙마당

여기저기에 누렇고 거무스름하게 살찐 미꾸라

지가 펄떡펄떡 뛰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 

가까운 곳에 마당과 연결된 도랑이나 논이 있

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로서는 도

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형에게 물어봤더니 미

꾸라지가 여름철의 더위와 가뭄을 피해 수증기

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시원하게 구름 속에 숨

어 있다가 소나기 빗줄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

는 것이라고 한다.

반신반의, 미덥지 않은 설명이긴 하지만 달리

설명하기도 어려우므로 신비스러운 채로 꽤나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믿

을 수밖에 달리 무슨 수는 없었다.

어쨌든 소나기 그치고 나면 대나무통발로 도

랑물을 막아 미꾸라지 잡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

수 있어 좋았고, 잡은 미꾸라지로 푸지게 국 끓

여 먹고 여름철 꽁보리밥에 푸성귀로 여윈 몸을

보신하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정말이지 그때 그

미꾸라지국은 참 걸쭉하고 맛있었다.

소나기의 추억

조진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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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기를 싫어하는 불새 
그런데 우비 없이 갑자기 맞는 소나기라고 하더

라도 비만 내린다면 옷 젖는 것 이외에 별 걱정거

리가 없었으나 벼락까지 아울러 치면 겁났었다.

특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벼락이 치면 그 무

시무시한 뇌성소리와 칼같이 내리꽂히는 벼락

에 놀라 허둥지둥 어찌할 줄을 모르고 구석진 곳

을 찾아 몸을 숨기려 애쓰곤 했었다. 우르릉 우

르릉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뇌성소리와 고막

을 찢을 듯 날카롭게 떨어지는 벼락은 참으로 무

서웠다.

우리가 무서워하면 할머니는 젖은 잎으로 집

안에 모깃불처럼 불을 피워 연기를 일으키셨고,

불새(火鳥), 즉 번개는 연기를 싫어하므로 집 안

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

시면서 태연하게 대청마루에 앉아 장죽으로 담

배를 피워 연기를 보태곤 하셨다. 과연 번개는

불새이고 연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믿

고 할머니 등 뒤에 숨어 코로 담배연기를 맡으면

서 안심하고 싶었다.

3. 벼락에 놀란 황소
우리 집에서는 언제나 황소를 키웠었다. 암소

는 황소에 비하여 힘이 모자라 고된 농사일을 제

대로 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을걷이가 끝

나고 나면 아버지는 소시장에다 우리 소를 내다

팔고 그 대신 송아지티를 갓 벗어난 중소를 사가

지고 와서 겨우내 잘 먹여 덩치를 키워서는 이듬

해 농사일을 시키곤 했었다.

그런데 황소는 암소에 비해 키워내기가 만만

치 않았었다. 힘이 센 만큼 고집도 세서 소 먹이

러 가는 때면 한 자리에 지긋이 있지 못하고 이

리저리 제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거나 지향 없이

아무 데나 가는 바람에 따라다니기가 힘들었고,

따라다니다가 화난 김에 내팽개쳤다가는 어디

로 갔는지 몰라 찾느라고 헤매고 다녀야 하니 더

힘들었다.

그러니 성가시긴 해도 고삐를 꼭 잡고 소가 가

자는 대로 이리저리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으므

로 미웠고, 미운 나머지 회초리라도 들었다가는

뿔로 들이받으려고 덤비는 바람에 함부로 때릴

수도 없어 그저 살살 달래면서 비위를 맞추어 주

는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그 황소를 끌고 소 먹

이러 마을 뒷산에 올라갔는데 시커먼 소나기구

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콩알만한 크기의 빗방

울이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면서 벼락까지 아

울러 치는 것이었다. 

하늘에서 쇠난로 아궁이의 숯불처럼 시뻘건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하더니 곧이

어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꽂히는데 바

로 눈앞에 떨어지는 듯하였다. 

귀가 멍멍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도저히 그냥

버틸 수가 없으므로 소를 이끌고 냅다 집으로 향

하여 내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가, 덩치가

커다랗고 힘도 고집도 세어 고삐를 잡고 있는 나

를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니며 애먹이고

피곤하게 하기를 예사로 하던 그 소가,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도 않게 나보다 더 벼락에 놀라

서 나를 앞질러 내달리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한참을 따라가다가 그만 고삐를 놓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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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았고, 고삐가 풀린 소는 나를 놔두고는 저만

치 혼자서 내달려 이내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소를 놓쳐버렸으니 큰 일이 났다. 소를 잃어버

리면 어떡하나! 누군가 우리 소를 붙잡아가서 시

치미를 떼고 자기네 소라고 주장하면 어떡하나

하고 큰 걱정을 하며 비 맞는 것이나 벼락 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선 소 잃어버렸다는 걱정

에 겨워 울고 싶은 마음으로 허둥지둥 숨이 턱에

차서 거의 탈진상태로 겨우 집에 닿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 일인가! 우리 소가 멀쩡하

게 외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멀뚱멀

뚱 그 큰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왜 이제

야 오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듯하였다. 

착하고 영리하기도 해라! 평소에는 그렇게도

고집불통에 힘자랑만 해대더니 용케도 길 잃어

버리지 않고 집을 잘도 찾아왔구나! 

반갑고 기특한 나머지 그 양뿔 사이를 손으로

긁어 주고, 그 뺨에 내 뺨을 갖다대면서 두터운

정을 서로 나누었다.

장마철,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비가 쏟

아지면서 우르릉 우르릉 뇌성이 운다. 그러나 요

즈음은 소나기마저 옛날, 우리 어릴 적의 그것과

는 사뭇 달라진 듯 좀 시시하다. 빗줄기도 약하고,

뇌성도 희미하며, 벼락도 치는 듯 마는 듯하다. 

다른 무엇보다 시작과 끝이 분명치 않다.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시커먼 소나기구름이 갑

자기 몰려온다든지, 비 그친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짝하고 맑은 햇살이 드러나면서 저 멀리

산봉우리 위에 뭉게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높게

내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이 잘 보이지 않는

다. 그러고 보니 무지개를 본 것이 얼마나 오래

전의 일인지 모르겠다. 시작도 끝도 그저 찌부

드드 흐리멍텅 상쾌하지가 않다. 

그리 길지도 않은 세월 동안 세상은 참 많이도

변하였다. 옛날의 그 소나기가 그립다. 잠시 다

른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좋으니 그 굵은

빗방울을 알몸으로 맞으며 속속들이 흠뻑 젖어

보고 싶기도 하다. 세월 따라 내 몸에 때처럼 덕

지덕지 묻은 그 모든 군더더기들이 소나기 빗물

따라 깨끗이 씻겨 내릴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

면 맑아진 눈으로 요즈음 들어서는 통 보이지 않

는 무지개를 다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무지개를 올려다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미꾸라

지의 승천이나 연기를 싫어하는 불새의 이야기

라도 들려주고 싶다.

벼락에 놀란 황소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어

떤 반응을 보일까?

(2012년 황순원 사이버백일장 최우수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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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꿈, 그리고 세상을 읽고 쓴다.
이해와 표현 - 이것이 나의 일상이고, 그 최

상의 성취가 내 삶의 목표이다.

나는 쓰기 위하여 읽는다. 또한 읽기 위하여

쓴다. 읽기와 쓰기는 내게 둘이 아니라 하나다.

나는 삶으로 자서전을 쓴다. 글은 나를 배반

한다. 삶 자체가 곧 나의 자서전이다.

글쓰기는 사물에 대한 생각을 그 문장 속에

응결시키는 과정이고 읽기는 이를 해체하는 과

정이다. 

인간사의 제 원리와 가치들은 이미 고대의 성

자와 현인들이 남김없이 다 말하였다. 이후의

모든 진술은 지난 시대의 언명에 대한 주석이요

다른 방식의 재진술(paraphrasing)이다. 

글쓴이의 의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든 거기서

나는 항상 나를 위한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모든

책을 역할대체독법으로 읽는다. 모든 책이 나의

현재 상황을 가르치고 그날의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쓴 것이다

(괴테). 나는 책을 읽는다. 책도 나를 읽는다. 독

자가 어떤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은 또한

텍스트가 독자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책읽기를 유년의 내 친구였던 소에게서

배웠다. 소는 풀밭으로 가면 잠시 머리를 숙여

코로 냄새를 맡는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풀을 뜯기 시작한다. 마음에 든다고 여

겨지면 아주 맹렬하게 뜯어먹는다. 어떤 풀은

끝만 살짝 건드리지만 또 어떤 풀은 뿌리까지

힘주어 뜯어내 우적우적 씹는다. 이후 따로 시

간을 마련하여 조용히 앉아서 이미 섭취한 풀의

향기와 맛을 느긋하게 되새긴다. 

글쓰기는 종이 위에 여백으로 존재하는 침묵

을 한 칸 한 칸 지워나가는 변환의 과정이다. 이

때 지혜로운 필자는 모든 칸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대 삶의 빛과 그림자
- 내가 읽은 책과 세상, 그 행간의 들꽃들

고종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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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우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채워진 칸과 빈 칸 즉, 언어와 침묵

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여야만 필자와 독자 사

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대가 쓰는 글은 백 명이 한번 씩 읽는 글이

아니라 한 명이 백번을 읽는 글이어야 한다. 전

자는 잠시 지나가는 가을비 같이 행인의 옷깃도

적시지 못하나 후자는 패연히 쏟아지는 한여름

의 뇌우처럼 행인을 꼼짝없이 사로잡는다. 

글쓰기는 무언의 순례자인 손가락이 침묵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 하얀 종이 위를 낙타처럼 타

박타박 걷는 것이다. 그 손가락에 연필이 있든,

붓이 있든, 컴퓨터의 키보드가 있든, 걷는 것은

결국 손가락이다. 손가락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숲을 세우고, 강을 흐르게 하고, 햇빛과 비를 쏟

아지게 한다. 그러고는 그 속을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유유히 걷는다. 그러다가 한 곳에 조용히

머물러 주변을 관망한다. 걷고 또 걸으면서 꿈꾸

고, 살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별한다. 사막 같은

백지가 손가락이 숨 쉬는 삶의 무대다. 

나의 글은 느티와 장미와 금목서, 호랑나비와

갈매기와 사슴, 루비와 금강석과 청동, 이 모든

것들의 모성(母性)이기를 원한다. 다만, 60%의

식물성, 30%의 동물성, 10%의 광물성이기를

바란다. 

글쓰기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내면의 대화이

다. 논제에 관한 잘 정돈된 질문과 맛깔스런 대

답이 질서정연하게 서로 교차하다보면 마치 시

냇물이 도란도란 재미있는 이야기로 숲과 계곡

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음악이 있는 한 폭의

그림이 된다.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의

물길을 만들면서 짧고 길게 꼬리치며 흘러간다.

그러다가 차례차례 위에서 아래로 장엄한 수직

강하를 한다. 글쓰기는 수평의 서정과  수직의

서사가 만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용돌이를 이

루면서 고요히 흘러가는 냇물과도 같은 것이다.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예술을 하든 가장 피해

야 할 것은 자기복제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끊

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뛰어넘어 또

다른 자기를 창조한다. 

이른 아침 문태준의 시집, ‘먼 곳’을 읽으며 일

터로 간다. 책장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시 한편

이 입안에서 맴돈다. 자연은 자연대로 혼자 있

지 않고 사람이야기가 섞여 있다. 그곳에 사람

의 그림이 없다면 자연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

는가. 낱말들이 제자리에 잘 들어앉아 마치 개

울 바닥의 조약돌처럼 빛이 나고 소리가 난다.

아득한 꿈결 같은 어린 날의 추억이 날개를 편

다. 외가의 뒤란 곁에 잠든 이야기가 눈을 떠 시

냇물처럼 도란도란 흘러간다. 그 시절의 벗들

인, 새, 송아지, 들꽃, 하늘, 바다 그리고 바다,

구름과 감나무…… 이런 아이들이 와, 하고 함

성을 지르며 달려온다. 마치 내 전생의 꽃밭인

듯. 다가오는 나의 내생이 그와 같다면 나는 기

꺼이 그곳으로 팔을 벌리고 달려가리라. 

책은 읽는 자의 것이다. 산천 또한 읽는 자의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과 사물 또한 읽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은 사랑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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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새기는 것이다. 생활화하는 것이다. 읽는

다는 것, 바로 이 행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제대로 된 읽기 없이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짧은 생각, 단편적인 글이 때로는 영혼의 깊

은 우물에 설치된 펌프를 통하여 맑고도 시원한

물을 무한정 끌어 올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기도 한다.

읽기와 쓰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 말하자

면 읽기와 쓰기를 다리 놓는 것이 필사(筆寫)다.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의 중간 단계 있는 것이

암송(暗誦)이다. 필사와 암송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에서 표현으로 나아간다. 좋은 글과 말은

이런 방식으로 내게로 다가와서 머잖아 내 안에

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생겨난다. 가장 자

연스러운 발전과정이다.

들에 사는 내 친구들의 정겨운 푸른 이름들 -

둥굴레. 얼레지. 갈매기난초. 까치수영. 가막사

리. 금강초롱꽃. 은방울꽃. 나비나물. 금붓꽃, 꼬

마은난초. 너도바람꽃. 도라지. 마타리. 물봉선.

민들레. 바늘꽃. 머위. 부레옥잠. 붕어마름. 씀바

귀. 수리취. 쑥부쟁이. 안개꽃. 달맞이꽃. 엉겅

퀴. 제비꽃. 비비추. 질경이. 지칭개. 참반디. 타

래난초. 토끼풀. 명아주. 달개비. 달래. 냉이. 꽃

다지. 꽈리. 패랭이꽃. 풀솜대. 해오라비난초. 할

미꽃. 미나리냉이. 여뀌풀. 뻐꾹채. 원추리. 

풀잎 끝에 영롱한 우리말의 저 눈부신 아침

이슬 - 휘붐하다. 뽀얀. 이음매. 매무새. 화르

르. 가까스로. 흔연히. 은연중에. 무심결에. 겨

루다. 쓰다듬다. 잠포록하다. 가냘프다. 시리

다. 스산한. 성깃하다. 새살거리다. 언저리. 낯

가림. 눈썰미. 애잔하다. 생솔가지. 나비잠. 평

미레질. 꽃보라. 늘품. 추스르다. 명지바람. 바

람꽃. 소소리바람. 속절없다. 하염없다. 청댓

닢. 나비물. 슬며시. 갈품. 이징가미. 사금파리.

나슬나슬하다. 알근달근하다. 시름없이. 수더

분하다. 무르춤하다. 탄하다. 밀물소리. 시나브

로. 꽃사태가 나다. 시난고난. 느른하다. 씀씀

이가 헤프다. 수더분하다. 함초롬하다. 살여울.

해거름. 풀 한 모숨. 보리누름. 빛살. 베갯모.

타래버선. 나긋나긋하다. 푸성귀. 나부시. 하마

하마, 해소수. 바람만바람만. 민낯, 까치놀. 물

물이 나오다. 시름겹다. 

언어와 문장, 그 평생의 길동무
그러나 사실 아름다운 낱말은 없다. 아름다운

문장이 있을 뿐이다. 

아름다운 문장은 힘이 세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아름다운 문장은 바깥에도 있지만 오

히려 그대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아름다운 문

장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아

름다운 문장을 찾아서 읽고 생각하고 써라. 그

들을 불러 그대의 세계를 구축하라. 단순한 아

름다움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

키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세계 말이다.

나는 내가 쓰는 문장이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처럼 사람의 피부를 만지기 원한다. 또 간

절한 기도의 목소리처럼 사람의 영혼을 만지기

원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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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손이 아니라 입으로 다듬어라. 먼저 혀

가 순해야 글이 순해진다. 혀가 손보다도 감수

성이 더 예민하다. 

권력이 당대의 언어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오

히려 언어가 두터운 권력의 외피를 뚫고 들어가 맑

고 순전한 속살의 향기로 권력을 다스리게 하라.

세상의 말과 글이 11월의 풀처럼 생기 없고 퇴

색한 산문이라면 나의 말과 글은 5월의 풀과 나뭇

잎처럼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한 편의 시가 되어

야 한다.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표현의 목표이다.  

고금에 지극한 문장은 피눈물로 이루어진 것

이다(장조). 그러므로 모름지기 글은 피로 써야

한다(니체). 요즘 사람들은 잉크에 물을 많이 탄

다(괴테). 오직 뜨겁고 치열한 삶만이 사람을 울

린다. 생의 진실은 그러한 사람들의 보석 같은

눈물 속에 있다. 

내가 쓰는 문장은 강물을 차고 오르는 산란

전의 연어와 같아야 한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산란 후의 죽은 연어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이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눈빛이 맑고, 비늘이

날선,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서 퍼들거리는 물고

기이어야 한다. 산란 전의 연어는 영양이 풍부

하고 빛깔이 아름다우며 생식능력을 갖춘 물고

기다. 나의 글은, 폭포를 뛰어오르는 의지와 힘

을 가진 물고기로서, 강의 수면 같은 종이 위를

세찬 물결을 일으키며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어

야 한다. 

언어의 새로운 선택과 배열을 통하여 새로운

느낌이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 시인의 책무

이다. 시작(詩作)은 언어의 연금술이다. 언어예

술로서의 시는 음악이자 그림이다.  

탄소 원자의 배열방식과 결합의 강도에 따라

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

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배열방식과 결합의 강도

에 따라서 무르고 거무칙칙한 석탄 같은 문장이

되기도 하고 단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문장이 되기도 한다.

가장 적은 언어로 가장 많은 의미를 담는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구사하는 언어의 경제학이

다. 우리나라 시편은 모국어로 쓴 외국어 문장

이다. 모국어를 이상하게 구사하는 시인이란 이

름의 그 외국인이 나를 감동시킨다. 사물의 언

어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이 시인이다.

시는 신의 음성을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받아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시와 그렇지 못한

시의 차이는 쓰기 능력보다는 듣기 능력에서 판

가름 난다. 시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신의 메

시지이다. 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받아 적

은 신의 음성이다. 

너무 쉽게 읽히는 시, 읽기에 너무 힘든 소설

을 나는 싫어한다. 시는 모름지기 차고 눈부신

강철처럼 견고한 외피를 두르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벼랑 위에 핀 한

떨기의 고고한 은방울꽃처럼, 인간사의 허장성

세를 비웃으며 아득히 만리장천을 비상하는 한

마리의 봉황처럼, 도저한 기품을 지닌 채 은은

한 향기를 발하며 저만큼 멀리 있어, 쉽게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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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인간의 발길이 닿는 산간 계곡의 맑은 물

처럼 사람 냄새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

여 애써 산을 찾은 사람들의 지친 발을 그 물에

담글 수도 있고, 그 물을 땀에 절은 나그네의 얼

굴에 끼얹을 수도 있어야 한다. 시와 소설은 이

와 같이 각자의 품격과 거리가 있다. 시가 소설

의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소설이 시의

외모와 가슴을 지닐 때 마침내 사람들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오래된 언어예술의 마당에서 뿔

뿔이 흩어지고 만다.  

고대인의 의사소통은 대면방식(face to face)

이었다. 얼굴을 마주하고 체취와 눈빛을 느끼면

서 말을 주고받았다. 공장이나 시장 통에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정보를 주고받았을 것

이다. 그러다가 문자가 발명되고 인쇄매체가 소

통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500년간 말은

글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파매체가 등장하면서 표현수단의 역학구도는

다시 달라졌다. 전파의 양상도, 대중을 상대로

한 음성전파에서 영상전파로, 영상전파도 흑백

에서 칼라로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말이 우위를

점하게 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론학자 마셜

맥루헌은 “다시 원시시대와 같은 일대일의 언어

소통시대가 도래하였다”고 감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한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

통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이메일 등을 이용

한 순간 전달의 글쓰기가 가능해지면서 또다시

양상은 달라졌다. 이제는 소통과 표현수단으로

서의 말과 글의 경계가 모호해진 듯하다. 이에

대하여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은 “말에 대한

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보통사람으로

말하라.   

인상적인 화법을 구사하라. 교차대구법과 긍

정부정 병행화법 등이 그 한 예다. “성공이 행

복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이다”는 전자의 경우이

고, “그 말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믿지 않

아야 할 이유도 없다. 선택은 너의 것이다(인도

영화 ‘파나’ 에서 믿기 어려운 말을 하는 남자의

말에 대하여 아버지가 딸에게 한 말)”는 후자의

경우이다. 

아라비아의 왕비 셰에라자드(Scheherazade)

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야기가 아닌가. 절체

절명의 순간에 바로 그 전략을 구사하라. 메시지

를 받쳐주는 스토리가 없으면 연단에 서지 말라.  

언어는 칼이다. 유익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당신은 그 칼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사

람을 해할 수도 있다.

말과 글의 변화를 위하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쉬운 말로 단순명료하게 말하

라.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

라. 능동태로 말하고 수동태로 말하지 말라. 사

실을 그림 그리듯이 생생하게 표현하되 과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표현매체로서의 언어는 음

악적이어야 한다. 

꽃으로 바람으로 파도로 하늘로 산으로 말하

라. 말이 그림이 아니고 말이 음악이 아니라면

그 말은 말이 아니다.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가

닿아야 한다. 말은 그 말속에서 사물이 살아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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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쉬어야 하고 말은 사람의 입안에서 노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말은 이웃으로 건너간

다.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말은 말이 아니다. 상

대방의 입안에서 향기를 풍기고 상대방의 가슴

에서 울림을 일으킬 때라야 나의 말은  진정한

말이 된다.  

사물을 새롭게 보고 다시 만나라. 다른 사람이

갖다 붙인 이름들은 모두 잊어버려라. 그대가 새

이름을 지어 붙여라. 이미 광채를 잃은 단어로

는, 누군가 과거에 써먹은 표현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더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 태초에 아

담이 하나님을 따라 다니면서 사물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듯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듯이, 그대 또한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창조다. 그대는 그러한 이름 짓기를 통하

여 눈부시고 아름다운 새 세상을 열어야 한다. 

입만 무성한 사람은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

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나무 말이다. 

만리장천(萬里長天), 허장성세(虛張聲勢), 소

소명명(昭昭明明), 만단정회(萬端情懷), 파란만

장(波瀾萬丈) 등과 같은 사자성어가 적소에 사

용된 문장을 만나면 나는 그때마다 마치 드문드

문 연두색 완두콩이 섞인 갓 지은 맛깔스러운

하얀 쌀밥 그릇을 앞에 둔 것 같은 기분이 된다.    

다음과 같은 칸트의 일절이 내 머릿속에 40

년간이나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

하면 생각할수록 의문과 경탄을 더하면서 내 영

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푸른 별빛, 또 하나

는 내 마음 속에 깃든 도덕률이다.” 순수이성비

판의 결론부분으로 기억되는 이 구절은 아마도

그 내용보다 표현방식 때문에 그리 오래도록 나

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독특하게

표현하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내가 쓴 말,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는 슈테

판 츠바이크에게, “시인의 가슴에 있는 시는 시

가 아니다”는 정호승 시인에게, “나는 책 읽는

것을 소에게서 배웠다”는 니체에게 각 도용당하

였다. 내 생각으로 기록한 연후에 나는 그들의

서책에서 똑같은 말을 발견하였다. 내가 그들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들이 나를 도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유의 흐름에 동서고금이 무

슨 장애란 말인가.

신문과 잡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비유 등의

표현 방식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조지 오웰).

그들이 즐겨 쓰는 단어는 글로 먹고사는 문인들

에게 일종의 재앙이다. 비유를 비롯한 새로운

표현은 본래 태어나는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이

다. 아무리 신선하고 독특한 비유라도 그렇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된 이런 글귀가 있다.

“말을 할 때는 지식을 갖추어 남에게 도움이 되

어야 하고, 들을 때에는 지혜를 갖추어 자신에

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쓰기를 하

면 이렇다. “지식 있는 자는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 간결한 어문(語文)은 힘이 세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의 시작이자 끝이

다. 매순간이 그러하다. 우리는 다만 순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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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추상일

뿐 눈앞에 당도한 잠시 동안의 이 지점이 내 삶

의 구체적 현실이다.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끝없이 시간을 보여

주는 시계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시계다. 뒤집을 수 없는 단 1회분의 모래시계가

진정한 사람의 시계다. 

내가 지금 바쁜 것은 한가로웠던 시간의 대가이

다. 내가 지금 한가한 것은 바빴던 시간의 보상이다. 

시간측정을 위하여는 나는 디지털의 순간지

시 기능보다 아날로그의 공간제시 기능을 더 좋

아한다. 디지털은 나를 자꾸만 숨 가쁘게 몰아

가는 재촉의 답답함이 있지만 아날로그는 여유

를 내게 제공하는 따뜻함이 있다. 시간제한에

추상같은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나는 디

지털시계로는 도저히 시간에 쫓기는 심리적 부

담을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다. 한 시간과 다른 시

간의 사이를 말없이 열어 보여주는 아날로그시

계라면 나는 차분히 내게 주어진 공간을 적당히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말 그대로 시

간은 때와 때의 사이가 아니던가. 그 사이를 보

여 주지 아니하고 시시각각 그것을 훔쳐가는 장

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측정이 아니다. 그것

은 사라지는 순간을 조문(弔問)하는 행위에 지

나지 아니한다.  

천국은 인간이 향유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밖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의 장소

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때가 천국의 시간이다.  

시간의 노예가 되느냐, 시간의 주인이 되느냐

는 전적으로 그대의 선택에 일임되어 있다.

밤이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 밤은 전날의 끝

부분과 새날의 첫 부분을 동시에 품고 있다. 어

둠은 우리를 쉬게 한다. 어둠 속에서 슬픔에 젖

은 하루분의 샘물은 흘러가고 또다시 하루분의

기쁨의 샘물이 차오른다. 아이들은 꿈을 꾸고

어른은 추억에 잠기고 나무는 몸집이 굵어지고

풀잎은 날을 세우며 새는 새끼들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든다. 파도와 바람은 잠시 숨을 멈추고 그

몸을 맑은 대기로 씻는다. 그리하여 여명이 오

면 만물은 밤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가 그대에게 나이를 묻는다면 어떤 나이를

묻느냐고 되물어라. 나이에도 세 가지가 있다.

세월의 나이(chronological age), 몸의 나이

(biological age), 마음의 나이(psychological

age)가 그것이다. 그 나이들은 대개 일치하지

아니 한다.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익어가

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간의 향기를 그 가슴에

품어 불멸의액체가 되어 가는 것이다. 체취에

서, 인격에서, 말과 글에서, 노인은 마땅히 향기

로워야 한다. 마치 마시기도 전에 향기만으로도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잘 숙성된 포도주처럼.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고향은 장소

가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리운 사람

들, 눈부신 햇빛, 구수한 냄새, 멋진 풍경, 정겨

운 목소리들을 싣고 오래전에 가버린 기차와도

같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향과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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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장소는 그대로 있으나 시간이 가버린 그곳

은 우리에겐 전혀 무의미한 낯선 공간일 뿐이다.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 나의 시

간은 길처럼 끊이지 않고 죽 뻗어있다. 나는 그

길을 걸어 지금 이곳에 이르렀다. 시골집 골목

길, 동구 밖 코스모스 꽃길, 강변과 그 강을 건

너는 물길, 산과 언덕을 오르내리는 멀고 먼 길,

일렬로 늘어선 그런 시간의 길을 걷고 걸어 지

금 여기에 와 있다. 중간에서 주저앉은 일행들

도 더러 있다. 사람들은 줄을 지어 그 길을 앞서

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고 있다. 그러므로 시

간의 다른 이름인 세월을 탓하지 말라.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 어차피 시간은 끝

없이 영원으로 이어져 있고 나는 그 어디쯤에서

필연코 걷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산천이 그

렇듯 시간은 그냥 그대로 영구히 엎드려 있는데

그 산천을 가로질러 기차가 달려가듯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틈에

섞여 나도 가고 있는 것이다.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어 철새는 그 길 따라 수만리를 오가고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아득한 거리를 떠간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 연어는 수만리 물길을 헤엄쳐 모천으

로 올라오고 사람을 태운 배 또한 멀고먼 해상을

밤낮으로 항해한다. 비단 하늘과 바다뿐이랴.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어 고금과 동서를 오가

며 시공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

햇빛과 달빛도 저들의 길 따라 오가고 바람도 저

들의 길 따라 사람들의 곁으로 달려온다. 책 속

에도 길이 있어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다음 책

으로 끝없이 사람들을 안내한다. 대저 길을 통

하여 만물이 흐르고 만물의 뜻과 정이 흐른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가슴을 열어 그대를 통하여

수많은 길들이 흘러오고 흘러가게 하라. 그대는

그저 길 위에 서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는

사물의 정을 붙들어라. 비록 그것이 찰나에 불

과할 지라도 그리하여 인연은 생겨나나니 그대

가 사물에 인연의 고리를 걸지 아니하는 한 그것

들은 그대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길 위에 몸과 마음을

싣고 있는 것은 그대 뿐 아니라 그대를 이끌고

가는 덧없는 시간이다. 시간과 더불어 길 따라

흘러가는 그대의 삶을, 순간의 생각과 느낌을 언

어의 포충망으로 사로잡아 그대만의 비밀한 공

간에 가두어라. 와인이 시간의 향기를 머금고 발

효하듯이 그대의 언어가 알맞게 숙성하여 고유

한 맛을 내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라.

에스페레소 커피를 홀짝거리며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을 스웨덴의 여가수 시셀의 노래로

듣는, 비 내리는 겨울날 토요일 아침 8시의 호

사스러움을 그대는 아는가. 

향나무처럼 제비꽃처럼
사랑은 언제나 시작이 있을 뿐이다. 사랑의

완성은 미움의 시작이다. 

사랑의 힘이 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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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있으면 나도 있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

다. 인간(人間)이란 말을 보라. 우리는 다만 나

와 너 사이로 존재할 뿐이다.

여성을 경애하라. 여성은 하늘나라의 장미를

따다가 지상에 사는 남성의 가슴에 달아준다(F.

쉴러). 하늘의 장미는 지상에서 사랑으로 꽃핀

다. 그대의 아내, 그대의 딸들은 그대 가슴에 사

랑으로 핀 천상의 장미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길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

랑하는 것이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날에 향을 듬뿍 묻

혀주는 향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시인 최문자). 자기를 밟아 뭉갠 발꿈치에

향기를 남기는 제비꽃처럼 우리는 또 그렇게 용

서할 수도 없다(마크 트웨인). 그러나 오래전 어

떤 분은 일찍이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를 죄 많

은 인간들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

게 그리하고 계신다.

세계로 보면 당신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세계일 수도 있다. 그러

므로 당신은 당신만의 당신이 아니다.

세상을 위하여 너무 좋은 남자는 그 아내에게

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 부부관계

의 많은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남자들에게는 수탉근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여

자들 앞에서 깃털을 세우고 공연히 뻐긴다. 여

성들이여, 나대는 남자들을 믿지 말라.   

나보다 여건이 못한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지

는 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태도에

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절로 드러난다.

홀로 잠드는 이를 위하여 그대는 기도한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대는 세월을 허송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의 바람처럼 덧없고 무상한 인연

을 두고 볼 때 한 남자가 중병이 든 어떤 한 여

자를 자기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성심을 다하

여 한평생 사랑하였다면 그 인생은 만인에게서

상찬받기에 충분하다. 

컴퓨터 키보드에 분명히 ‘사람’이라는 자모를

눌렀는데 화면에는 ‘삶’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 대신에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사람, 사

랑, 삶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사물이 아니라 같

은 현상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든

다. 그래서 나의 의도와는 달리 저 세 단어가 서

로 허물없이 자리를 바꾸어 나타나는 것인가.       

베토벤은 삶에서 사랑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

은 놀라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

는 사람은 인간을 증오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사랑을 말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

무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사랑의 방법을 말한 것이다.

나무는 죽어서 향기를 남긴다. 편백의 잘 마

른 나무에서 풍기는 죽음의 향내는 살아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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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던 시절의 생명의 냄새보다 우리를 더 편안하

게 한다. 살아서 보다 죽어서 향기로운 어떤 사

람의 아름다운 이름 또한 그러하다.

나는 주로 내가 읽으려고 책을 사지만 저자와

출판사를 돕기 위하여 책을 사기도 한다.

사람의 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는 절망이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백신은 지

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천상의 사랑뿐이다.

붉고 가는 긴 다리로 초록 잡초가 무성한 논

을 성큼성큼 거닐며 먹이를 노리다가 물이 차오

르는 논바닥에 알을 낳아 이를 조용히 앉아 품

고는 물뱀이 서성거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새끼의 부화를 기다리는 장다리물떼새의 위험

천만한 사랑보다 더 절실한 한 편의 시(詩)가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듯 도피도 필요하다.

도피가 없다면 도시의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다만 무엇에 도피하느냐가 문제이다. 나

는 자연에 도피한다. 문학 등 예술에 도피한다.

가족들의 사랑에 도피한다.  

깊이 잠든 수면에 돌을 던지면 그 떨림이 동

심원을 그리며 물 가로 번져간다. 그대가 내게

로 올 때 앞을 막아선 공기를 헤치고 올 것인즉

그대보다도 그 공기의 파동이 내게 먼저 온다.

그 파동이 먼저 와 닿아서 내 가슴을 일렁이게

한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돌리면 맑은 샘물 냄

새를 거느린 신선한 산바람 한줄기 드디어 문턱

을 넘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눈에 보

이는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을 보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를 듣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신

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다. 

인간은 그의 생각과 그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인지 알고 싶으면 직업을 묻지 말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사

랑하는 지만 물어보면 된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사랑으로 하늘과 땅이

열리고 사랑으로 꽃은 피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사랑으로 강물은 끝없이 바다로 흐른다. 사랑으

로 아기는 태어나고 사랑으로 우리 오늘 여기에

모여 산다. 그러다가 우리는 더 큰 사랑의 품속

으로 들어간다. 사랑이 아니라면 과연 그 어떤

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겠으며, 사랑이

아니라면 또 그 어떤 힘이 이 막막한 우리네 삶

의 슬픔을 감당케 하겠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

한 일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대체로

숭고하다. 오직 시작이 있을 뿐인 이 사랑이야

말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신비로운 동력

이 아니던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

연이 생겨난다.  

사유와 언행을 위한 에스키스
육체는 중력의 제약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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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은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그 때문에

경험보다는 상상력이 하나의 사상 체계를 구축

하는데 더 유리하다.

감각은 특정 기관에 고정된 것은 아니다. 눈

으로 듣고 귀로 본다. 손으로 읽고 혀로 만진다.

코로 생각을 하고 피부가 말을 한다. 몸이 기뻐

하고 오장육부가 슬퍼한다. 마음이 글을 쓰고

영혼이 노래한다.

한 세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묻고 늙은이들이

답을 했다. 이제는 늙은이들이 묻고 젊은이들이

답을 한다. 역사는 발전했는가.

신뢰와 명예의 등락은 미끄럼틀과 같다. 올라

가기는 어렵지만 떨어질 때는 순간이다.

달콤한 휴식을 위하여 활기찬 일이 필요하다.

활기찬 일을 위하여 달콤한 휴식이 필요하다.

일은 가장 자연스런 상태에서의 휴식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 경우의 어둠은 빛의 연

료이다.

불 켜진 방안에서 어두운 바깥을 내다볼 수

없다. 동공은 눈의 검은자위에 둘러싸여 있다.

그대를 어둠속에 가두어라. 그리하면 상대가 보

일 것이다.

생활쓰레기를 매일같이 버리듯이 마음의 쓰레

기도 그날그날 버려야 한다. 미움, 질투, 자만,

우울, 염려, 불안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쓰

레기들로 휴지통이 그득하니 차오른다. 우리는

이 걸 그냥 두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없다. 

다니엘 킬이 편찬한 ‘피카소의 예술에 관한 명

상’, 러셀 셔먼이 쓴 ‘피아노 이야기’, 지오 폰티

가 쓴 ‘건축예찬’ 등 문인이 아닌 이런 분들의 아

름답고 탁월한 위 글을 읽고 있으면 좋은 글은

글 솜씨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전 생을 바

친 치열한 몰입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에서 우러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열심히 살고 한 분

야에 깊이 몰두하라. 때가 이르면 마치 누에고치

에서 명주실이 풀려나오듯이 그대의 삶이 아름

다운 시편이 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리라. 

상상력이란 지식과 사고의 재료를 새롭고 합

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지적 능력을 가리킨다. 사

물을 재정의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낯설게 하

면 우리는 그것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

부는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은 냄새를 풍

기지만 뿌려주면 많은 것을 자라게 한다(케네스

랑곤). 돈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사법은 보편타당한 원리를 단호히 수호하면

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박준서 대법관). 법적 안정성과 구

체적 타당성의 실현이라는 이 모순된 두 가지

가치의 조화는 우리가 사법을 통하여 달성하여

야 할 궁극의 목표이다. 법적 안정성은 정의의,

구체적 타당성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정의는

사랑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무료변론을 많이 하는 변호사에게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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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 어떻게 그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시나요?

그는 대답한다. 무료 변론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 수임료를 지불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

람들을 돕는 것이지요. 

남을 비난하지 말라(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

여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그대는 진실로

존귀한 존재다). 남을 개의치 말라(세평에 흔들

리지 말고 소신과 지조를 지켜야 한다). 남을 기

대하지 말라(그대는 오로지 홀로 서야 한다). 

정신은 영원한 천상의 꽃이고 말은 정신의 맥

박이다.

흙탕물을 휘젓지 말라. 한동안 가만히 두면

절로 맑아진다. 

아이리스 머독의 소설 중 한계상황에 처한 남

자를 그린 작품이 있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그는 물이 허리까지 차는 동굴에 갇혀있

다. 곧 만조가 밀려와 동굴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는 생각한다. “여기서 빠져나간다면 다시는

인간을 판단하지 않겠다. 잘난 척 하지 않겠다.

힘을 행사하지 않겠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

하지 않겠다.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모든 권력은 죄다. 사랑만

이 유일한 정의다.” 

바흐의 곡은 햇빛이다(리처드 잉그랜드). 이

러한 발상의 생성과정을 삼단논법으로 규명하

면 다음과 같다. 바흐의 곡은 눈부시다. 햇빛은

눈부시다. 고로 바흐의 곡은 햇빛이다.  

숲에 들어서면, 내가 숲을 보고 듣는 것이 아

니라 숲이 나를 보고 듣는다. 내가 숲으로 간 것

이 아니라 숲이 내게로 와서 나의 가슴과 정신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다. 숲은 그 품안의 식구

들과 더불어 스스로 살아서 맹렬하게 숨을 쉬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숲은 나를 깊이 안고 조용

히 쓰다듬어 준다. 그 때문에 나는 숲에서 모성

을 체험한다.  

거북이, 나무늘보, 낙타, 달팽이, 걷기, 나

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느림이다. 그

들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는 삶의 여유를 아는 사람이다. 그

들을 답답하고 짜증스럽게 여긴다면 그대는 아

마 속도 취향의 조급증에 걸린 사람일 것이다.  

대지는 꽃으로 웃는다(레이철 카슨). 호수는

대지의 눈이다(헨리 데이빗 소로우). 나무는 하

나님이 대지 위에 쓰신 시다(조이스 킬머). 나

비는 날아다는 꽃이다. 꽃은 나는 것을 잊은 나

비다. 초목은 대지의 의상이다. 비는 대지의 입

김과 한숨이 하늘 유리에 맺혀 있다가 힘을 얻

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하늘은 비를 통하여 때

로는 슬픔을, 때로는 사랑을 표현한다. 바다는

파도로 숨을 쉰다. 깊은 산골의 샘물은 스스로

길이 되어 흐르다가 강물로 몸을 불린다.   

가정은 식구들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되어야

한다. 와지선이 아니라 7부 능선쯤인 그곳에서

충분히 쉬거나 영양을 공급받고 장비를 점검한

다. 정상 등반을 위한 공격대열에서 지치면 누

구나 언제든 뒤로 물러나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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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속도든, 수중의 돈이든, 교제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여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는 재앙이 된다. 처음 운

전석에 앉을 때는 누구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만으로 불안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속도로에

서 시속 130km정도의 속도를 능히 감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은 무리다. 하지만 카레이

서는 시속 300km의 속도도 무난하다. 보통사

람은 지갑 속의 돈 몇 만 원 정도로 행복하다.

수억 원 정도의 재산은 부담이 된다. 그러나 수

백억 원의 돈도 이를 간단히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대개는 한 두 사람의 친구가 좋다. 대여

섯 명이 되면 벌써 번거로워진다. 그러나 수백

명의 사람을 자신의 친구와 지인으로 둔 사람도

있다. 동서고금과 삼라만상의 이치를 가볍게 실

어 담을 수 있는 깊고도 넓은 마음이 있고, 기껏

자신의 발밑과 손바닥만 한 하늘 밖에 볼 수 없

는 얕고도 좁은 마음이 있다. 이 것이 곧 사람의

분수이자 분별심이다.   

아름다운 사물 아름다운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베일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의 실루엣이자 그림자일 뿐이다. 

주변세력은 난폭하고 사납지만 중심은 조용하

고 평화로운 상태가 있다. 폭풍의 눈이 그러하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를 모두 아는 것이

3등급이다. 그중 어느 일방만을 아는 것이 2등

급이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를 전혀 모르

는 것이 1등급이다. 선행을 하고 보상을 기대한

다면 이는 선행이 아니라 모종의 거래일뿐이다.

준 사람을 몰라야만 받은 사람은 제3의 사람을

위하여 주게 된다. 1회적인 거래로 그칠 것이 아

니라 보상은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되

어야 한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사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눈과 책의 간격이

그런 것처럼, 사물을 판독하고 이해함에는 일정

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

도 사물은 제대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릇 속의 물이 넘치기 위하여는 운두까지 물

이 차올라야 한다. 불 위에 있는 물이 1도에서

99까지 올라가도 끓지 않는다. 비등을 위하여

는 마지막 1도 상승이 필요하다. 목표달성을 위

하여는 임계량(critical mass)을 넘어야 한다. 

인간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

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가름된다. 영어로 인

간은 휴먼 두잉(human doing)이 아니라 휴먼

비잉(human being)이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

은 행함(doing)이 아니라 존재(being)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

없이 빛만 원한다면 그대는 정오의 뙤약볕 밑에

서야 한다.

아름다움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 사물을 느끼는 사람의 마

음 안에 있다. 어떤 영혼의 내면에 물처럼 고여

있는 아름다움이 갑자기 끓어 넘쳐서 사물을 향

하여 기화하고, 사물이 그 증기의 옷을 입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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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물을 아름답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름

다운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한 회사의 경비원이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으

로 캐스팅되면 그 회사의 사장은 엑스트라일 뿐

이다.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삶의 주인공인 그

대가 머무는 곳이다.

악기의 현이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소리가 나

지 아니 한다. 그러나 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줄

이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버리고 만다.

곱고 맑은 소리는 당김과 풀림이 균형을 이룬

알맞은 정도의 팽팽함을 요한다. 우리의 인체와

삶 또한 마찬가지다.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꽃처럼 묵묵히 들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

나 이제 생각하니, 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때로는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말하기에 정

신이 팔려 꽃의 말을 못 들었을 뿐이다. 일단 입

을 닫고 귀를 열고 꽃 앞에 서기만 하면 꽃은 환

히 웃는 얼굴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

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

다. 그러므로 그대가 꽃의 밀어를 듣고자 하면

꽃 앞에서 침묵하라. 꽃은 그대의 연인이 되어

기꺼이 그대의 품으로 오리라.

여름 한낮의 햇빛은 백금의 칼날이다. 처음엔

눈을 찌르고, 다음엔 머리를 찌르고, 그리고는

몸을 찌른다. 그것에 찔리면 누구든 무색의 피

를 흘린다.

서해와 남해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 사람

들의 삶 가운데로 깊이 밀고 들어와 사람들 사이

에 섞여서 살아간다. 사람 냄새가 그리워 뭍 가

까이 붙어 서서 무수한 섬을 만들고 그 사이에

호수 같은 바다를 펼쳐 놓거나 갯벌을 부려놓기

도 한다. 그러나 동해는 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

멀찌막이 물러나 앉아 도저한 위엄의 자세로 인

간들을 굽어보고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

득한 거리와 깊이로 출렁이고 있다. 두 바다는

이렇게 크게 다르다. 동해는 선 하나와 색상 두

개의 가장 단순한 구도로 우리를 꿈꾸게 한다.

서해와 남해는 마치 옛날의 연인을 숨겨둔 어느

작은 섬처럼 사람들을 손짓하여 부른다. 물결이

그렇고, 그 말간 얼굴이 그렇고, 그 조용한 숨소

리가 그렇다. 여성적인 정조(情調)를 덮어쓰고

있다. 동해는 그러나 씩씩하고 남성적이다. 용

오름 현상은 동해에서만 일어난다. 그 늠름하고

장엄한 기상은 사람들을 압도한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자연계의 비밀이라든

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의 신비는 비밀이

나 신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인간을 위하여

유익하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다 드

러나게 된다면 인간은 무엇을 탐구하고, 무엇을

모험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겠는가. 

해마다 9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

은 사람들이 어질러놓은 산천의 한여름 쓰레기

를 일시에 치우려는 대자연의 자정작용이다. 가

끔씩 찾아오는 인생 여정에서의 알 수 없는 태

풍은 이 또한 우리의 묵은 상처와 냄새나는 쓰

레기를 쓸어내려는 청소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

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 산천이 눈부시게 빛나

듯 비 그친 뒤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듯 어려움

을 치르고 난 뒤의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이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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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아름다우리라. 

깊은 신심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극한

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삼보일배의 오체투지 방식으로 머나먼 거리를

밀고 간다고 생각해보라.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

는가. 5개국 방송사가 찍은 차마고도 제2부 ‘순

례의 길’을 보면, 4명의 티벳 불교도들이 2006.

10. 20.부터 2007. 4. 21.에 이르기까지 티벳의

접경지역인 중국 사천성 더거현 작은 마을에서

티벳 라싸의 조캉 사원에 이르기까지 장장

2,100km를 186일간 삼보일배의 오체투지로,

그것도 해발고도 3000m가 넘는 냉혹한 설산지

대의 험준한 지형과 추위를 뚫고 걸어갔다. 최

종 목적지인 그곳 사원에서는 추가로 3주간 10

만 배의 오체투지 방식의 절을 하고나서 마침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62세의 은퇴한 프랑

스 사람은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의 봄부터

가을까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이란, 투르크메

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아시아 대륙의 북부 산간지대를 가로질러 중국

의 시안에 이르기까지 12,000km를 도보로 걸

었다. 중간에서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자동차를 얻어 타게 된 경우는 승차 지점으로

돌아와 고집스럽게 다시 같은 구간을 걸었다고

한다.

포스트잇에 아이디어를 적어 노트에 붙여보

라. 포스트잇에 기록하면 아이디어를 움직일 수

있고 아이디어를 같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기왕의 아이디어를 공통적인 특징이나 테마별

로 조직화하면 부족한 정보가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에 정보를 보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성된다. 

부모는 우리의 과거이고 자식은 우리의 미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은 부모의 아킬레스건

이다. 특히 문턱을 넘을 때 조심하여야 한다. 금

세(今世)에 있어서 자식 키우는 일은 작전 중 지

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발밑을 유심히 들

여다보고 한발 한발 신중히 디뎌야 한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는 송아지가 늘 울을

벗어나 들판을 쏘다니다 보니 주인은 이를 찾느

라고 애를 먹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아이는

그 송아지를 곧잘 찾아서 데리고 왔다. 주인이,

“얘야 너는 어떻게 송아지를 그렇게 잘 찾니?”

하고 물었다. 그 아이는, “내가 송아지라면 어

디를 갈까? 하고 생각해요. 거기를 가면 어김없

이 송아지가 있어요.” 했다. 

토끼를 닮은 설치류인 아고우티는 날카로운

이로 베르톨레티아 나무에 열리는 크고 단단한

껍질을 깨고 그 속의 브라질호두 알맹이를 꺼내

먹고 그 중 일부를 다음에 먹으려고 다른 곳으

로 이동하여 흙속에 묻어둔다. 로키산맥의 갈까

마귀는 잣나무 열매를 따 모아서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열매 없는 철에 먹으려고 역시 땅속에

숨겨두고 그 지점을 돌로 표시까지 해 둔다. 다

람쥐는 부지런히 도토리를 모아서 조금만 먹고

대부분은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둔다. 그러고는

후일을 위하여 먹을 것을 그렇게 비축해 둔 사

실을 모두들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 덕으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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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들은 목숨을 부지하여 흙속에서 눈을 떠 지상

으로 솟아오른다. 오, 미래의 숲을 이루는 이 멋

진 기억상실이여. 

인생, 후박나무 가지위의 저 새
스무 살의 노인도 있고 예순 살의 소년도 있

다. 나이는 육체에 흔적으로 새겨진 시간의 퇴

적물이 아니다. 정신의 깊은 샘에서 지속적으로

분출하는 삶과 사랑의 에너지다. 

비 그치고 햇빛이 쏟아질 때 솔잎 끝에 떨어

질 듯 떨어질 듯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물방울

하나,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나의 글이다. 

나의 생은 하나님이 나의 몸을 빌려 내가 살아

온 시간 위에 손수 쓰신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다.

살아있는 나무가 비를 맞으면 잎이 핀다. 그

러나 죽은 나무가 비를 맞으면 썩는다. 그대는

산 나무인가 죽은 나무인가.  

사랑이 흘러넘칠 때는 결핍의 순간을 생각하

여 그 중 일부를 비축해 두어라. 행복이 그득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그것을 조금은

아껴 두어라. 자연에 사계가 있듯 인생에도 사

계가 있다.  

입은 닫혀 있고 귀는 열려 있다. 눈은 매순간

열렸다 닫혔다 한다. 그러므로 침묵하라. 잘 들

어라. 가려 보라. 이명은 남이 듣지 못한다. 코

고는 것은 내가 듣지 못한다. 목소리는 남도 나

도 듣는다. 그대의 행동준칙은 이 세 가지의 구

분에서 출발한다.   

무대를 향한 불빛은 그대의 다리를 비춘다.

그러나 바로 그 불빛이 그대의 눈을 멀게 한다.  

돛을 올릴 때와 닻을 내릴 때를 아는 것만으

로도 인생의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대에게 성심을 다하는 페이스메이커

(Pacemaker)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완주

할 것이다. 그것이 마라톤이든 인생이든. 

그릇의 나사가 느슨하여 달그락거리면 곧바

로 조여야 한다. 시기를 놓쳐 나사가 달아나버

리면 손잡이를 못 쓰게 된다. 삶의 주변도 정신

의 기명(器皿)도 마찬가지다. 이상한 소리가 나

면 그대 인생의 나사를 점검하라.  

우리의 언행은 이 우중충한 잿빛 세상을 색칠

하는 천연색 물감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로 크고 작은 실

수를 저지른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연약한 인

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때

우리가 만약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

는 그 실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

나 끝내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

히 그 실수한 지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생명의 원천인 피는 뜨겁고 붉고 흐른다. 심

장은 인간의 내부에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용광로이며 피는 사람의 온 몸을 흐르는 불이

다. 혈관은 그러한 불의 길이다.

진정한 대가(大家)는 어린 아이와 같다. 언제

나 즐겁고 소박하고 가식이 없다. 활력이 넘치

고 호기심이 많고 행동거지가 자연스럽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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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면 그는 가짜다.

한 소년이 작업 중인 조각가를 지켜보고 있었

다. 조각가는 한참동안 커다란 대리석을 계속

깎아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윽고 대리

석 사자가 완성되었다. 그러자 소년은 눈이 휘

둥그레져서 물었다. “아저씨는 저 바위 속에 사

자가 들어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들은 대개 불합격과 낙선과 승진 탈락 등

경쟁에서 뒤처짐을 부끄러워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적, 예

를 들면 이태석 신부의 삶에 관한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 부끄러워한다. 다 같이 부끄러

워하는 행동이지만, 그 격에 있어서는 크게 다

르다. 하나는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능을 넘는 선한 마음에

기인하고 있다. 전자는 인격의 미성숙을 드러내

는 온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이고, 후자는 여전히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

당한 부끄러움이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할 수 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달라진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르게 살

아야 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

인의 고난을 슬퍼하지 말라. 형통이 저주일 수

있고,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억울해서 이 비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에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원하는 것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소원을 몇 번 바꾸게 되면 결국 당신의 소망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불변의 소원은 재앙

일 뿐이다. 상황과 현실에 유연한 사람만이 성

공과 행복을 쟁취한다.

인생은 기차여행과 같다. 그것도 순방향이 아

니라 역방향의 의자에 앉아 뒤로 나아가는 여행

말이다. 찻간에서처럼 인생도 등 뒤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저 아득히 멀어져

가는 과거의 풍경과 그 풍경이 안고 가는 지난

세월만 볼 수 있을 뿐. 기차가 굽이를 돌고나면

그나마도 우리는 더 이상 흘러간 풍경을 볼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소리는 자

연의 소리다. 다음으로 좋은 소리는 자연을 닮

은 소리다. 자연의 소리는 곧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다. 침묵을 배경으로 들려오

는 계곡의 물소리, 솔바람 소리, 새가 노래하는

소리, 비 내리는 소리, 눈이 펑펑 쏟아지는 소

리, 나비가 춤추는 소리, 벌이 붕붕대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 파도소리 등이 그것이다. 자연

의 닮은 소리는 갓난아기의 옹알이, 정감이 넘

치는 사람의 목소리 등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모사(模寫)한 클래식 음

악의 선율이다. 

고통과 슬픔은 내 삶의 밸러스트(ballast)이다.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백기완 선생에게, “선

생님은 어떻게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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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신념을 갖고 사실 수가 있습니까?”하고 물

었다. 선생은 잠시 웃으면서, “나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

아치면 흔들리고 소리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나무처럼 말입니

다.” 선생은 ‘마치 나무처럼’이란 이 한마디 말

로 자신의 삶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역할이 끝난 그대는 이제 내려가고 잊혀지고

무력해져야 한다. 세상이 주는 옷을 벗어던지고

무명무위지락(無名無位之樂) 속으로 들어가라.

일시적인 가상(假想)으로부터 영원한 진상(眞

想)으로 그대 모습을 전환하라. 침묵 속에서 필

요한 모든 일을 다 하는 자연처럼 그저 묵묵히

그대 길을 걸어가라.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그

대 자신으로 표연히 돌아가라. 바로 그것이 그

대의 진면목이고 그대가 마지막으로 살길이다.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는 인내와 기다림의 쓴

맛을 감수하여야 한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며, 우리는 늘 누군가를,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약을 복용하고 그 효능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술이 발효하기를 기다리고, 밥이 뜸

들기를 기다리고, 과일이 익기를 기다린다. 회

임 후 아기를 만날 때까지 아홉 달을 대책 없이

기다리고, 태산목에 향기로운 꽃이 피기를 여름

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사람들과 줄서서 내 차

례를 기다린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조직

검사 후 병원의 결과 통보를 기다린다. 마른 땅

에 단비가 떨어지기를 하늘을 우러러 애타게 기

다린다. 그대를 향한 내 간절한 마음이 그대 마

음의 현에 가닿을 때를, 그리하여 풀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듯 내 속눈썹에 잔잔한 기쁨의 눈물

이 맺히게 하는 그 맑고도 따뜻한 울림을 하염

없이 기다린다. 이 길고도 긴 기다림의 세월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은 오직 기다림뿐

이다.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산다. 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음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알 수

없다. 예정된 죽음의 시기와 모습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안단 말인가.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며, 잘 산다는 것은 좋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100년이 지나면 지

금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

다. 장구한 역사를 두고 볼 때 먼저고 나중이 무

슨 차이가 있겠으며, 어차피 두고 가야할 화려한

성공과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직 남는

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혼 속에 오래도록 살

아 숨을 쉬는 사랑뿐이다. 정녕 사랑이 아니라면

그대와 내가 이 무상하고 속절없는 한 평생을 어

떻게 편안히 건너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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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가. 주말마다 산행을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가

보고 싶은 곳을 한 곳 정하라면 어디로 할

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낭

림산맥을 넘어서 함경산맥을 거슬러 올라

가며 그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청진앞바다

를 바라다보는 산행, 꿈에도 그리는 그 산

행을 살아생전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것이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솟아나오는 염원

이었습니다. 아마도 감격에 겨워서, 그리

고 눈물이 앞을 가려, 내려다보이는 바다

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그

산행길은 살아생전 꼭 가보고 싶은 꿈이자

희망입니다.

나. 올 여름 휴가철을 이용하여 3박4일간의

북해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850년대

명치유신 이후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전

까지는 아이누족이라는 원시인들이 수렵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던 곳이고, 지금도 동남

쪽 일부만 개발이 되었을 뿐이며, 내륙쪽으로

는 도로를 놓는 등 개발이 진행중인 섬입니다.

말이 섬이지 남한만한 면적(정확히는 남한의

85%정도 되는 면적)인 만큼 내륙을 여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낭림이 그리워 멀리 서남쪽 바

다를 멍하니 바라다보았고, 너무 절절해서 몇 자

적어본 것이 아래의 “자작나무”와 “낭림”이라는

글입니다.  지도를 꺼내서 살펴보니, 북해도의

주도인 삿뽀로와 한반도 최북단인 온성(두만강

변으로 닭벼슬처럼 솟아나와 있는 곳.)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위도가 비슷하였습니다.

자작나무

숲�속에�서�있으면

손잡힌�세�살�아이다

통일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류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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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치마�밑으로�보이는�살갗은

분명�우윳빛이다

낭림에�남겨두고�온�처자식은

지금도�날�기다리고�있을까

낙엽처럼�행여�떠내려가다�닿을까�봐

이�곳�북해도에다�편지�한�장�남긴다

2012.  8.  3.

북해도에서 낭림 산맥을 그리며

낭림

가까이�갈�수�없으면

주변을�맴돈다

미끄럼처럼�타고�내려오면서도

눈은�낭림에서�떨어지지�않았다

떠나오기�전�그�가장�깊은�곳에

내�심장을�묻어두었다

꺼내�들춰멜�배낭은�벌써�얻었지만

어미새처럼�바로�날아들�수�없어

동해�수평선�너머에서�기웃거린다

2012.   8.   4.

북해도에서 일본 열도를 따라 나 있는 항로로

내려오면서

다. 이처럼 간절히 그리워하는 통일은 언제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산행 중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

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은 결국 과거라

는 생각에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었던 옛

시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분단을 넘

어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

보게 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그 살펴본 내

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망국(亡國)의 두 모습

가. 분단을 넘어 하나 되는 나라의 과정에서

는, 필연적으로 쇠약해진 다른 한 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등하게 협약

을 맺어 통일이 될 수 있지도 않느냐 하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역사적

사실을 전제하여 놓고 볼 때는 실행에 옮

겨질 수 없는 가설 정도로 밖에는 보여지

지 않습니다.

나. 망국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떠

오릅니다. 하나는, 분열된 지도층 중 비

집권층이 상대국에 투항하여 내국의 사

정 내지 기밀을 넘김으로써 제대로 끈질

긴 싸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망해가는 형

국입니다.  고구려, 발해, 백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어쨌든 집

권층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비

린내가 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또 하나의 망국의 모습은, 집권층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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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상대국에 가져다 바치는 형태입

니다.  통일신라가 그 전형적인 예이고

(경순왕이 집권층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마의 태자”측이 비집권층 세력이었다),

후백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후백제는 견훤이 아들에 의해 찬탈을 당

한 뒤 왕건에게 귀순했으므로 비집권층

의 귀순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

르지만, 왕위찬탈이 일어난 이후 시간의

흐름이 길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

어도 세력에 있어서는 견훤측을 집권층

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집권층이 왕건

에게 귀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아

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집권층

이 상대국에 나라를 가져다 바치는 형국

이 될 때에는 피비린내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역사상 분단시절과 현시점과의 국제
정세상 차이

가. 삼국시대나 후삼국시대에는 망해가는 나

라가 의지할만한 다른 세력이 국제적으

로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집권층이 저항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피비린내가

나더라도 그 정도는 그나마 지나치게 크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그러나 망해가는 나라가 의지할만한 세력

이 국제적으로 존재할 때는 그 싸움의 양

상은 전혀 달라지며 피를 흘려야 하는 상

황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상

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6.25 동란 때 우리나라가 그랬었고(대한

민국이 망해갈 나라의 상황에 처했었는

데, 국제적으로 미국 등 서방의 힘에 의해

망국의 위기를 넘어 원상태로 회복되는

상태까지 올 수 있었다.  그 대신 싸움은

더 치열해졌었고, 그만큼 피도 많이 흘렸

었다), 베트남전쟁 역시 그랬었습니다.

다. 현 시점에서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우호세력으로서 중국이 뒤에

버티고 있고, 상대(적대)세력으로서 미국

이 코앞 휴전선에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

입니다.  즉 이러한 국제정세속에서의 세

력균형의 원리상 북한이 힘을 잃어 소멸

해가야 할 운명이라 하더라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쉽게 꺼져갈 것이 아님은 분명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국제정세 속 세력균형하에서의 통일
원리의 예측

가. 나라가 소멸해감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내부적 반목이 선행되고 그 반목하는 내

부 세력 간에 다툼이 치열해지다가 결국

힘이 부치는 세력이 국제사회에 손을 내

미는 형태로 확전이 되는 것이 역사상 선

례적 교훈입니다. 

이 경우 통상 반목하는 세력 중 집권층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제세력에 손을 내

밀게 되고, 비집권층은 상대세력(적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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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눈에 드러날만한 비집권층

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생존권적

기반이 점차 무너져가게 되면 자연스럽

게 그러한 세력은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

여집니다.

나. 문제는, 국제정세하에서의 한반도를 내

려다보면, 극렬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관계상, 이러한 국제대립세력간의

상호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북한 내부적으로 자체유지의 힘이 소멸

되어가더라도, 외부에서 억지로 허수아

비를 들고 있듯, 쉽게 북한이 무너져내리

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 결국 북한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통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

여지지는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국제사회에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

립세력 간의 상호 충족까지가 이어져야

만 비로소 통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국제대립세

력간 상호충족의 선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5. 한반도에서의 중국세력과 미국세력
의 상호만족의 접점

가. 현재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병존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각기 자신들의 대체세력

을 한반도에 내세우는 상황이 그들에게

는 가장 적절한 방책일 것입니다마는, 그

대체세력 중 하나인 북한이 녹아 사라질

상황에서는 그들 역시 차선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중국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

국이 대만, 일본, 한국을 내세워 중국 대

륙을 포위해오는 전략입니다.  그 중 대

만과 일본은 바다를 건너 상륙을 해야 하

는 관계로 그나마 어느정도 저지선이 확

보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지라 잠시도 방심

할 수 없는 요지일 수밖에 없고, 특히 압

록강변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를 고려해볼

때, 말 그대로 북한은 중국에게는 급소로

이어지는 핵심전략지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

입니다.  6.25 동란 때 중국군이 들어와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었던 것도 자신들

을 위하여 그만큼 다 이유 있는 싸움을 했

었던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무너져내리고,

또 북한의 비집권층(집권층에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세력에 손을 내미는 상황까

지 되어버린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전체를 자체세력권 내에 두는 것으로 중

국이 고집하다가는 자칫 전체 모두를 잃

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차선책을 찾지 않을 수 없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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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차선책은 적어도 중국입장에서는 ①미

군이 압록강변에 오지 않는 것과 ②중국과

미국세력(남한)사이에는 최소한의 완충지

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국

역시 북한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국제정

세 속 혼란을 막으면 되는 것이기에 구태여

중국을 자극해가면서 북한전체를 세력권

내에 두어 압록강변에까지 이르는 행동을

할려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 결국 북한이 내부적으로 무너져내리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중국세력과 미국세

력의 상호만족의 접점은, 북한을 양 세력

이 또다시 분할점령하는 형태가 되지 않

을까 생각됩니다.

6. 북한 분할시대의 상당기간 지속 및
북한 핵의 변수

가. 얄타회담에서 38선이 남북한의 경계로

정해졌었던 것처럼, 북한 소멸시 중국세

력과 미국세력의 북한 분할선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금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마는, 38선이 한반도 중앙부분을

가로질렀었던 점에 비추어 북한의 중간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되지 않을까 예

상되고, 옛날 얄타회담 때처럼 지도상 위

도를 기준으로 하는 분할이 요즘에도 이

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결

국 지형적 여건 예컨대 청천강이나 기타

일정한 산맥을 기준으로 하는 분할이 행

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문제는 이럴 경우 북한 핵이 여전히 북쪽

에 있는 중국세력권 내에 존재하게 되고

이는 국제사회의 중대 위협 요인인 만큼

미국이 그대로 허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 핵이

존재하는 지역만은, 마치 2차 대전 이후

동독 내에 있는 수도 베를린을 연합군과

소련이 분할 점령했었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이 같이 공동 점령하는 형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다. 이러한 북한 분할 점령시대는 상당기간 지

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러

한 대치 상태는, 한반도 내부 정세와는 상

관없이, 대치하고 있는 국제세력간 힘의

균형 상태에서 오는 것인 만큼 그러한 필

요성이 사라질 때까지 일응 존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

가. 북한이 분할된다면, 지금 현재 북한 집권

측은 북한의 북쪽으로 옮겨갈 것이지만,

이는 국제 정세 속 세력균형을 필요에서

온 것이지,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미 동력

을  잃었고, 특히 북한의 북쪽 지형이 주로

산악지형인 관계로 독자적으로 한 나라로

서 오랫동안 지속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중국의 지

원 속에 국가로서 유지해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83

시 수필 기행문

나. 물론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 분할 점령시

대가 계속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그 기간

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여서 완전한 통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알아야 완전한 통일까지의 시간이 그

만큼 단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 요인은 앞서 살펴 본 중국 입장에서의

안보적 위험 요인을 한반도에서 제거해 주

는 것입니다. 북한이 분할되고 나면 북한

의 도발 위험성은 거의 사라질 것이고, 오

히려 중국과 미국의 대립각 속에서 미군이

대중국과의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주

둔하고 중국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상

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 그 상황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섭섭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

는 그러한 대립각 속의 한 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즉 한국이 미국세력의 일부가 아니

고 미국세력과 중국세력 사이에서의 완충

지역이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

국은 압록강변까지 한국이 점령해도 그것

을 곧 미국세력의 점령으로 보지 않을 것

이고, 자신들의 급소를 노리는 안보적 위

험지역으로 한반도를 보지 않아 압록강 건

너편으로 철수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북한으로부터의 전면전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든 현 시점에서, ①군 지휘부의 미군

으로부터의 독립, ②전투수단의 생산화에

있어 자체적 발전의 획기화, ③전투기 등

무기도입의 다양화 등 시책을 점차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 맺으며

결국 북한의 분할 점령시대까지를 고려한다

면, 낭림을 넘어선 함경산맥의 산행은, 과연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의문이라 아

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6년간의 일제 치하

압제도 조상들은 견디어왔던  만큼, 나도 어금

니를 깨물고 또 깨물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렵니

다.  그리고 마침내 낭림을 넘어 산행이 가능하

게 된 그날, 저가 제일 앞에 나서 법조 선후배님

들을 모시고 낭림을 넘어서며 드디어 그날이 왔

노라고 목메어 외쳐보렵니다. 두 줄기 눈물이 하

염없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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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8. 30 부터 열흘동안, 북해도를 일주

하면서 많은 일본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

를 가졌다. 3. 11 일본 동북지역에 대지진이 일

어난 후, 두 번째의 일본 방문이었다. 싱글 투어

였으므로 가는 곳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부

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대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인

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하는 대화는 내가 먼

저 말을 건넨 경우가 많았다. 그 시작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다. 상대방이 대개 관광객들이

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에 일본사람들은, 스

스럼없이 말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 기

억에 남는 몇몇 만남을 회고하기로 한다.

2. 치토세(千歲)공항을 거쳐, 삿포로(札幌)시

내에 들어가서, 곧장 호텔에 짐을 풀었다. 

2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음날 하루는 시내관

광에 충당하기로 하고, 역전의 버스터미널 관광

투어 안내소에 들렸다.세 갈래 시내 1일 투어 중

에서, 중식과 버터제조체험, 개척촌 입장료 등

이 포함된, 최고가의 삿포로 원 데이 섬머 투어

(Sapporo One Day Summer Tour :가격은

57,00엔)을 택했다. 다음날, 터미널에 가서 둘

러보니,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염가의 투어를 선

택해 갔다.내가 탄 대형 관광버스 일행은 단 5명

에 불과했다.나고야(名古屋)에서 온 나가베(長

武)씨 74세 부부와, 쿠시로(釧路)에서 온 타나카

(田中)씨 72세, 그리고 중년의 남자 한 분 등, 나

까지 합쳐 다섯 명에 불과했다. 늙은이끼리 서

로 통성명하고 나서, 나이를 밝히게 되자, 놀랍

다. 아 아니, 그 친구들,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

이기에, 나 딴엔 내가 최연소이려니 짐작했는

데, 웬걸, 내가 최 연장이라니! 아무튼 그들은 모

두 내가 젊어 보인다고 수군대었다. 

타나카씨는 삿포로의 자위대에 근무하는 사위

집에 다니러왔다가 시내 관광 길에 나섰다는 것

이고, 나가베씨는 부부동반으로 나선 여행길이

북해도 관광이란다. 투어 첫 기착지인 모에레누

마 (燃레沼)공원에서는, 모두들 언덕 밑에서 오

가는데, 나 혼자 정상(이래야 표고 62m) 까지

의 270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 그 다음 코스인

사토(里)랜드에서는 징기스칸 중식을 푸짐하게

먹고 나서, 잠깐 쉴 때였다. 나가베씨가 내 직업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만난 사람들과 생각한 일

황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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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묻길래, 은퇴하여 쉬고 있다고 했더니, 

“혼자서 10일간이나 북해도를 돌아보는 정도

이면, 대단히 성공한 분이네요. 재벌(일본어로 ’

자이바츠‘) 이시지요? 지금 건강도 좋으시니 앞

으로 장수하시겠네요.” 라고 운을 떼자, 모두들

‘그렇지요. 틀림없다’고들 왁자지껄했다. 이건

한턱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만났

다가 헤어질 마당에, 듣기 좋으라고 띄어본 고무

풍선인지--낯간지러운 생각에, 

“건강은 그저 그렇고, 돈은 연금 타 쓰는 수준”

이라고만 얼버무렸다. 그 친구들, 내가 혼자 돌

아다니는 게 엄청 부러웠던 모양이다.

3. 다음날, 삿포로에서 동북쪽의 아바시리(網

走)로 가는 특급열차는 이름만 특급이지, 차체는

보통열차와 같았다. 도중, 아사히가와(旭川)역을

지나면서 단선으로 바뀌었고, 삿포로 출발 후 약

3시간 40분 지나서 도착한 엔가루(猿輕)역에서

는, 좌석방향을 반대로 돌린 다음, 거꾸로 운행하

다가, 다시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다. 그 뒤 2시간

을 더 가서야, 아바시리역에 도착했다. 장장 5시

간 반 동안이나, 2인 석에 혼자 앉아, 한 마디 말

도 없이 지내야만 했다.

오후 3시 10분 정각에 도착하던 길로, 곧장 역

구내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들렸다. 시레토코(知

床)관광 버스편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복스럽

게 생긴 20대의 여직원이 반갑게 맞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씨가 아주 상냥하

다. 명찰을 보니 ‘사쿠마 마나미’(佐久間 麻奈美)

상 이다. “사쿠마상, 반갑습니다. 실은 내일 시

레토코 쪽을 관광하고 싶은데, 관광지도 한 장

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스 편도 알아봐 주시

면 합니다.“

“지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을 알

아봐 드리지요. 실례지만, 숙소는 어딥니까?”  

”아아, 숙소는 여기 토요코.인 인데요.“

“그럼 참 잘 되었네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

이니까요.” 그녀는 시레토코 오호(知床五湖) 관

광버스 시간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시레토코 관광버스의 시발역이 샤리(斜里)터

미널이고, 연계되는 관광버스는 ‘우토로’ 온천

터미널이네요.  관광버스의 출발시간에 맞추어

서 아바시리를 떠나려면, 6:50 분 발 버스를 타

야 하는데, 너무 일찍 지요? 차라리 7: 50분발

버스로 떠나서, 9:39분에 우토로 온천에 도착한

다음, 잠깐 기다리시면, 8:40분에 ‘샤리’를 떠난

버스가 9:50분에 ‘우토로‘에 도착하니까, 그걸 거

기서 타시면 되겠어요.”일일이 시간표에 표시를

하면서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셔도 A코스의 시레토코고개,시레

토코오호(知床五湖)와 시레토코 자연센타를 놓

치지 않아요. A코스를 마친 다음에는, ‘우토로’

에서 오후 2:10분에 출발하는 C코스 관광버스

를 타시면, 나머지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어요.“

사쿠마상의 안내는 더없이  친절하고 자상했다.

4. 다음날 아침 7시에 호텔식사를 마치던 길(고압전류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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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전 버스정류장에 갔다. 7:55분 출발 버스

의 승객은 나 혼자뿐이었다. 70대로 보이는 버

스기사는, 내 행색으로 보아 시레토코 관광객임

을 알아차리고, “일기예보로는, 비가 많이 온다

던데 괜찮을는지 걱정 되네요” 라며 날씨걱정을

했다.  시내 중간 정류장에서 노부부가 승차하

였다. 남편은 운전석 뒤편 자리에 앉았고, 할머

니는 내 오른쪽 건너편자리에 앉았다. 일행인 부

부가 떨어져 앉아? 전날 밤에 다투었나? 아니

야,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떨어져 앉

은 게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이바라기껭에서

왔어요.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에, 호들갑 놀라는 눈치다.

“한국인이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일본말도

잘 하시네요.”

그런데 그 할머니. 술 술술 말문을 열기 시작

했다. 남편과 자기는 70세 동갑내기인데, 이번

에 아이들 덕택에 북해도 관광 길에 나섰다는 것

이다. 저 할아버지가 70세라? 겉보기에는 나보

다 몇 살 더 자신 것 같은데? 혼자 생각하며, 할

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대충 이런 이

야기를 펼쳐놓았다.

“딸만 둘 있는데, 큰딸은 집 가까이 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둘째딸은 친정 부모님

을 모시고 싶다고 해서,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까 둘째 사위가 데릴사위인 셈이다.

일본엔, 사위가 처가 성(姓)으로 바꾸어, 처가

의 가계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다. 큰딸은 딸만

셋 이고, 둘째딸은 아들만 하나다.“

그러니, 지금 이 노부부는 둘째 딸 식구와 함

께 살고 있단다. 손자 녀석의 재롱을 보며 재미

있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작은 배낭에

서 오징어깡 한 봉지를 꺼내어, 집에 가시거든

손자에게 주라며 건네주었다.

할머니는 “아니, 저희는 드릴 것이 없는데 -

이렇게 받아서야 되겠느냐” 며 고마워했다.  

“요새 일본사람들이 부산에 오면, 한국과자를

많이 사 가는데, 인기 있는 과자 중 하나예요. 손

자가 좋아할 겁니다.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 괘

념치 마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다. 약 한 시간

반 뒤, 이바라기에서 온 노부부는, 시레토코 해

안관광을 위해 관광선 선착장에서 하차했다.

내가 A코스 관광을 마치고, C코스 버스를 타

려고, 우토로온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

리고 있을 때, 오후 2시쯤 선상관광을 마치고 온

그 노부부와 다시 만나, 할머니와 반갑게 인사

를 나누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영감이 내게

로 다가오더니만, “아까 적엔, 손자 과자를 주셔

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주름진 얼굴엔 답례를 못하는 미안함

이 스며 있었다.

버스 일행 11명 중, 얼핏 우리말이 들려온 것

같았다. 샤리역에서 둘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말로 대화하는 젊은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한국에서 왔냐고 물었다. 서울서 온 친구들이었

다. 훤칠한 키에 잘 생긴 미스터 권과, Cha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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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필 기행문

Swiss여행사 팀장이라는 미스터 오였다. 그들

은 나의 여행방향과는 정반대로, 하코다테, 오

비히로, 쿠시로, 아바시리 코스를 밟아왔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토요코인에

서 짐을 찾아 아사히가와(旭川)로 떠나는 그들과

헤어졌다. 친구사이에 허물없이, 세계를 돌며 배

낭여행하는 그들의 젊음이 더없이 부러웠다.

5. 다음날 (9. 3 토요일), 쿠시로(釧路)를 거

처, 북해도 동남단(東南端)에 있는 네무로(根室)

로 향했다. 쿠시로역에서 네무로 행 전동차에 일

찍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차안은 금새 홋

카이도 최동단의 ‘노삿푸’ 곶(岬)을 찾는 관광객

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옆자리에 사이타마(琦

玉)껭에서 왔다는 중년의 세구치(關口)씨가 앉

았다. 네무로에 도착하기까지의 두 시간 반 동

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울

에 간 일이 한번 있는데, 워커힐에서 좀 잃었다

고 했다. 그러나, 표정으로 봐서는 제법 많이 잃

은 것 같았다. 부산과 경주 쪽엔 아직 한번도 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음식 중에선, 삼계탕

과 김치찌개가 맛있더라 고도 했다.

그는 창 밖의 원시림과 습지를 내다보면서, 북

해도가 더 이상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상

대로 잘 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 나무

들이 비록 차가운 날씨로 인해 크게 자라지는 못

했지만, 저 산림을 베어낸다고 해서 북해도가 얼

마나 발전하겠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잘 보전

해서, 동경사람들이 와서 바라만 보아도 탄성이

나오도록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

다. 나 역시 동감이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이야

기는 재미있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있어, 역사

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겠지만, 세 나라는 형

제지간이 아니겠느냐. 중국이 맏형이고, 한국은

중형이며, 일본이 막내둥이니, 일본이 좀 막내

짓을 하더라도 형들이 이해해 주어야 되지 않겠

느냐“ 는, 애교어린 이야기도 했다. 일본인에게

가장 아픈 아키레스 건을 건드려보았다.

“2차 세계대전의 최고전범은, 당시 일본천황

히로히토인데, 동경전범재판에서 그 수하들만

처형시키고, 천황을 살려 둔 건 잘못된 일이다.

패전과 동시에 천황제를 없애버렸어야 했다” 는

이야길 해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세구치씨는 잠

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황처벌이나 천황제 폐지에 대한 언급

은 하지 않고, “ 그때 미국이 전략상의 이유로 천

황제를 유지시키기로 했는데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닐까” 라고 만 했다. 더 이상 따

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 문제는 더 파

고들지 않았다. 한 가지 더 늘 마음에 두었던 이

야기를 해주었다.

“일본인들은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길 꺼리 던데, 왜 그러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한국이나 서양 같은 곳에

서는 친해지면 집에 초대하여 음식대접을 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던데, 일본인은 좀 다

른 것 같더라“ 고 말했더니, 세구치씨는 서슴없

이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은 자기주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

하고 있어요. 외국인에게 보이기가 창피해서 초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일

이 있었다.

1971년 4월,  3개월 동안 일본에 연수 갔을 때

의 일이다. 하루는, 동경시내의 한 선술집에서

일본 법무성의, 나이든 사무관과 술자리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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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 있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그는 나

에게 솔직하게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사택이

좁은데다, 중학생 아들 공부방이 부부 침실 바

로 옆인데, 사이 문이 종이 미닫이 라, 밤샘 공

부하는 아들 녀석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부부

생활을 하려니까, 어찌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죽을 지경” 이라는 이야기였다. 후일 주일대사

관 파견 영사의 아파트에 놀러갔다가, 그 좁은

집안 구조를 보고, 그 사무관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났다. 세구치씨는 “일본이 경

제대국이라고 큰 소리쳐왔지만, 머지않아, 놀라

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에 뒤쳐지게 될 것이

라” 고 걱정했다.  나는 노벨상 수상부문에서도

일본은 대단한 성적을 올려왔고, 기초과학분야

가 튼튼한 만큼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주

었다. 세구치씨와는 네무로 역구내에서 손을 흔

들며 헤어졌다.

네무로 역전의 수산시장(소규모였음) 앞 길가

에서, 예쁜 여중생 둘이 앉아, 아이스크림을 맛

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지나가는 길

에, 양해를 구하고 한 컷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

은 ‘겨울연가’를 잘 안다며, 한국에 놀러가고 싶

다고 했다. 어린 여학생들이 겨울연가를 잘 알

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놀러

오라고 일렀다.

6. 쿠시로에서 일박하고 나서 다음 날 오비히

로(帶廣)로 떠났다. 기차는, 딸랑 전동차 한 칸

에, 승객도 10여명에 불과했다. 앞 출입문 위쪽

에, 삿포로 변호사 사무소의 선전광고판이 커다

랗게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 아니, 이런

시골 전동차 칸에 저렇게 큰 선전판을 걸어놓기

까지 하다니 ! ? 삿포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시

골길 전동차에 걸린 광고판이야말로, 더 큰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카메라

두 대를 맨 소년이 내 자리의 오른 쪽, 복도 건

너편 자리에 앉았다. 아직 어려 보이는 소년이

제 키만 한 카메라 장비를 옆자리에 놓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 모습이 별나 보여 말을 걸었다.  “왠

카메라를 두 대나 가지고 다니냐?  그것도 전문

가가 갖고 다니는 대형카메라가 아니냐?”  

“아-, 저는 카메라맨 이예요.”  엇, 요놈 봐라.

대답이 당돌하다.

“카메라맨? 그럼 전문사진가란 말이냐?”  

“예, 저는 철도지역 활성화추진단체의 임원인

데, 철도연변이나 여러 종류의 기차를 촬영하고

다닙니다.” 엇, 이것 봐라. 갈수록 튀는구나.

“너 몇 살이냐? 그리고 학교는 다니고 있는 거냐 ?”

“예, 샤리 중학 2학년이고요, 나이는 1997년 생

으로 14세입니다.” (14세면 우리나이론 15세다.)

야아, 이놈 참 똘똘하네. 이 친구, 시골 역에 정

차할 때마다, 카메라를 둘러메고 내려가선, 주

변의 경치를 찍어댄다. 단선인지라, 역구내에서

교행하는 기차를 기다릴 때면, 반대편에서 달려

오는 기차를 찍어댄다. 

전동차 운전사도 잘 아는 사이인지 여로 모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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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편리를

봐주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이 카메라들

이 비쌀 텐데 어

떻게 구했나?”

“대형카메라

는 약 10만엔 정

도 하는데요, 동

경외갓집에 갈

때마다 받은 용

돈을 모아서 저

가 샀고요, 이 다리 달린 비데오 카메라는 아빠

걸 빌려 쓰고 다닙니다.”

“외가 집이 동경이라? 부모님이 공부 안 한다

고 야단치실 텐데?”

“아니 예요. 부모님은 외동인 저를 힘껏 도와

주고 계세요.”

더 물어볼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소년이

내 자리로 건너와서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이걸

보세 요” 라고 말한다. 그 명함엔 “MOT레일 구

락부. 사무국원 치바 요오코(千葉洋子: 영어로

Tiba Yoko라 병기), 그 아래에 운영위원 치바 에

이스케(千葉英介: Tiba Eisuke)” 라 적혀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가 찍혀있다.

“치바요오코가 누군데?” 

“제 엄마예요. 저는 엄마와 함께 샤리군(斜里

郡)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샤리군 철도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사

진전에 출품하여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습

니다. 어머니는 동경출신인데요. 농장주인 아빠

가 총각 때 장가를 못 가서 동경지역에다 구인광

고를 냈어요. 도회지 여자가 북해도 벽지에 오

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 사진만

보고 자원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빠농장에서는

주로 감자, 양파, 옥수수, 당근, 약간의 벼를 생

산하고 있는데, 날씨 때문에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만 농사를 짓게 되니까,  휴업 철에는,

아빠는 늘 술에 절어있어요“. 허헛 (일본말로 ’요

이부례‘ 라는 표현을 썼다)  요놈이 별 이야길 다

하네. “부모님은 저를 믿고, 저가 사진작가로 활

동하는 걸 지원해주십니다.” 

“외동아들이라니 외롭지 않아?”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많고

요. 주위에서 저를 아껴주시니까 전혀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자기 명함 아래다, 네 직함과 이

름을 인쇄해서 함께 쓰신 다니 대단한 분이네” 

“예, 엄마는 참 - 그래요”

“장성하고 나면, 너도 북해도를 떠나겠지?”

라고 물었다.

“저는 북해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시골을

떠나서, 동경이나 동북지방의 큰 도시로 나가길 원

하지만, 저는 학업을 마친 뒤 집안일을 계승하여

부모님과 함께

북해도를 지킬

겁니다.”

이야기를 듣

고 보니, 어른스

럽고 대단한 소

년이다. 그렇

다. 이 아이는

훌륭한 어머니

를 만났다. 일본

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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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범사례를 본 것 같았다. 치바군에게, 명함

에 찍힌 영자 Tiba를 Chiba로 고쳐 쓰는 게 좋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유가 생

기거들랑, 꼭 부산에 놀러오라고 일러주었다. 내

연락처는 이-메일로 알려줄 생각이었다. 샤리

로 돌아가는 치바군과는, 오비히로 역구내에서

헤어졌다. (후일, 치바군은 내가 보낸 영자메일

-물론, 쉬운 영어로 썼다--에 대하여 한자를

섞은 반듯한 일어로 근황을 알리는 회신메일을

보내왔다)

7. 다음 날 하코다테(函館)로 가는 기차의 지

정석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열차 편 모두가 만

석이라는데, 아침 9:07분 발 열차에 단 1석이 비

어있다는 것이었다. 그걸로 가기로 했다. 도중

의 환승역인 미나미치토세(南千歲)역까지는 2시

간이 걸린다. 옆자리에, 히라가타 토시오(平方

壽雄)라고 이름을 밝힌 동경도(東京都)의 구청

직원이 앉았다. 나이가 59세로, 후 내년(2013

년)에 정년퇴직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였다. 평

생을 독신으로 살아왔다면서, 사귀는 여자친구

는 있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다는, 좀 특이한 분

이었다. 

“혼자 살면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지금이라

도 짝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더

니, “함께 살고 싶은 여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

지 않으냐. 그냥 친구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만

족한다’는 이야기였다. 건강체이고, 인물도 좋

아, 주위에서 많이들, 배필감을 소개했을 터인

데, 싱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이 아닐까?

퇴직 후에도 구청에 다닐 수는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였다.  그 때가서 결정할 문

제라며 담담해했다.

“한국에는 가본 일이 없으나, 한국여성이 일본여

성보다 예쁘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고도 했다. 

-- 아 아니, 싱글 예찬론자(?)가 한국 여성의

예쁜 걸 알아서 뭘해 ? --  그밖에도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삿포로에 들렸다가 그 날로

동경에 돌아간다는 히라가타씨와는 미나미치토

세 역에서 헤어졌다.

8. 하코다테의 토요코.인 호텔은 아사이치(朝

市. 아침 시장거리) 바로 이웃에 있다. 이틀 밤

묵으면서, 새벽이면 아침 시장에나가 보았다.

새벽 4시 반이면 가게를 여는 상인들이 부산하

게 오간다. 산책 삼아 역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실례

지만, 역은 어느 쪽인가요?” 아마 나를 그 곳 토

박이로 알았던 모양이다. 

그냥 친절하게 “저 앞쪽에, 검게 보이는 큰 건

물이 있지요? 그곳이 역입니다.” 라고 가르쳐주

고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그 노인은 “치바

(千葉)에서 왔습니다. 집사람과 둘이서, 일반 레

일패스로 보통열차의 자유석을 타고 여행 중인

데, 집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에 역 위치를 알아

두려고 나왔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역구내까

지 그를 데리고 간 뒤 작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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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이치로 돌아오자, 관광객들이 상가를 기

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 가게주인이 삶

은 대게를 솥에서 꺼내어 몇몇 관광객들에게 게

다리 시식을 시키고 있기에 나도 한몫 끼였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가게 주인은, 값을

묻는 나에게 “이 킹크랩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건

데, 크기에 따라 1만 엔에서 1만 오천 엔을 받는

다” 고 했다. 내가 “한국 값보다 약간 비싼 것 같

다” 고 하자, “한국에서 오셨구나. 가끔 한국 관

광객들이 술 안주하려고 사 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미리 삶아놓은 게를 사지 않는 게 좋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 놈을 골라서 삶아 달

래야 된다 ” 는 것이었다. 한 물 간 게를 삶아놓

고 파는데, 그런 게는 신선도가 떨어져 당연히

맛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 친구. 내가, 킹 크랩을 들고 있는 그의 사진

을 찍었더니, 나더러 킹크랩을 들고 있으라고 시

키더니, 내 사진을 한 장 찍어주었다. 나중에 건

네주는 명함을 보니, 마루야마 상점의 ‘사쿠라바

타츠히코’(櫻庭辰彦)씨였다. 잘 생긴 얼굴에, 말

솜씨가 유창하고 털털하여 호감이 갔다.

부산서 왔다니까, 요담 부산에 가거들랑 꼭 좋

은 여자 하나 소개해 달라며, 너털웃음을 웃는다.

그와의 만남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

9. 그 날 아침, 우산을 받쳐들고, 걸어서 유명

관광지인 외국인 묘지에 들렸다. 단체관광객들이

들이닥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나 이외

에는, 묘지를 찾은 관광객이 한 사람도 없었다. 러

시아인 묘지와 이웃한 영국인묘지, 중국인묘지

를 돌아보고 있는데, 비를 맞으며 길 청소를 하

던 80대(?) 노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쪽

영국인묘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쪽을 보고 사

진을 찍으면 잘 나와요.” 시키는 대로 묘지 안으

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아침 일찍부터 배낭 메고 혼자 다니는 내가,

좀 별나 보였던 모양이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기

에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이 노인이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북한을 매도하는 내

용이었다. 대충, “백성들은 굶어죽게 내버려두

고, 정치를 한다는 자들, 김정일 일당이 온갖 사

치와 호강을 다 누리고 있으니, 북한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러다 언제 통일이 되겠느냐.

한국이 통일되어 전체가 잘 살게 되어야 아세아

평화가 이루어진다” 는 등등. 말씀 도중이지만,

갈 길이 바빠 실례하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골이 상접한 그 노인의 빗물에 젖은 모습이,

한 동안 망막에서 잘 지워지질 않았다. 

10.  9. 8 오후 2:05분 출발 인천행 KAL기를

타려고, 일찌감치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정오

쯤, 출국수속을 마치고, 라운지에 올라갔더니,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손님은 나 하나뿐이었

다. 혼자서 맥주와 안주를 갖다놓고, 신문을 읽

고 있는데, 20대의 여 직원이 다가왔다. 말동무

없이 노인 혼자 앉아있는 게 보기 안 되었던가?

말을 걸어왔다. “어느 비행기를 타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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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5분발 KAL기입니다.” 라고 하자, 옆에

허리를 꾸부리고 앉아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옆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직원은 라운지

의자에 앉지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그 자세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21세의 야마모토 아리사(山本有紗)양이

었다. 애인이 신치토세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이라고 했다. 결혼하기

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 남녀간의

교제와 부부가 된 다음 함께 사는 동안에 조심하

고 지켜야 될 일들을 소상하게 일러 주었다. 일

본을 떠나면서, 여행길의 마지막장이 인생 상담

일로 바뀐 셈이다. 야마모토양은 내 이야기를 차

분히 듣고 있었다. 지금도 그녀의 반짝거리던,

청순한 눈동자가 생각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한국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그녀에

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무

튼, 한 시간 가까이 내 곁을 지켜준 그녀의 친절

이 고마웠다. 홋카이도를 다시 찾을 기회가 온

다면, 신 치토세 공항에서 꼭 그녀를 찾아보고

안부를 물어볼 생각이다. 

11. 내가 북해도에 가 있는 동안, 삿포로변호

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모여서 북해도에 피난 나

온 동북지역 대지진 피재자들을 지원하는  변호

단 (辯護團) 설립을 발표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원발 (福島原子力 發電所)사고에 따르는 동경전

력회사(東京電力會社) 상대의 손해배상청구 절

차가 복잡하여, 법률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동안, 변호단의 활동에 대한

설명회와 상담회도 열렸고, 변호사회의 무료전

화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피난민에 대한 지원활

동을 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원

전 사고가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

에 일에 대비하여, 일본 변호사회의 원전사고 대

비 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라도 미리

수집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12. 덧붙여, 해방 후 대일 청구권문제와 관련

한 일로, 강제징용자의 미지급임금 지급이나 성

노예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대하여 한.

일 간에 “근본적인 입장차이”를 보여 왔다. 한마

디로,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배상

문제는 일괄 처리되었다는 것이고, 한국 측은 정

부간의 합의와 개인간의 손해배상청구문제는

법리상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

에 대하여서는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

다 22549 판결을 참조해보면 한국 측 입장의 법

리적 근거를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일본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

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 좀 다른 각도에서, 비

슷한 피해사례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을 한번 살

펴보기로 한다. 일본국내에도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한국인 전범(戰犯) 문제란게

남아있었다.  

2011. 9. 5 자 북해도 신문에 “한국인 전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아오키 타카나오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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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 隆直) 란 논술 위원이 쓴 글이다. 그 기사내

용에 의하면, 동경도내 (東京都內) 이케가미 혼

몬지 (池上本門寺) 절 경내에, 2차 세계대전 전

후(戰後)에 싱가폴의 챵기 형무소에서 형사(刑

死)한 BC 급 전범(戰犯)의 위령비가 서있다는

것이다. 이 비석에는 형사한 전범 한사람, 한사

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안에는 일본이

설치한 연합군포로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징용되

었다가 형사한,  23명의 한국인 이름이 섞여있

다는 것이다. 일본인 전범이나 그 유족에게는,

은급(恩給)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왔으나, 같

은 경우에 처한 구 식민지(한국과 대만)출신자

와 그 유족은 원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다. 그 이유는, 1952년의 San Francisco 평화조

약발효로 구 식민지출신 전범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했다” 는 것이다.

전시에 급하니까, 국가총동원법이니 국민징

용령이니 하여 식민지 백성을 징발하여 실컷 부

려먹고 나서는, 미국 땅에서 정치적으로 맺어진

조약을 핑계 삼아 ‘너희들은 이제 일본인이 아니

니 전쟁 중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을 줄

수 없다’ 고 내팽개친 일본 정부의 처사를 어떻

게 조리(條理)에 맞는 일이라 하겠는가 ? 그래

서, 당시 야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들고일어나

서, ‘한국이나 대만 등 구 일본 식민지출신의 전

범과 유족에 대한 특별 급여금 300만 엔을 지불

하라는 법안’ 을, 중의원에 제출하였으나, 의회

해산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정권교체 등 일본정

국이 혼란해지자 법안은 폐기되어버렸고, 이제

는 정국 혼미로 말미암아 재 제출의 가망조차 없

어진데다가, 동 일본 대진재(大震災)의 영향으

로 더욱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그 기사는 말

하고 있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1947년 호주의 군사재판에

서 포로 학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

에 중노동 20년으로 감형되어 챵기 형무소에서

동경 수가모(巢鴨)형무소로 이감된 후, 1956년

에 가석방된 이학래 (李鶴來 : 86세)씨는 “ 비록

1952년의 SF조약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복역 중에 석방요구서를 냈더니 ‘범행당

시는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런

데도 일본인이었던 때의 일은 모르겠다고 해놓

고, 출소 후에는 일본인이 아니니 원호(援護)도

못하겠고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이따위 부조리

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 ” 고 언성을 높였다

는 것이다.

1991년에 이학래씨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

죄(謝罪)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으

나, 1999년에 패소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이학래

씨의 희생과 피해를 인정한 다음, 일본정부에 대

하여 구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

다는 것이다. 일본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도 이

판결취지를 받아들인 것이라 하나, 이는 어디까

지나 정치적 제스추어에 그친 것이 아니었을까.  

이 기사는 반세기를 넘기는 이와 같은 부조리

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먼저의 대전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일본은 확실히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있었지만, 우리나

라 국민의 강제 징용피해자나 성 노예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과연 일본은 과거

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역사관을 지니

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의 일본정부 행태로 보아

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2012. 7. 30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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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고 편한 곳을 찾아서 

어쩌다가 해외여행 마니아라고 소문만 났지,

실은 지구상에서 내가 둘러본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 횟수로는 40회에 가까운데도, 노

상 말 통하고 치안 좋은 곳, 산수 아름답고 기후

온화한 곳, 국토가 너무 넓지 않고 인구밀도가

너무 희소하지 않은 곳, 거기다가 근·현대 문화

가 발달되어 있는 곳, 말하자면 자유여행자가

안심하고 편히 걸어다닐 수 있는 선진국만 골라

다녔다. 그러다 보니 주로 유럽(그 중에서도 중·

서부 유럽)과 일본에 편중되고, 여타 지역은 그

저 좋아하는 미술.문학작가의 행적을 찾거나 유

명 미술관 가는 길에, 아니면 소문난 리조트를

찾는 길에 한,두 번씩 들려본 것뿐이다. 

어려서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열렸던 교내 미

술전람회에 크레용으로 그린 나팔꽃이 특선되

고서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별났던 것같다.

여기에 여가만 생기면 밖으로 싸도는 버릇이 더

해져, 소년 시절 꿈이라는 것이 기껏, 화집에서

만 보았던 명화들을 실컷 찾아보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스런 고장을 찾아 거칠 것

없이 돌아다니고 싶다는 것이 그 전부였다.

젊어서는 이를 위한 준비로, 틈나는 대로 말

을 익히고(고교 시절은 독일어에 심취하고, 대

학시절은 단기복무 혜택도 없는 미1군단 소속

KATUSA로 병역을 마쳤다.), 여비를 저축하면

서, 가보고 싶은 나라들의 지리, 특히 역사를 탐

독하는 것으로 여행을 대신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학생용 작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처음으로 하내다공항에를

내리는데 전혀 낯설거나 불안한 느낌이 없어,

이웃나라가 돼서 그러려니 했더니, 그 후 유럽

초행길로 취리히공항에를 내려 숙소예약도 없

이 시내를 들어가는데도, 마치 전생에 살았던

고향을 오랜 방랑 끝에 다시 찾아든 것 같은 따

뜻하면서도 짜릿한 감동을 받았다.

가깝고도 편한 나라

그 후 주로 먼 나라 여행을 하면서도, 1년에

토와다(十和田)의 유혹

박경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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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씩은 1주 남짓 짧은 일본여행을 계속해 왔

다. 이렇게 해서 50대에 규슈(九州) 최남단 이

부스키(指宿)에서 북상하기 시작한 여행이, 이

제는 토오호꾸(東北)지방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여행방식

도 체력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어 , 규슈지방은

주로 도보여행이었다가,  츄우고꾸(中國)지방

에서 긴끼(近畿)지방까지는 도보와 버스여행이

되고, 그 이북은  열차여행에 도보와 버스를 곁

들이는 형식이 되었다. 여행시기도 60대 중반

까지는 시간에 쫓겨, 법원이 쉬는 때에 같이 쉬

기 위해  휴가철이나 추석 전후, 구정 전후를 이

용했으나 이후로는 행복스럽게도 그런 제약에

서 해방되어, 주로 북반구 온대지방 여행에 알

맞은 봄·가을을 이용한다. 가을여행은 되도록

단풍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단풍감상

을 겸한다.

지난 10월 달에는 사정이 있어 혼슈 북부 단

풍 절정기인 그 달 중순을 놓치고 27일에야 혼

자서 삿뽀로공항에 내려 아오모리(靑森)로 내려

가는데, 하꼬다떼(函館) 못 미쳐 철로 연변 단

풍이 고와 보여, 서둘러 짐을 챙겨  내렸더니 오

오누마(大沼)공원역이다. 역 부근 뺀숑에서 1박

하고(성수기에는 예약 없이 안된다.) 호수로 나

갔더니, 여기는 호수 가운데로 북위40°선이 지

나가는 홋가이도 남부가 되어, 절정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실망한 채 호수 주위를 맴돌다가

돌아와, 전날 샀던 차표로 하꼬다떼로 내려가

유명한 정원 코오세쓰엔(香雪園)을 둘러보았으

나 역시 계절도 계절이거니와 정원도 소문만큼

은 아니다. 다시 배낭을 찾아 메고 해저터널을

지나 아오모리에 도착하니 벌써 밤이다. 다행히

요즘 일본 대도시에는 역 부근에 실용적인 비즈

니스호텔이 많아, 경유지에서 예약 없이 일박하

기에는 안성마춤이다.

드디어 내일은 토오꾜에서 올라오는 막내를

만나 온천향 핫꼬다(八甲田)에서 1박하고, 야끼

야마(燒山)에서부터 오이라세(奧入瀨)계류를

거쳐 목적지인 산상호수 토와다(十和田)호로 올

라가는 날이다. 내 도보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가까워, 여정을 마치기 전에 그 동안 좋아했던

하이킹 코스 중, 우선 한 곳을 물려준다는 생각

으로 일부러 아들놈을 불러 올렸다. 

야끼야마에는 1주 전에 예약을 시도했는데도

성수기에다가 주말이여서인지 일대 호텔이 모

조리 만실이여서, 부득이 야끼야마와는 꽤나 떨

어진 핫꼬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핫꼬다호텔로

예약해 왔다. 5성급 목조호텔로, 온천에다가 분

위기는 좋왔으나 숙박료가 어제 아오모리 역전

호텔에 비해서 3배가 넘는다. 행장을 풀고나니

해가 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다. 전에

사진첩에서 보았던 죠오가쿠라(城ケ倉)계곡 단

풍을 볼까하고 거리도 가늠해 보지 않은 채  막

내를 재촉해 무작정 호탤을 나선다. 4㎞쯤 걸었

을까. 눈에 익은 경관이 나타난다. 다만, 위도

상으로 하꼬다떼에서 제법 내려온 것 같은데도

여기 또한 실기한 건 마찬가지다. 그래도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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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달리듯 높은 죠오가쿠라대교와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계곡 주변의 시들어 가는 단풍

이, 비록 제 철은 지났을망정  여기가 단풍 명소

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다음 날 야끼야마에서 출발한 오이라세 35리

(정확히는 14,3㎞)는 폭 10m 정도의 계류가, 냇

가운데 섬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과 그 바위 틈

에 아슬아슬하게 솟아 있는 단풍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유유히 흐르다가, 때로는 사나운 급류가

되어 천방지축 뒤틀리는가 하면, 계류 양쪽은

수 10m 높은 암벽에서 열 개도 넘는 폭포가 알

맞는 간격으로 쏟아져 내린다. 잎이 거의 진 너

도밤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은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래도 계곡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쌓인 협곡

이다 보니, 계류 가운데 서있는 단풍나무 중에

는 끝물이나마 아직 고운 잎을 달고 때 늦은 나

그네를 기다리는 놈도 있다. 한 시간 남짓 걸어

유일한 휴게소가 있고, 승용차 한계점이기도 한

이시게도(石ケ戶)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고, 다

시 네 시간 가까이 걸어서 도착한 곳이 내노구

찌(子の口), 호수가 넘쳐서 오이라세의 수원을

이루는 곳으로, 호수 유람선의 중간 선착지이기

도하다. 다리도 아프지만 우선 배가 고파 노점

에서 물엿 바른 떡꼬지 한 개 씩을 사 먹고, 그

길로 대기 중인 유람선에 오른다. 호수가 여러

겹 산 속에 깊이 숨어 있다 보니, 세상에 알려진

것이 겨우 명치(明治) 시대로,  호반에는 이 호

수를 발견하고 찬미하다가 끝내는 여기서 가까

운 쓰다온천(蔦溫泉) 가에 묻힌 유명한 문인 오

오마치케이게쓰의 시비가 서있다. 

“住まば日の本”(사는 데는 일본이요)                          

“遊ばば十和田“(노는 데는 토와다라.) 

“步きや奧入瀨三里半”(걷는 데는 오이라세 3

리 반이로세.)

둥글게 생긴 호수에는 두 개의 가늘고 긴 반

도가 호수 가운데로 불거져 나와, 호수 전체가

포유류의 자궁과도 같은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

고, 그 각 반도 끝은 현무암이 갑(岬)을 이루고

있는데, 호수 주변에서도 특히 이 갑을 덥고 있

는 단풍은 전에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 같은 풍

경이다. 기억을 더듬으니, 우리 연배가 젊어서

동네 이발소에를 가면 가끔 그 벽에, 서투른 솜

씨로 꿈같은 풍경을 그려놓은 액자들이 걸려 있

었는데, 그때 본 그 간판쟁이 그림이 바로 이 호

수 주변을 사생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유람선 종착점에는 주로 숙박업소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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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야스미야(休屋)’라는 자그  마한 마을이 있

고, 그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실개천을 경계로

아오모리현과    아끼다(秋田)현이 접하고 있다.

토와다의 유혹

현계에 자리잡은 호텔에서 1박하고 하루에 몇

회밖에 운행 안하는  버스시간을 보니 두 시간

이상 여유가 있다. 그 동안 호숫가 단풍을 좀 둘

러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호반을 따라 북쪽

으로 걸었더니, 비치가 있는 야스미야를 지나고

부터는 호반이 온통 절벽이 되어 길이 없다.  

주위를 살피는데 다행히 전에도 우리 부자같

은 호사가가 더러 있었던지, 친절하게도 20m

쯤 간격으로 나뭇가지에다가 하얀 플라스틱 끈

을 묶어 든 것이 눈에 띤다. 한참을 따라갔더니

그 것도 중간에서 끊기고 만다. 이쯤 되면 누가

보아도 오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는 것이 순리

다. 그런데도 이 노인의 편집벽이 중도포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까지

가서 일단 호수 전체를 내리 조망해 보지 않고

는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다. 표지가 없어지자

우선 높은 곳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막내의 만류

마저 뿌리치고 덮어놓고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간

것이 화근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길은 고사하

고 방향마저 분간할수 없는 깊은 숲 속으로 빠

지고 말았다. 전에 가와바따야스나리(川端康成

ㅡ1968년 노벨문학상을 받고 1972년 자살)선생

의 발자취를 따라 이즈(伊豆)반도 아마기(天城)

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어쩌다가 숲 속을 들어간

것이 인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험한 수풀

을 보고 놀랜 적이 있는데, 일본에는 아직도 이

런 전인미답의 숲이 더러 있는 것같다.  

거의 두 시간을 올라왔는데도 그저 거기가 거

기일뿐 방향도 거리도 가늠할 수가 없다. 그제

서야 실수했다 싶어 돌아섰으나, 뒤에 생각하니

이 때 돌아선 것이 더 큰 실수였다. 우선 호수 가

까이 내려와 대충 왔던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

각하고 잡목 숲을 헤쳐 가는데, 계곡이 앞을 막

는다. 올 때는 이런 계곡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계곡 사이 약간 평탄한 곳에는 아름드리 고목

들이 쓰러져 그대로 이끼를 뒤집어쓴 체 썩어가

는가 하면, 그 옆으로는 시커먼 현무암 덩어리

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바위 밑에는 굴이 하나

씩 패여 있다. 아마도 산짐승들이 사는 굴일 것

이다. 그래도 부자는 이 계곡만 건너면 마을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위로해 가면서 겨우 계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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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넜더니, 그 앞에 다시 계곡이 나타난다. 막내

는 계곡을 넘기 전에 호수로 내려가 만약을 위

해 필요하겠다면서 모자로 호수물을 떠마신다.

나는 이때까지도 설마하고, 그리 깨끗해 보이지

도 않은 호수 물은 사양하고 다시 능선을 향해

서 발을 뗀다. 이번에야 말로 눈에 익은 지형이

나타나겠지 하는 기대 속에, 관목 가지를 붙들

고 무거운 다리를 근근히 옮겨 능선에 올랐더

니, 거기에는 더 깊은 계곡이 나타나고 계곡 너

머에는 더 높은 능선이 가로막고 있다. 우환 중

에도 생각하니 이 산은 화산 폭발로 생긴 산이

되어, 폭발 당시 뿜어 나온 용암이 여러 갈래로

흘러 내려, 그 갈래마다 무수한 계곡을 만들어

놓고 나같이 겁 없는 노인의 버릇을 고치려 드

는 것이다. 

이제는 나도 목이 말라 더는 버티지 못하겠

다. 도리 없이 호수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작은

만을 이루고 있는 곳까지 내려간다. 막내처럼

모자를 벗어 물을 뜨려했으나 내 모자는 여름

모자가 되어 물이 떠지지를 않는다. 배낭 속을

뒤직여 비닐봉지를 꺼내 거기에 물을 담으려 했

더니 이번에는 물 표면이 온통 떠밀려 온 낙엽

으로 뒤덥혀, 아무리 휘젓고 봉지를 내려 보아

도 봉지 속은 물보다 낙엽이 많다. 도리 없이 낙

엽 채로 들어 올려, 위에 뜬 낙엽만 걷어내고 물

반 부스러기 반인 채로 들어마셨더니, 그래도

갈증은 가신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었다. 4시간 이상을 헤맨 셈이다. 

막네는 휴가가 오늘까지여서, 오늘 중으로 토

오꾜로 내려가야 하고, 나는 오늘 이와떼(岩手)

현 히라이스미(平泉)로 내려가 유서 깊은 츄우

손지(中尊寺-단풍 명소이기도하다.)를 들려볼

예정이였는데 벌써 다 틀렸다. 시장끼가 들면서

어제 이시게도에서 사먹고 남은 사과 쪼가리와

빵 부스러기를 버릴 데가 없어 배낭 속에 넣어

둔 생각이 난다.  이것을 꺼내 나누어 먹었으나

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제는 막내를 척후로 내세워 막내가 먼저 반

대 능선을 올라가 주변을 살핀 다음에 나는 그

중 오르기 쉬운 쪽을 골라 오르기로 한다.  이렇

게 뒤따라가던 내가 나무 뿌리를 붙잡고 겨우

겨우 오른 것이, 어쩌다가 능선 주변이 모두 절

벽으로 된 곳을 올라, 더 이상 올라갈 수도, 다

시 내려갈 수도 없는 곳에 다다랐다. 

이제 한 발 한 발, 발을 떼는 데도 입이 벌어

진다. 우선 짐이라도 줄여야겠다 싶어 배낭을

벗어 그 속에 들어 있는 면직 빨래 감과 몇 권의

책을 꺼내 풀숲에 버린다. 책 중에는 지도책뿐

아니고 어제 아오모리 역전에서 사서 밤에 몇

페이지 읽다가 덮어 둔 시오노나나미(로마인 이

야기의 저자)의 최신간 <일본에 영웅은 없는가

>도 들어 있는데 도리가 없다.

한결 가벼워진 배낭을 둘러메고 막내를 불렀

더니 옆 능선에서 절벽 아래로 건너온다.  배낭

을 벗어서 던져주고 나서 주위를 보았더니, 다

행이도 소나무 한 그루가 절벽 밑에서 곧게 뻗

어 내 발 밑까지 올라와 있다. 겨우 손을 뻗어

가지를 잡고 줄기에 달라붙어 근근히 땅으로 내

려오고 나니 와중에도 계면쩍다 싶어, “아부지

가 어려서 모험을 좋아했단다."(사실이 그랬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동네 뒤에 거수로 자란

팽나무 타기와 그 인근에서 낙안강이라 부르는

제법 넓은 냇물에서 개헤엄 치는데는 동네 또레

들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다.) 해 놓고 웃었던 것

까지는 좋았으나, 이러는 사이 사지에 힘이 풀

리면서 더 이상 산을 탈 것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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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네 시를 가리키고, 해는 벌써 서산에

기울었다. 

일본의 표준시간은 한국과 같아도, 적어도 칸

또(關東) 이북은 한반도 보다 훨씬 동쪽이 되어

일출 일몰이 30분 이상 빠른 것 같다. 해지기

전에 길을 찾기는 틀렸다. 어이 없게도 우리 부

자는 메스콤에서나 가끔 듣고 보는, 바로 그 조

난을 당한 것이다. 마침 그 때 호수를 보니, 배

가 한 척 지나간다. 아마도 마지막 돌아가는 유

람선일 것이다. 막내가 일어서서 “다스케떼(도

와주세요.)”하고 소리를 치자, 소리는 들리는지

갑판 가에서 우리 쪽 단풍을 구경하고 있던 승

객들이 손을 들어 흔들뿐, 배는 지나가고 만다.

우리가 장난으로 소리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막내가 아까부터 외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산이 깊어서인지 끝내 스마트폰이 통하지 않는

다. 이런 낭패가 없다. 평소 겁이 없다고 알려

진 내가 이렇게 불안할 때, 80을 바라보는 아버

지가 딸려 있는 막내는 오죽하랴 싶어, 나는 애

써 표정을 감춘다. 그래도 혹시 몰라 5일 전 한

국에서 충전해 온 내 셀폰을 꺼내 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미 전지가 소진된 줄 알

았던 것이 용케도 켜진다.                                            

이제 됐다. 우선 전날 묵었던 호탤 계산서를

찾아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카운터를 불러  조

난신고를 부탁하고 나자, 살았다는 안도감에서

인지  피로가 온 몸으로 퍼져가는 느낌이다. 해

는 이미 지고 사방이 어두워진다. 우리 있는 위

치를 제대로 못 대고 막연히 야스미야에서 비교

적 가까은 산일 것이라고만 했던 것이 좀 불안

하다.

최악의 경우를 위한 대비는 해야겠다. 

대비래야 나는 배낭 속 잠바를 꺼내 입고, 막

내에게는 내 여분의 내의를 껴입게 하고, 내 양

말을 꺼내 각자 손에 장갑으로 끼는 정도일뿐,

원래 산행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서 더는 준비

된 것이 없다. 나는 우선 파김치가 된몸을 추슬

러야겠다는 생각에, 낙엽을 끌어모은 다음 그

위에 배낭을 베고 누웠다. 낙엽이 워낙 두텁게

깔려 아직 찬 기운이 올라오는 줄은 모르겠다.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다. 

조급해진 막내가 구급대로 직접 전화를 했더

니,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한다. 밤중에 수 10km

산길을 돌아오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

다. 제일 불안한 것이 내 셀폰 전지다. 앞으로

한 두 시간은 더 지탱해 주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다시 한 시간 쯤 기다려 구급대에서

전화가 왔다. “당신들 있는 데서 호수가 보이느

냐”고 해서, “보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

있는 데서 달이 보이느냐“고 하여, 새삼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니, 반갑게도 컴컴한 나뭇가지 사

이에 금빛 찬란한 초승달이 걸쳐 있다. “달이 보

인다”고 하자, “호수를 보고 앉았을 때 달이 몇

시 방향으로 보이느냐.”고 하여, “세 시 방향으

로 보인다”고 했더니, 알았으니 안심하고 기다

리라고 한다. 아마도 마을에 도착한 모양이다.

이런 때 일본말에 능통한 막내가 없이, 더듬

거리 일본어밖에 안되는 나 혼자 일을 당했다

면, 정말이지 난감할 뻔했다. 다시 한 시간 쯤

지났을 때 호수 가운데서 불빛이 비쳐온다. 다

행히 스마트폰으로 통화는 안 되어도 손전등 역

할은 가능하다. 맞불을 비췄더니, 모타보트 소

리가 나면서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 어

떻게 올라왔는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

으로 와서, 프라스틱 장판 비슷하게 보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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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펴놓고 날더러 거기에 누우라고 하여 누웠

더니, 다시 말아서 절벽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나는 장비에 말려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보트

에 타고 보니, 출동한 모타보트는 두 척이고, 사

람은 7~8명 쯤 되어 보인다. 보트에 있던 대원

한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먹다 남은 비스켙 몇

개를 꺼내준다. 나는 시장한 김에 순식간에 먹

고 나서, “혹시, 더 없느냐”고 했더니, 더는 없

다고 한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모르기는 해도, 이 대원은 저녁도 굶은 채 산을

오르면서, 경황 중에 호주머니에  건과자 한·두

봉지를 넣고 와,  먹던 중에 나를 만났을 것이

다. 비록 두 끼를 굶어 배가 좀 고프다 한들, 남

이, 그것도 배고픈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얻어

먹고 나서, “더 없느냐”고 보챈다는 것이 말이

나 되는가.

모타보트는 거의 30분 정도를 달려서야 어제

묵었던 호텔 앞에 도착한다.그러고 보니, 조난

지가 야스미야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했던 우리

신고는 완전 부실신고가 되었다. 이제야 생각난

다. 출발지로 되돌아오려거든 산을 내려오지 말

고 같은 높이로 산을 돌아, 일단 동네 위치를 확

인한 다음에 내려와야 했다. 덮어 놓고 호수 보

이는 쪽으로만 내려오다 보니 점점 깊어지는 계

곡을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보트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엠블란스가

다가와 우선 병원으로 가자고 한다. 비록 몸은

지치고 시장하기는 해도 어디 부상당한 곳은 없

는데, 부끄럽게 병원에야 가겠는가. 다만 그대

로 털고 돌아서려니 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오늘 아침 인출했던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막내

를 주면서, 대원들 저녁식사나 하게 주라고 했

더니, 받지 않는다면서 그대로 가져온다. 내 생

각이 짧았던 것 같다. 호텔로 들어오는데 경찰

관 2명이 따라 들어와 우리 신원을 확인한 다

음, 조난 경위와 구조과정에 잘못된 점은 없었

는지 묻고 나서, 신문에 보도가 나갈테니 그리

알라고 귀띰하고 간다.

그 동안 일본을 여행하면서 사소한 실수로 일

본사람들 신세를 진 적이 종종 있었고, 그 중에

는 따뜻한 인정에 감동되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연도 더러  있다. 오늘 또 한 번 큰 신세

를 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만은 아무리 생

각해도 내 잘못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 아

름다운 토와다의 유혹이 가세했다고 한다면, 적

어도 절반의 변명은 될 것 같다.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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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 렌트하기

일본에서 렌트하기? 글쎄, 쉽지 않겠는데

...... 이 것이 그 동안의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의  답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

이라면 어쨌든 차량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인데 일본 현지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조차도 렌트는 쉽지 않

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 살면서 일

본을 잠깐 여행하기 위해 자동차를 렌트하기란

더 더욱 쉽지 않으리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

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렌트를 계속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데 꿈을 이루기에는 해결

해야할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일

본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상당히 비싸다고 들

리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

엇보다도 운전에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일본은 우핸들에 통행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

제보다도 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일본에서 렌트를 하여 여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대중 교통요금이 턱없이 비싸다는 게 한 몫을 하

는 것 같습니다. 보통 렌트를 할 경우 세사람 이

상이 렌트하면 대중 교통요금보다 이득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 두 사람이라도 렌트를 히는

게 득이 될 정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니 일

본의 자동차회사들이 시간 단위의 렌트서비스

를 시행하여 시장을 보거나 물건 구입등을 위해

잠깐 차를 빌리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현재의 추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 이

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른 쪽 핸들이라는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문

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운전이란 제 몸에

익숙해 져야 하는 것이고 왼 쪽 핸들도 이미 익

숙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 것은 운전이란 종합 메

커니즘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이란 프로그램에서 오른 쪽 핸들만을 수정하면

되고 기존의 습득된 나머지 역량에는 변경이 없

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주

의를 기울이면 되고 이는 다시 단 기간에 익숙해

일본(하꼬네)에서
렌터카 여행하기

이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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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불편함에 그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렌터카로 여행을 할 때 얻게 되는 자유

로움이 주는 매력을 놓고 보면 이러한 문제와 불

편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느낌마저 듭

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차량의 통행 방향

이 다른 나라 중에는 호주와 영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

는 생각이 점차 욕망으로 자라나서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처럼 여겨졌고 그 중 가까운 나

라 일본에서 이를 실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

나리따공항까지 가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습

니다. 인천공항이 아닌 부산 김해공항에서 탑승

하는 것을 고르니 목요일 날 출발해 2박3일간

하꼬네 온천 여행을 하고 토요일 날 돌아오는 일

정을 선택했습니다. 목요일임에도 공항은 사람

들로 북적였고 2시간쯤 여유를 두고 출발했음에

도 면세점을 기웃거리다보니 탑승에 그다지 넉

넉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짧은 비행시간임에도 불

구하고 외국여행이라서 그런지 맛있는 기내식

을 받으니 진짜 여행가는 느낌도 나고 잠시나마

호사를 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내식을 먹

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따 공항에 도착했습니

다. 동경 근처의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도 있었지만 항공요금과 렌트 등 스케줄을 맞추

다보니 나리따 공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일본 렌트카 예약하기

한국에서도 일본 렌트카 예약하기는 쉬운데

일본에 도착해서 차를 차 빌리기보다는 미리 예

약을 해서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여행사를 통해 예약 대행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예약으로 많게는 20%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

고 차를 오래 빌릴 수록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전화보단 가능한한 인터넷 예

약을 추천합니다.  

일본은 여러 렌트카 업체가 있지만 자동차

각 사가 렌트 자회사를 직영하는 곳이 많아 각

자동차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이 가

능합니다. 예약 진행을 할 수 있는 렌트카 홈

페이지들을 보면 도요타 렌트카는 http://

rent. toyota. co.jp/top.asp 이고, 닛산 렌

트카는  http://nissan-rentacar.com/ 이고

, 마쯔다 렌트카는   http://www.mazda-

rentacar.co.jp/ 으로 여기에서는 각 회사의

자사 모델 차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

라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는 관계없이 렌트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은 특정 제조업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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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만을 렌트해 준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외

에 니혼 렌트카 http://www.nipponrentacar.

co.jp/index.html,  오릭스 렌트카  http://

car.orix.co.jp/ 등은 여러 회사의 다양한 차량

이 있지만 인터넷 예약시 모델 선택은 안됩니

다.  또한, 렌트 대행이 가능한 한국어로 된 사

이트  J트레블 http://jtravel.co.kr/ 을 이용

하면 모든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지만 예약 수

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렌트할 때

유 용 한  정 보 는  역 시  J트 레 블  http://

www.jtravel.co.kr/ 의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일본의 교통표지와 신호체계까지

아주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렌트 업체가 있지만 요금은

대개 비슷하므로, 이용하기 편리한 업체로 고

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중에

매장 수나, 위치, 그리고 다양한 차종이 지원

된다는 점에서 토요타 렌터카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렌터카에 차량 네비게이션

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로 스피킹하는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업체는 현재 니산 뿐이

고 공항에서 바로 픽업을 할 수 있어서 니산

렌터카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렌트하기에 앞서 사전준비

로 당연한 얘기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면허증이 있다면, 가까운 운전

면허시험장 등에 방문하여 30분 안에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과 여권

용 사진1매, 수수료 7,000원이면 30분 안으로

처리가 되며, 1년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러나 신분증을 대신하진 않으므로, 운전 시 항

상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는 방법은 간단한

데 날짜와 영업소 선택, 승용/왜곤차와 상용차

(트럭등) 선택, 차종, 흡연/금연차, ETC설치 유

무와 카네비게이션, 어린이시트, 장비선택(체

인,캐리어,타이어등) 등의 기타 옵션 선택을 하

고 고객정보 입력과 요금코스 선택을 하면 예약

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예약시에 제일 염두에 둘 것은 빌릴 차

량의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전에 아무

리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우핸들에 통

행방향이 다르고 특히 운전 초기에 지방 국도등

의 교차로에서 가끔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하므로 운전이 힘들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큰 차보다는 되도록이면 경차나 소형차

위주로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차는 차량 클래스로 보면 p1~p2급의 콤

팩트 사이즈로 P1은 대략 1,000cc급이고 P2는

그보다 약간 큰 1,200cc-1,300cc 정도 됩니다.

도요타의 비츠, 파쏘, 혼다의 피트, 니싼의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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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차종이 다양한데 차는 그 중 혼다의 피트

는 일본 국민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P3급은

우리나라의 준중형에 가깝고, 아반테 크기 정도

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급에선 토요타의 프리우

스 1.5L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라 기

름 값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P4급은 우리

나라의 중형 승용차, 소나타 정도로 보면 되고,

역시 프리우스 1.8이 제일 잘 나갑니다. P6~7

은 프리미엄 차로 우리나라의 에쿠스과 같은 대

형승용차가 여기에 속하는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렌터카의 요금 체계는 6시간을 기준으로, 12

시간까지는 요금이 같으며,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요금이 계산되고 여기에 하루 보험료가 더

해집니다. 반납 또한 서비스에 따라 대여지점이

아니라 도착하는 곳 부근의 지정 회수장소에 반

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같은 점포에서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엔 편도 요금이 가산됩니다. 보

통 일본에서 렌트하는 차량은 가격대가 저렴한

P2 등급이 많은데 성수기에는 P2 등급이 모자

라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클래스를 타게 되

므로 조금 일찍 예약해야 합니다. 

닛산 렌트카에서 우리나라 마티즈와 비슷한

마치라고 하는 자동차를 빌리기로 하였는데 요

금체계를 보니 6시간이나 12시간 동일하게

5,200엔 정도이고(기름값은 물론 별도) 24시간

의 경우는 6,800엔 정도이고 24시간 이상의 경

우(예를 들어서 25시간, 30시간) 1시간마다

1,000엔정도가 추가되고 그냥 48시간을 빌리는

경우는 6,800엔(하루 빌리는 기본료)에 5,700

엔(이틀째부터 빌리는 기본료)을 더하게 됩니

다. 따라서 대략 2박3일 동안의 렌탈 비용은 1만

3천엔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결국 렌트

시간과 차종에 따라 렌트에 대한 비용은 다르겠

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1.5배 정도의 비

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렌트비 자체에 보험료가 포

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으나 여행자 보험에

들어두면 물건을 도난당했을때에도 보상을 받

을 수가 있습니다. 대인/대물에 따른 무제한적

인 보상이 되고 차량은 5만엔정도까지 보상이

되며, 탑승자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청할 만한 것이 바로 ETC 시

스템인데 우리나라 하이패스와 같은 역할을 하

는 장치로 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패스 기능의 카드입니다.

3. 일본에서 실제 운전하기

일본은 철도망에 있어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철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

여서 차없이 여행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도 않습

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살인적인

교통비는 언제나 여행자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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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택시 구분할 것 없이 기본요금부터 우리

의 두 배가 넘고 주행요금 역시 비슷한 수준이며

신칸센은 한 술 더 떠서 두시간 반 거리의 도쿄

-오사카 요금이 13,000엔이 넘을 정도이고 보

니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렌트카 여행의 매

력을 가끔씩 생각해보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운전석과 운행방향이 정반대인 일

본에서 운전하기란 무엇보다 부담이 되는 일입

니다. 하지만 어디를 여행하던지 간에 저렴하고

제대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를 철저히 하

는 것이듯이 렌터카로 일본 여행을 하여도 준비

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구글 맵(Google Map) 사이

트에서 지도를 다운받아 예상경로도 알아보고

3-4개월전부터 미리미리 스스로 예약하고, 스

케쥴을 짜고, 정보 수집을 해 놓고 가는 것이 좋

습니다. 실제로 구글 맵을 이용해 시간과 거리

계산을 해가며 짰던 전체적인 일정이 현지에서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여행과 거의 맞아떨어져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리따 공항의 국제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예약한 렌트카 찾기에 나섰

습니다. 국제선 공항 건물 1층에 렌트카 회사들

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렌트카 사무소에

찾아가서 예약번호만 주면 일사천리로 차량을

딱 인도 받을 줄 알았는데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제

시하고 랜트 차량 요금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한

다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함께 갔습니

다. 공항 주차장에 도착하니 길이 4미터 정도의

차량이 눈에 들어왔는데 와(わ)로 시작하는 차

량 넘버가  렌트카임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직

접 차를 보여주면서 하는 설명을 듣고 차량의 흠

집 상태를 체크한 다음 비로소 차량을 인도 받았

습니다. 

드디어 렌트한 차량 닛산의 마치에 탑승했습

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비하면 아

주 조그마하게 느껴지는데 운전석이 반대쪽이

라는 것이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 보니 느낌이 꽤 부드러웠고 실내는 넓

은 편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 만했고 트렁크에

짐을 실을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비

가 좋은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더 기름을 절감하

려는 것인지 차량이 정지하였을 때마다 시동이

꺼졌다가 출발하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

주 독특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운전석이 다른 차량인데다 주행방

향이 다르므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항밖으로 나가기

전에 공항주차장에서 몇바퀴를 돌면서 차량에

익숙해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후 네비게이

션을 설정하고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기존에 설

정된 목적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네비게이션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비게이션 작동방

법은 충분히 알아온 바이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려고 렌트영업소까지 다시 가기에는 거

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주위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친절하기는

했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했습니다. 마침 다른 업체의 렌트카를 안내하는

직원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주차브레

이크를 당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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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미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네비게이션은 차량을 멈춰서

기어를 파킹에 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올려야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일본 렌트카의 네비게이션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법도 쉬운데 목적지 검색하고

이거저거 한 번만 눌러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직

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네

비게이션처럼 길 안내 맵이 잘 되어있진 않습니

다. 일본어가 서툴러 예약시 영어로 된  네비게

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니산렌트카를 선택한

것이지만 길 안내 맵은 일본어로 된 그대로이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결국 영어로

된 네비게이션이라고 해봤자 오로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만 영어로 하고, 내

부의 모든 표시는 그냥 일어입니다. 그나마 일

본어는 한자로 대부분 표기가 병행되어 있어 다

행이라서 간단한 조작법만 익히면 더 이상 어려

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법이란 특별

한 것이 아니고  네이게이션 창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검색하려면 한자로 "목적지"라고 된

것을 터치합니다. 목적지를 터치하게 되면 "명

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어

를 아는 사람들은 히라가나를 하나하나 터치하

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

은 목적지 설정은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편

리합니다. 여행목적지의 전화번호와 일본어표

기는 미리 확인을 해놓아야 합니다. 처음 사용

해본 일본 네비게이션이지만 한자를 아는 이상

목적지 히라가나는 정확하게 몰라도 될 정도로

단순해서 사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은 일본어 전

용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한자 해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네비게이션을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사

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마저

도 걱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출발전에 일본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 작동방법을 미리 익

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http://www.jtravel.co.kr/review/info_vi

ew.html?idx=8&page=2&catediv=251&so

rt=&table_nm=J_Board_review 이라고 인

터넷 주소를 넣으면 사이트에서 네비게이션 작

동방법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지리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교통법규는

간단하게라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을 나와 첫 번째 행선지 도쿄로 향했습니

다. 일본의 여름 날씨는 덥다고 하던데 차를 타

고 나가 실감해보니 정말 더웠습니다. 국도를 이

용하여 가는데 일본의 도로는 깨끗하지만 비교

적 좁고 속도제한이 많았습니다. 도로 주변의 집

들을 보니 집도 조그마하고 예쁜데 주차된 차량

도 거의 모두 경차였습니다. 우리가 렌트한 마

치보다도 더 작은 차량들인데 도로를 다니는 차

들을 보아도 우리보다 큰 차는 보기가 쉽지 않았

습니다. 

공항 주차장을 세 바퀴나 돌고 함으로써 오른

쪽 운전석에 조금이나마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

는데 중앙선이 있는 곳은 괜찮았지만, 좁은 골

목에서 마주 오는 차와 맞딱뜨리면 자꾸 오른쪽

으로 피하려는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시간 정도 지나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점점 적응이 되어 가는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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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를 타기까지는 참 험난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방향인 우핸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까지 아무리 긴장하며 운전하는데도

그냥 하던 습관대로 운전이 되기도 합니다. 실

제로 좌회전과 우회전의 개념이 반대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한적한 시골의 교차로에

서 우회전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던 방향

으로 들어가 결국 역주행의 길로 접어들 뻔한 적

도 있습니다. 이 때는 운전석 옆에 탄 사람이 반

드시 주의를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방향이 반대라 왼쪽 도로를 운전하는

데도 우리나라에서의 습관 때문인지 자꾸 왼쪽

으로 붙어서 운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나 보도블록과 충돌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였

다가 다시 출발할 때에도 대로는 상관없지만 중

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인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사실상 역주행을 하고 있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보고서는 비로소 ‘아차 반대지’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한

동안 사소한 실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좌석

이나 운전 방향도 반대지만 방향지시등과 와이

퍼도 반대인데 실제로 이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방향지시등을 넣는다고

한 것이 잘못되어 마른 하늘에 뜬금 없이 와이퍼

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중간 중간 보게 되고 처음

에는 놀라다가 나중에는 미련한 짓에 신경질마

저 나게 됩니다.

그 외에 렌트여행을 준비하면서 참고할 만한

일본 운전의 어려움과 주의할 점은 이렇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왼쪽에 매립식으로 설치되어 있

는데 습관상 오른쪽을 확인하기 때문에 초반에

는 좌측 사이드미러랑 네비를 확인하는게 어색

하므로 초반에는 같이 가는 사람이 옆에서 좀 도

와주는게 좋습니다. 우회전(우리나라로 치면 좌

회전)은 도시에는 따로 신호가 있지만 도심이 아

니면 차선에 특별히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신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좌회전

(우리나라에서는 우회전)은 우리나라처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직진신호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신호에도 우회전

가능한데 반해 일본은 적신호에 좌회전하면 안

되고 신호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일본의 도로에서 속도제한은 우리나라보다 훨

씬 심하고 단속 카메라는 우리나라보다 적으나

은근히 있는 편이고 위반시 벌금도 많이 나온다

고 합니다. 일본의 국도는 시속 50킬로, 고속도

로 80킬로가 최고속도라 답답할지 모릅니다. 일

부러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의 힘을 최대한 억제

하면서 타야하기에 오른발이 피곤할 정도입니

다. 일본 사람들은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을 착실

하게 지키는 편이나 일본 사람들도 속도는 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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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편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20키로 정도 초과는 보통인 것같습니다.

도쿄외곽에 가까워지자 국도가 심하게 정체되

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체되다가는 우리가

묵을 이츠반도의 숙소에 가기 전에 해가 거의 질

것 같아 고속도로를 타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

로 IC를 찾아 들어가니 고속도로의 통행권은 우

리나라 고속도로의 통행권과 거의 똑같이 생겼

는데 통행권을 뽑아 들고 도착 IC 에서 요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동경부근을 지나면서 차가 엄청 막히더니 도

쿄와 나고야를 잇는 토메이고속도로(東名高速

道路)에 들어서고 조금 지나자 고속도로가 시원

스레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동경 부근은

다르지만 시골은 우리나라와 별 다를 게 없이 산

이 많아서 고속도로 주변에는 어딜 가나 산이 보

입니다. 특히 토메이고속도로는 후지산의 남쪽

에 동서로 뻗어있는데 그러다 보니 토메이고속

도로에서는 후지산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고속

도로에 들어선 이후 분명히 설치되어 있을 것으

로 생각한 과속 단속카메라는 실제 한 번도 보지

는 못했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일본인들 차량이

제법 과속을 하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다소 속

도를 내기도 했지만 한번도 단속에 걸리지는 않

았습니다.

일본 렌터카 운전에서 유의할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주 살인적이라는 것입니다. 30분도

안되는 거리를 3만원이 넘는 통행료를 지불하기

도 하고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대전 정도 가려면

5만원은 내야된다는 것이데 쉽게 말해 우리나라

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고속

도로 통행료 때문에 일본의 고속도로가 잘 뚫리

고 고속도로에 차가 적은 이유인지도 모르겠지

만 2박3일 일정 내내 국도만을 고집하며 운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될 때 약간 긴장이 되는 것

은 사실이었습니다.

도착지 근처에서 고속 도로를 나왔다가 애매

하게 도로를 표시하는 네비게이션을 따라서 무

인 IC를 잘못 진입하는 바람에 고속도로를 다시

들어가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 구간

을 더 가서 후지 IC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왕지사 늦었다고 생각해

도중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는 자동차

여행의 재미 중 하나인데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휴게소의 간식은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은 가보고 싶었던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

소였던 터라 때 마침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상점들은 우리나라와 별

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본 특유의 과도한 서비스



부산지방변호사회•109

시 수필 기행문

정신으로 무장한 점원이 아주 친절히 맞이해 줍

니다. 일본의 휴게소도 간단하고 깔끔하게 허기

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는 역시 우동인 듯

했습니다. 튀김이 들어간 쇼바를 주문했는데 그

런대로 맛이 있었고 우리 휴게소 감자보다 약간

더 느끼한 맛의 튀김감자도 먹을 만하였습니다.

숙소를 찾다가 잘못해서 고속 도로를 다시 들어

왔지만 가족들과 차로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들

리는 여행도 아주 오랜만이라서 휴게소에 온 것

도 잘 된 일이라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고 이

렇게 하여 일본여행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4. 일본 전통의 온천 휴양시설 료칸

이틀을 묶을 온천마을에 들어설 무렵 이미 어

둑어둑했으나 아담한 정원을 가진 숙소는  입구

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기억

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숙소는 2층에 있었고, 화

장실 욕탕 및 식당은 1층에 자리잡고 있었습니

다. 도착하자마자 친절한 아주머니가 아침 시간

을 알려주고 난 후 정원을 비롯해 욕탕과 풍욕장

이 갖춰진 숙소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온천마을에 가게되면 보통 일본식 료칸

(旅館, 일본어:りょかん)에 묵게됩니다. 료칸의

한자어는 "旅館”인데 우리 한자 발음으로 풀이

하면 여관 즉, 여행자가 묵는 시설이 됩니다. 이

로 인해 가끔 우리나라 여관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

하는 수준의 숙박시설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일

본에서 료칸은 일본 정원이 어우러져 있는 일본

식 다다미방을 갖추고 목욕을 좋아하는 일본 문

화에 맞춰 노천탕이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숙박

시설입니다. 료칸은 에도 막부시대 중앙정부의

통제를 위하여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방영

주(다이묘)들을 에도(현재의 토쿄)에 불러들이

게 된데서 유래합니다. 인적이동에 따라 상업이

번창하게 되고 다이묘들이 에도까지 이르던 길

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던 숙박시설이 현재

까지 변화해온 것입니다. 우아한 옛 귀족의 기

분을 느끼면서 일본에 체재하고 싶다면 이런 일

본풍의 숙소에 하룻밤 정도 머물러 보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으로

등급을 판단하지만 호텔과 료칸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호텔은 대부분의 객실이 양

식 침대로 이루어진 객실이며 료칸은 모든 객실

이 「다타미(量) 」라고 하는 짚으로 짜여져 있습

니다. 짚으로 만들어진 다다미 객실은 특성상 더

운 여름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차가운 공기가 바

깥공기를 막아주어 보온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

히 적당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피로할 때 눕거

나 앉거나 할 수 있어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되고,

좌탁을 놓으면 응접실이 되는 등 조건에 맞추어

대응 가능한 것이 그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료칸의 객실은 전통적인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데 다타미 위에는 작고 낮은 탁자만이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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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고 창에는 가느다란 나무 틀에 종이를 한

장 발라 채광이 가능하도록 한 문「쇼지(障子)」가

있고  방이나 복도에는 먹으로 그려진 회화나 족

자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료칸의 또 하나의 특징을 들자면 온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료칸은 온천지역에 소재

하는데 고급온천 리조트의 대부분은 「온센(溫

泉)」이라고 불리는 온천 근처에 있는 료칸을 지

칭합니다. 료칸에는 넓은 규모의 실내탕인 공중

목욕탕이 여탕과 남탕이 구분되어 있고, 일본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옥외 온천인 노천탕을 준비해 두

고 있는데 료칸에서 일본인들은 뜨거운 온천물

을 이용해 피로를 풀고 상처를 치유했던 특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료칸이 호텔과 다른 점은 단순히 잠만

자는 숙박시설이 아니라는 점인데 편안히 쉬는

휴양시설이라는 점에서 단순 숙박시설과 근본

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료칸은 가족끼

리 주말에 온천을 하면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오

는 장소인 것이므로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고급

팬션이나 리조트에 오히려 가까운 개념입니다. 

료칸의 일본식 공중목욕탕에 들어 갈 때는, 욕

조에 들어가기 전에 몸 전체를 씻은 후, 몸에 비

누 거품이 남아 있지 않게 깨끗이 물로 씻어야합

니다. 일본의 욕조는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

는 것이 목적이고, 몸 전체를 씻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본인은 여

러 번에 걸쳐 몸을 씻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

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긴 시간동안 온천탕의

즐거움과 온천수의 효능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래서 온천탕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

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친한 친구,

가족, 또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타인과도 대화

를 즐기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료칸 생활을 체험하는데 있

어서 서양식 호텔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룰을 지

켜야 합니다. 먼저 일본은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신을 신고 지내는 습관이 없으므로 현관에서 신

을 벗고 준비된 실내화로 갈아 신는데 이 슬리퍼

는 복도나 마루에서는 신은 채로 걸어다녀도 되

지만 다다미방에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가는 것

이 예의입니다. 또한 료칸에서는  면으로 된 재

질의「유카타(浴衣)」라고 불리는 실내복이 제공

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파란색 과 하얀색의 무늬

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카타를 입고 료칸을 돌

아다닐 수 있고, 파자마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유카타를 입고 료칸의 밖을 산책하는 것도 괜찮

습니다. 그리고 료칸 손님은 「후톤(布團)」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스타일인 이부자리를 다다미 바

닥에 펴서 잠을 자곤 하는데 손님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료칸의 경우 료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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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자기 전에 이불을 준비해 주고 낮에는 장롱

안에 넣어 둡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료칸의 하룻밤 숙박에

는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료칸이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

문에 두끼의 식사요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

로 호텔과는 달리 투숙 인원수로 숙박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는 숙소선택사항으로

변화하여 식사 없이 숙박만도 가능한데 특히 대

도시에 위치한 료칸은 주위에 식당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료칸의 식사를 포함하면 1인당 기

준의 일박 이용료는 12,000엔에서 20,000엔 정

도이지만 실로 다양해서 일반객실은 우리 돈

15~20만원, 별채객실은 30~40만원정도인 반

면, 고급스러울 경우 100만원을 호가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리 말한 시간대에 맞춰서 테이

블을 미리 세팅해둔 식당으로 가니 객실번호를

올려둔 예약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료칸의

식사는 방으로 갖다주는 게 보통이지만 아침은

식당에서 먹었고, 하꼬네를 다녀오고서 먹은 저

녁식사는 일본의 전통 료칸에서는 나오는 일명 '

카이세키' 라고 부르는 요리였습니다. 카이세키

요리는 제철에 맞는 재료를 바탕으로 정성스레

준비되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연달

아서 코스별로 나왔습니다. 

료칸에서 석식으로 제공되는 가이세키요리는

총 12가지의 계절요리를 바탕으로 보통 한달에

한번 주기로 바뀝니다. 최고로 신선하게 제공하

기 위해 한가지 음식을 다 비우면 다음 음식이

차례로 나오는데 따뜻한 음식은 따듯하게 차가

운 음식은 차갑게 식사의 페이스에 따라 제공이

됩니다. 가이세키요리는 보통 식전주를 한 입 적

시고 시작해서 젠사이(메인요리를 먹기전에 가

볍게 먹는 요리), 완모리 (메인디쉬를 먹기전의

스프), 쓰쿠리(사시미등 생선회), 구치도리(각종

소재로 조금씩 내놓는 음식), 야키모노(생선이

나 고기등을 구워서 내놓은 음식), 스노모노 (식

초를 사용한 요리), 메이부쓰 (료칸의 토산물을

쓴 창작요리), 이이무시(생선에 찹쌀을 올려서

찐 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본인들은 료칸이라는 작은 건물 안에 자신

들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특별한 풍습까지 모

두 담고 있는데 화려하지 않으면서 소박하고 단

정한 삶 그 자체를 문화로 만들어 가는 곳입니

다. 일본인들의 극진한 정성이 느껴지는 료칸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을

지닌 일본 고유의 전통 숙박시설입니다. 생활양

식의 변화에 따라 그 구조들이 상당한 변화를 겪

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고유의 풍토를 고려해 지

어진 전통 양식의 료칸은 아직도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휴양시설입니다. 료칸에서의

숙박은 전통적인 일본의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일본인처럼 휴양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

습니다. 

5. 하꼬네 드라이브

하꼬네로 향하는 아침은 어제보다 운전에 자

신이 생겨서인지 시작부터 즐거웠습니다. 네비

게이션이 메립형이 아니라서 숙소에 가지고가서

미리 준비를 해놓기는 어려웠지만 목적지의 한

자어 정도는 준비해 놓았고 이제 네비게이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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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에도 익숙해져서 하꼬네로 가는 길 찾기는

정말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랜트카 네비게

이션에 하꼬네(箱根), 하꼬네유모또(箱根湯元),

오와꾸다니(大涌谷) 등을 입력하고 네비게이션

이 알려 주는 길을 따라 렌터카가 아니면 만끽 할

수 없는 풍경을 즐기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하꼬

네로 가는 시골마을에는 편의점이 많았고 그 중

한 곳에 들러 음료수와 간단한 군것질 거리를 샀

는데 편의점에 있는 자동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아주 편리했습니다.

렌트카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경에

서 하꼬네로 가기 위해서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평일 어른 4,100엔, 주말 4,700엔 하는 '하꼬네

프리패스'를 이용하면  로맨스카(Odakyu Ro-

mance car)를 타고, 하꼬네유모또로 이동하여

등산열차, 해적선, 로프웨이 등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신주쿠역, 유모토

역까지 가야하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교통비를

고려해 볼 때 렌터카를 이용한 것이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이라고 느끼게 해주기 충분했습니다.

하꼬네로 가는 1번 국도는 일본의 막부 시절

에 에도로 가는 길이라고 하여 아주 엄중하게 관

리하던 곳입니다. 하꼬네에 이르는 꼬불꼬불한

산길은 하꼬네 턴파이크(Hakone Turnpike

Driveway)로 불리는데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면서 한 바퀴 드라이브하는 재미는

하꼬네의 또 다른 맛이라고들 합니다. 

산길을 넘으면서 하꼬네마찌(箱根町)라는 이

정표를 보기는 했지만 워낙이 초행길이라 어디

서부터 하꼬네 영역인지 잘 모르겠더니 아시호

수(芦ノ湖)가 보이면서 도착했다는 느낌이 왔습

니다. 근처에 차를 세운 후 17세기 초 에도막부

시대에 심어졌다고 하는 '삼나무 숲'을 찾았습니

다. 10여 분 걸어서 들어갔는데 더운 여름날에

도 기온이 낮아 시원했고 공기도 아주 깨끗했습

니다. 삼나무 숲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어서 그

런지 마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모또하꼬네(元箱根)에서 아시호 주변을 산책하

고 싶었지만 일단은 그냥 지나쳤고 첫번째로 방

문하고 싶은 곳은 오와꾸다니(大涌谷)였습니다.

오와꾸다니를 향해 하염없이 산을 오르는데 산중

턱에 이르자 나무 사이로 넓은 아시호를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가파른 산을 한 참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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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마침내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오와

꾸다니가 있는 산아래 마련된 주차장에는 이미

많은 차가 있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었고 요금

은 500엔으로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와꾸다니는 일본 가나가와현 하코네에 있는

화산의 분화구입니다. 3,000년 전 산 내부에 갇

혀있던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만들어낸 화구의

일부인데 살아 움직이는 화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산 중턱에 이르면

서 무언지 모를 메스꺼운 냄새가 진동을 하였는

데 주차장에 와서보니 곳곳에서 수증기가 솟아

오르는 분화구에서 나는 유황냄새가 바로 그 냄

새였습니다. 

오와꾸다니는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데 안내판이 설치되어 오와꾸다니를 처음 찾는

사람도 어려움 없이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뽀얗게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와 진한 유

황냄새로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

여 주변 사람들이 「지고쿠(地獄)」라고 부르며 두

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끓어오르는 진흙,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희뿌연 수증기와 코 끝을

찌르는 유황 냄새는 자연과학적으로 화산 활동

의 징표일 뿐이지만 사람들에겐 이 곳이 지옥임

을 실감하기에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오와꾸다니 주차장 앞에 보이는 건물이 휴게

소인데 그 옆을 지나 자연 연구로를 따라 산을

오르니 곳곳에 희뿌연 유황 물이 부글부글 끓으

며 연신 독한 가스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유황

연기가 솟는 곳에 가까워지면 바람에 실려오는

독특한 냄새에 숨이 막힐 정도인데 실제로 곳곳

에 '유독 가스가 발생하니 오래 머물면 아니 된

다'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오와쿠다니 주변은 대부분 강한 산성 토양이

되어 식물이 살기 어렵다보니 기괴한 모양으로

변하면서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

다. 산등성이 곳곳에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있는데 움직이는 사람도

견디기 힘든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뿌리

를 내리면 평생을 살아야하는 식물이면 오죽 힘

들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의 끝에 서면 매점(玉子茶屋)과, 멀리

주차장 및 매점(極樂茶屋), 그리고 그 뒤로 멀리

오-와꾸다니로 올라오는 로프웨이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오와쿠다니 계곡 아래로 분출

되는 가스가 보이고 분화구에서 올라오는 열기

로 인해 물이 끓어오르는 곳이 많은데  그 곳이

바로 온천의 진원지입니다. 

산책로 바로 옆 부글부글 끓는 희뿌연 유황온

천에서 끓는 온천수로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파는 삶은 달걀의 이름은 구로다마고(黑

タマコ)인데 꽤나 명물입니다. 그냥 삶은 달걀

이지만, 그 삶는 방식이 특별한데 바로 눈 앞에



서 유황 연기 풀풀 날리며 펄펄 끓는 온천수에다

삶습니다. 달걀 내의 성분과 유황온천수의 성분

이 무슨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껍질이 새카맣게

변한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찜질방에 많이

파는 맥반석 달걀과 비슷한 거 같지만, 맥반석

달걀이 겉과 속이 함께 갈색인 데 비해 구로다마

고는 껍질은 검은 색인 반면 속살은 흰색을 유지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로다마고를 하나 먹으

면 7년이 젊어진다는 속설이 있다보니 이곳에

오면 구로다마고를 먹는 것이 누구나 거쳐야 하

는 통과의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로다마고

사먹고 아이스크림까지 사먹었는데 검은 색 아

이스크림 때문에 입주변이 온통 새까맣게 변해

모두 웃고 말았습니다.

오와쿠다니 계곡을 내려와 두 번 째 목적지 아

시호에 도착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꼬네의 맛집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

고나서 토겐다이(桃源台)까지 호수를 관광하는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하코네를 대표하는 아시

호수는 약 40만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칼

데라호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 호수에 후지산이

비치면서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고 하는데

호수의 물결에 후지산이 정말로 비치지는 않았

지만 유람선을 타고 조망하는 주변 경치의 평온

함에 마음이 절로 동화되어 상쾌한 기분을 만끽

할 수 있었습니다. 

하꼬네에서 료칸으로 돌아오는 길에 셀프 주

유소에 들렀습니다. 경차라 그런지 기름통 뚜껑

은 그냥 밖에서 손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내일

하꼬네 공항까지 멈춤 없이 갈 수 있도록 가득

채웠는데 4,400엔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고소도로 통행료가 우리보다 훨씬 비쌌지만 기

름 값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

었습니다. 점원에게 카드로 지불한다고 하였더

니 사무실에서 주인이 나와 국내용 카드가 아니

라서 안쪽에서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 하였습니

다. 그동안 주인과 잠시 대화를 하였는데 어느

나라에서 어디를 관광하였나하는 정도의 평범

한 질문이었기에 쉽게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료칸에 돌아온 후 하꼬네까지 와서 온천 물에

몸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비교적 조용할

것 같은 노천탕으로 갔습니다. 노천탕으로 가는

길에 풍욕장이라는 곳이 있어 호기심을 자극했

습니다. 풍욕장이란 여기서 처음 들어본 말이지

만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삼

림욕과 동일한 개념인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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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장은 료칸 정원의 뒷산 깊은 곳에 위치해 주변

에 나무가 많아서 옷을 벗고 누워 있으면 피톤치

드를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천탕은 풍욕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숲

속에 욕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

싼 빽빽한 나무가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

른 차단막이 필요없는 곳이라 마치 자연속에서

온천을 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료칸의 큰 규모

에 비해 자그마한 노천탕이었지만 호젓하고 깨

끗해서 좋았고 여름날 저녁 시간이어서 그런지

마침 사람이 없어 더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하기까지 비록 30여 분의 짧은 입

욕이었지만 온천물에 몸 담그니 그동안 운전으

로 인한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

로 보이는 바위와 숲이 정말 멋진 곳에서 온천을

즐기고 방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이불이 깔려있

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른 새벽 목적지로 차량 반납 장소

를 입력하고 차가 밀리지 않을 때 하꼬네를 떠나

토메이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동경 근처

에서 사고 구간을 지나면서 차가 정체된 까닭에

반납 예정시간을 넘길까 싶어 고속도로에서 다

소 속도를 내서 그런지 기름이 거의 다 없어졌습

니다. 나리따 공항 IC를 막 나와 차량 반납 장소

로 가는 길에서 다행스럽게 주유소를 발견했습

니다. 남은 일본 돈을 소비할 요량으로 현금으

로 지불한다며 기름을 가득 채워 차량반납 준비

를 마쳤습니다.

차량을 받을 때는 공항에서 받았는데 반납장

소가 왜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

었지만 네비게이션 덕분에 니싼 영업소를 찾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반납 절차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그냥 키를 주는 것으로 반납이 끝났습

니다. 차량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할

줄 알았는데 한 번 죽 둘러보지도 않고 밴으로

우리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6. 여행 후기

우리나라에서 렌트카를 예약하고 로드맵을 확

인하는 등 미리 준비를 마친 후 일본에서 렌트카

를 수령하고는 나리따 -> 도쿄 -> 시즈오카 ->

하꼬네-> 시즈오카 -> 나리따 로 이어지는 800

여 Km의 대장정을 2박 3일에 주파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운전해 본 느낌은 우핸들이 처음에

는 다소 생소하였으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금

방 익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교통선진국 일본인

들의 서두르지 않고 운전하는 평소 운전습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도로에서 경적소리

는 거의 들을 수 없었는데 앞차가 꾸물거리더라

도 모두 조급해 하지 않고 차분하게 운전하는 것

이 일본 스타일로 느껴졌습니다. 하꼬네에서 나

리따 공항으로 가는데 도쿄 근처에 이르러 사고

가 나서 왕복 8차선의 제법 넓은 도로가 정체되

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갓길 운

전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

다. 마침내 사고구간을 지나자 도로가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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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려 얼마든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

데도 모두가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또 한 번 놀랐

습니다. 단지, 우리만 공항까지 도착하기에 여유

를 가질 만한 시간이 아니라서 한국스타일 운전

을 하고 싶어 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운전시 다소 불편하고 유의할 점이

있다면 우회전이나 좌회전 후 무심결에 중앙선

을 넘어버리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방향지시등

을 켰는데 와이퍼가 움직이는 일입니다. 앞서는

차가 있어 그냥 따라간다면 중앙선을 넘을 일은

없지만 앞서 가는 차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

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던 것이라서 응급결에 일어나고 수시로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습관이

되어 버렸는지 귀국해서 차를 몰 때에도 한 번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방향지시등을 켰는

데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결국, 습관이란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자신 있게 시

작하면 금방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므로 별 어

려움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

는 여러 명이 여행할 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일본

렌트 여행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고속도로 통

행료였습니다. 여행 경비에서 톨비를 얼마나 절

약하느냐가 관건이었고, 기름값은 리터당 1,600

원 정도로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아직은 싸다

고 느꼈습니다. 어찌 되었건 살인적인 일본의 대

중교통 비용을 생각한다면 3명 이상이 움직이는

경우 렌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여행을 하면서 오랜

만에 가족들끼리 차 안에서 대화 기회를 가질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

해 그동안 여행했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평

소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여행하면서 털어

놓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여행은 자동차로 움직이

면서 일본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숨겨진 보물

들을 만날 수 있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의 교통 및 도로 체계나 일본의 운전 스타일 , 교

통문화의 차이점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

고 일본인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밑바탕부터 느

껴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차량을 이용함으로

써 얻어지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은 여행의 즐거

움을 증가시켰습니다. 예정에도 없었던 일본의

시골 도시를 마음껏 누빌 수 있었던 일,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마음대

로 오갈 수 있었던 점이 렌터카 여행의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의 렌터카 여행 도전은 매

우 성공적이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편안

하게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두려움을 떨치고 가

슴 설레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여행의 묘

미가 아닌가 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설레

는 것이지만 일본은 우리와는 반대의 운전석을

가진 나라여서 설레는 기분이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 좌측통행 나라에서

주저 없이 렌터카 여행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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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느때와 달리 5월에 수리구파교 회원

들과 함께 동 티베트를 여행하기로 하였다. 어

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일상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작은 변화로 우리의 삶

에 활력을 불러주고 삶에 대한 가치를 더 강렬하

게 느낄수 있는 삶이 되고 싶어 매년 우리는 여

행을 하는데 이 번 여행은 동 티베트로 여행하기

로 했다. 

이 번 여행은 천장지구(天長地久)여행이다.

현재 중국에  있는 천장지구 환희가 있는 곳으로

간다. 시간을 내어 살아 있을 때에 꼭 가봐야 할

지역이다. 세계3대 트레킹으로는 ① 뉴질랜드

밀포드 트렉, ② 남미 잉카 마추피추 트렉과 더

불어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꼽히는 중국의 차

마고도 트레킹지역인 이른바 차마고도 천장지

구인것이다.

차마고도는 중국 운남성 꾼밍(昆明, 곤명)에

서 따리(大理)지나 리짱(麗江)에 있는 옥룡설산

을 넘어 매리설산(해발 7천미터) 산의 중턱을

넘어 호도협을 건너 티베트 라싸까지 약 3,000

키로 여정이 있는데, 그 다음 중국 사천성 청뚜

에서 캉딩을 지나는 동 티베트에서 라싸까지 험

준한 산악의 길 약 2,500키로 정도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 번 여행의 목적지이며 이 번 여행

은 동 티베트 쓰구낭산에서  트레킹을 할 예정이

다. 거기에 가면은 천장지구가 어떤 곳인지 바

로 알 수가 있으며, 천장지구는 무너지는 협곡,

원시 자연림, 이 지역의 산은 평균고도 4천미터

天路之旅
-東티베트 遊俠記-

1. 여행일시 : 2011. 5. 5. -5. 10(5박6일)

2. 여행경로 : 김해공항-북경출발-성도-일륭- 쓰구냥산- 단빠 - 팔미 - 탑공 - 신동교 - 캉딩 - 북경-김해공항

3. 동 반 자 : 수리구파교  회원 11명

1)동양수리구파교 :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여행모임임.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순수 마음동아리로

서 2003년경 본인이 창건하였으며 창건교주명은 ‘찌아오주’이며 회원(이하 ‘회원’으로 표기함.)는 대부분 열정과 창조, 도전

정신을 겸비한 심신이 건강한 남녀노소로서 가입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대부분 법원직원, 출신이며 누구라도 한번 법회에

참석하면 스스로 심취할 정도로 자유, 평화, 창조, 열정이 담겨져 있음. 

1)

이학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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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며 그 산을 쳐다보면 하늘높이 솟아 있다.

6천 미터 내지 7천 미터 산 사이에 대협곡이 있

다. 티베트인은 이 지역을  차마고도(茶馬古道 )

라고 말한다. 

그리고 총무원장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날씨

와 좋은 여건이 받쳐준들 체력이 따라 주지 않으

면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여행가기 몇

주전부터 음주 가무는 삼가하고 시간이 나면 평

소에 걷기 운동 등을 하여 뱃살 1키로. 나이 살 1

키로. 지방살 1키로 합계 3키정도는 여행 떠나

기전에 감량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번 여행은 해발 6,250미터 쓰구낭산

봉우리를 등반하고  이 봉우리을 잇는 횡단산맥

의 동북부, 공래산맥의 중간을 방문하기 때문에

고산증 증상에 대하여 사전 예비지식습득과 준

비도 미리 주문하셨다.

매년 휴가철 떠나는 여행에 비해 5월은 너무

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설레임을 주는 또다른 궁

금증을 갖고 우리는 2012.5.5. 오후 1시 중국

CA(에어차이나) 비행기를 김해공항에서 타고

14:30분경 북경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가이드

미팅 없이 북경공항에서 사천성 성도로 가는 동

방항공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환승 비행기를 기

다리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공항 레

스토랑에서 맥주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연착에

익숙해져 있었다. 한참 동안 북경공항에서 비행

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왜 사천성 성도로 가는 비

행기가 출발 지연인지 아무도 모르고 공항안내

방송도 하지 않고 있고  국내선 비행기 연착은

자주 일어나지만 중국인들은 지연 이유를 승객

들에게  설명도 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

평하는 승객도 없는 듯 하였고, 그들은 이미 만

성이 되어 있고 굳이 지연 사유는 묻지 않는다.

광활한 중국대륙을 자주 여행하다 보면 그 이유

는 쉽게 알 수 있다. 북경의 날씨는 좋지만, 황

사 바람이 심한 사천성 성도의 기후는 북경과 기

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보

람은 있었다. 늦은 오후에 사천성 성도로 가는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북경에서 사천성 성도

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사천성 성

도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막 내리니까 고

비사막 등지에서 모래가 바람 썪여 황사냄새가

우리들의 코끝을 자극하였다. 

제1일 (2011. 5. 5.)
사천성 성도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입구

에서 이 번 여행 5박 6일 동안 동 티베트 안내를

맡은 조선족 이국평 가이드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대기한 버스에 우리는 숙소인

호텔로 출발하는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호텔

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그 동안

사천성 성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 번 동 티베트 여행의 특징에 대하여 안내 말

이 이어졌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 번 동 티

베트 여행지역은 오지라서 여행사에서 관광 상

품으로 출시 된 적이 없고, 한국배낭 여행가들

이 가끔씩 찾아오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숙소인 호텔인근 饭馆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에 내일 일정을 위하여 우리일행은 간단한 마사

지를 받고 난 후에 호텔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

다. 참고로 중국은 食堂은 학교 내지 회사의 구내

식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점은 식당이라는 간판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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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饭馆내지 饭店으로 칭한다. 호텔은 4성

급이면 대부분 四星级饭店으로 표시하고 있다. 

중국 요리에서 사천성 요리는 4대 요리에 속

한다. 광활한 중국대륙에서 중국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문 글자가 너무 많아 한문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문 글자를 다 배울 수 가 없다. 한

문의 글자는  약 5만자 이상 되어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쓸 때 서양의 로마자보다 너무 시간과 노

력이 많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1900

년에 ‘왕조’가 ‘관화합성자모 발명’을 발명하고,

1904년 ‘원세가’가 ‘간자’를 장려하고, 1909년에

베이징에 ‘간자 연구회’를 만들고, 1918년에 ‘주

음자모’를 공포한다. 그래도 불편해 1923년에

‘국어 로마자 위원회’를 만들고, 1926년에 ‘국어

로마자 병음법식’을 발표하고, 1928년에 ‘국어로

마자’를 공포하고, 1956년에는 ‘한자 간화방안’

을, 1957년에 ‘한어 병음방안’을 공포한다. 그래

서 지금은 간체자를 쓰고 발음공부에 로마자인

병음을 쓰고 있다. 즉 뜻글자를 쓰는 말글살이가

아니고 소리글자를 쓰는 말글살이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 땅은 너무 광활하고 오지 지역

이 많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행을 다녀도 못가

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중국대륙 각 지역의 음식을 다 먹어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그 중 사천요리는

중국대륙에서  4대 요리에 속하는 음식이다.  황

하 유역 - 北京菜(북경요리), 양자강 유역 - 上

海菜 (상해요리), 남부 연안지방 - 廣東菜 (광동

요리),서부 대 분지 - 四川菜(사천요리)가 중국

4대 음식이다. 

짐을 풀고 몸을 씻은 다음 원하는 회원에 한

하여 간단한 미팅에 이 번 중국 서부여행인 동

티베트에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

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

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왜냐하면, 21세

기는 가치관과 뚜렷한 철학이 없는 시대에 여러

분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번 여행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그

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의문을 품

고 그 해답을 찾아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

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한 여행이 되어 주기를

주문하였다.  

제2일 (2011. 5. 6.)
다음 날 일정표에 따라 6시 30분에 호텔 뷔폐

에서 조식을 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7시경 차

마고도의 시발점인 야안으로 향했다. 가이드 말

에 의하면 숙소인 호텔에서 야안까지 고속도로

로 이용하면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버스

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 가이드가 쓰촨성(四川

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사천성은 북위

26˚03′-34˚19′, 동경 97˚21′~108˚31′ 사이

에 자리 잡고 있다. 성 전체 길이는 가로 1075

㎞, 세로 921㎞이다. 크게 서부의 티베트 고원과

동쪽의 쓰촨 분지로 나뉘고 충칭, 산시성, 간쑤

성, 칭하이성, 윈난성, 구이저우성과 티베트 자

치구와 인접해 있다. 

쓰촨성(四川省)은 룽먼산(龍門山)-다량산(大

涼山)을 경계로 동부 쓰촨 분지와 분연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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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盆緣山地區) 및 서부 천서고산고원(川西高山高

原)과 천서남산지(川西南山地)로 나뉜다. 쓰촨

은 지형이 매우 복잡하고, 칭짱고원(青藏高原),

횡단 산맥(橫斷山脈), 윈구이 고원(雲貴高原),

친링 산맥(秦嶺)-다바산맥(大巴山)산지 등을 포

함해 대 지형을 형성한다. 중국 지형의 제1, 2계

단에 걸쳐있고, 북서쪽에서 남동쪽을 향해 기울

어진 서고동저 형태를 취한다. 천서지역 다쉐산

맥(大雪山)의 봉공알산(峰貢嘎山)은 해발이

7,556m로 전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차마고도의 시발점인 야안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유리창에 비친 성도시내는  황사 먼지에

둘러쌓여 있다. 황사가 안개처럼 뿌옇게 일어나

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은 일 년 열두 달 동안

쾌청한 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스개

로 성도에 있는 개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

면 그냥 마구 짖는다고 한다. 성도의 개는 태양

을 처음 보니까 짖고 있다고 한다.   

어느새 우리 일행이  탄 버스는 야안에 도착하

였다. 버스는 고속도로로 이용하여 차마고도의

시작점인 야안(雅安)까지 약 2시간 정도를 달린

것 같다. 말과 야크의  길, 차마 가지 못하는 길

의 시작이 야안이다.

그 옛날 차마고도(茶馬古道)의 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쓰촨성(야안 ☞ 대도하 ☞ 캉딩 ☞ 더

거) - 티베트 - 네팔, 

두 번째는 윈난성(시솽반나 ☞ 쓰마오 ☞ 대리

☞ 리장 ☞ 샹그릴라 ☞ 더친) - 티베트 - 네팔

- 인도로 가는 길이다.     

가이드는 야안 내지 사천성의 관광특구 및  그

당시 대지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곳 야안의 부근에는 쓰촨의 다른 중요한 산업

으로 우주 항공 산업과 방위 산업이 발달 되어

있고, 그리고 야안 인근의 사천 팬더 서식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2006年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이며, 또한 쓰촨은 여행자원이 풍부하고, 그

자연이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 아름다워 갈수

록 관광객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을 이겨낸 뒤 얻는 것은

그 기쁨이 두 배다.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위험

천만한 길을 넘고 넘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봤

을 때 그 감동은 두 배가 된다. 때 묻지 않은 순

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가는 길 마지

막 샹그릴라로 가는 길이다.  이 번 여행의 목적

지  동 티베트 지역으로 버스에 몸을 실고 달려

간다. 가이드는 이제 버스가 고산지대에 올라서

기 전 컨디션 유지에 좋을 거라며 고산증 특효약

이 있다하면서 이 지역에서 유명한 고산증 예방

약인 홍경천(紅景天)을 한 병씩 마시게 했다. 홍

경천은 고산지대 식물의 뿌리를 원료로 만든 고

- 차마고도 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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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증 예방약이라고 하였다.

고속도로를 벗어난 버스는 야안(雅安)을 지나

안개와 황사 속에서 구불구불한 도로가 나 있는

계곡을 거슬러 한참을 간 얼마 후에 버스는 동

티베트로 들어가는 산악 길 입구에 차들이 엉켜

차가 속도를 내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편도 1차

선이지만 우리가 탄  버스기사 따거는 이런 길만

몇 년 이상 운전해온 베테랑 운전사라고 가이드

가 귀뜸해 주어 내심 속으로 안심했다. 따거 운

전기사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인민해방군 사천

성 관구 수송대에서 복무를 했다고 한다. 버스기

사가 군에서 한 일은 인민해방군 트럭을 몰고 사

천성 성도에서 이 험한 산악 길을 따라 티베트

라싸까지 몇 년간 운전을 한 사람을 가이드가 특

별히 부탁을 하여 초청한 운전기사라고 말하길

래 우리 일행들 모두 기사인 따거씨에게 안전운

전의 뜻으로 고맙다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티베트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사천성 관

구 소속 군인이 약 10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라

싸의 주민 보다 더 많은 수가 인민해방군 군인이

다. 그만큼 티베트 정세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

다. 티베트에 주둔하고 있는 10만 명의 인민해

방군 보급품 대부분은 차마고도  산악 이 길을

통하여 운송되며, 인민해방군 수송대 트럭 차가

이 산악 길을 지나가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

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 하면 티베트에 주

둔하는  인민해방군 보급품을 운송하는 수송대

차 행렬은 보통 100대 내지 150대가 줄을 지어

가기 때문에 잘 못 걸리면 한 참을 기다려야 한

다고 말했다. 동 티베트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사천성 대지진으로 인해

산악 도로가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 되지 않아 길

이 막히는 경우가 자주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이

막히면 도중에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또한, 이

곳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였다. 

가이드로부터 이 말을 들은 후 얼마 뒤에 차

선 반대편 산길 위에서 내려오는 인민해방군 수

송대 트럭 행렬을 보았다. 군 트럭은 장엄하게

끝도 없이 연이어 내려오고 있는 광경이 전쟁물

자 수송하는 장면이 연상되었다. 100대인지 200

대인지 셀 수없이 트럭은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지어 지나가고 있고 간간이 보이는 마을어귀에

는 삼삼오오 모여 마작 또는 바둑, 장기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풍경 그 넘어에는 대동하 협곡

물줄기가 공사로 인해 흐부연 물이 끝없이 흘려

내려오고 있는 광경은 중국의 무차별한 개발에

자연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어가는 광경을 지켜

보고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누구라 할 것없이 착

찹한 마음은 다 같았을 것이다.

사천성 야안에서 동 티베트 루딩으로 버스를

타고 험한 산 계곡으로 버스가 산악 도로 길을

몇 시간을 가고 있는 도중에 버스는 야안의 산

중턱에서 잠시 멈추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여

기서 20분 정도 휴식을 할 것이니 각자 볼일을

보라고 하였다. 버스에서 내려 얼마동안 장터구

경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약 70-80년대 쯤 시골

장터 풍경을 연상하게 하였고, 돼지고기도 부위

별로 옛날 저울로 무게를 달아 팔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대부분 농민들이 현지에서 직접 재배

를 한 과일 등 농작물 그리고 茶를 팔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한 여성회원이 茶를 산 것이다. 그

것도 저울에 달아서 500g으로 두봉지를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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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니 얼마나 많은 양이었으며, 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꾸중물시장에서 꾸중물차를 구입했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런데 이 여성회원은 茶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나름 소신에 의해 차를

구입한 것으로 우리일행은 나중에 알았다.

훗날 알았지만 그 차는 그 유명한 몽정감로차

라고 황제에게 진상하는 茶중에 茶 명차였다.

「동 티베트 여행을 한 후 이 길을 다시 나오면

서 잠시 멈춘 뒤 우리들은 이곳에서 茶를 구입할

려고 재래시장을 방문하였으나 그 날은 장이 서

지 않아 茶는 구경도 못하고 그냥 돌아 왔는데 그

날 그 여성회원이 통쾌해 하는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야안은 서쪽으로 티베트족 거주지역과 접하

고, 쓰촨 분지의 서쪽에 위치한 야안 시는 해발

이 높은 티베트 고원과 평평한 청두 평원 사이의

중간 지대에 속한다. 북부는 충라이 산맥, 얼랑

산맥, 자진 산맥, 다쉐 산맥 등 매우 높은 산맥

이 늘어서 있고, 가장 높은 지점은 5,793m에 이

른다. 시역의 북쪽과 서쪽, 남쪽에는 높은 산들

이 늘어서 있고 4개의 강이 시가지를 통과해 흐

른다. 시의 주요 하천은 다두허의 지류인 칭이

강이다. 야안은 중국 사천성 茶의 주 생산지역

이며, 중국 차는 이곳에서 제일 처음 발원지이

며 또한 인공적인 차 재배의 기원이 되는 곳이기

도 하다. 산지에서는 차의 재배가 활발하고, 멍

딩 산(蒙頂山)에서 재배되는 몽정차(蒙頂茶)가

유명하다. 쓰촨성의 서부를 주나라가 정복한 이

래, 이곳에서 마시던 차가 한족에 소개되었고 진

의 촉 정복으로 중국내에 차 습관이 퍼졌다고 한

다. 뿐만 아니라 야안의 차는 동 티베트 차마고

도를 따라 티베트에 운송된 것이다. 그리고 판

다 곰이 야안(雅安)에서 첫 번째 발견된 곳이기

도 하다. 그리고 차는 비단과 함께 중국의 가장

귀한 수출품이 되었다. 그 이유는 풀 한포기 자

라기 힘든 불모의 초원에서 차는 유목민들이 비

타민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티

베트인들에게 “차는 피요 생명”이며 하루도 차

를 안 마시면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차의 기능

은 중요하였다.  하지만 당나라 이후 중원의 제

국들은 북방 유목민족과 싸우기 위해 티베트의

강인한 말이 반드시 필요했고 토번왕국은 생존

을 위해 차를 필요로 했다. 차와 말의 교역은 급

속히 번성했고 수천 년을 이어 오면서 문명과 문

명을 잇는 길이 만들어 졌다. 이 길이 차마고도

이다. 이것은 이차역마(易茶易馬) 즉, 차로써 말

을 바꾸라는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

책은 약 천 여년간 이어졌을까? 당나라 시대에

는 본격적인 차와 말의 교역이 없었던 시절이었

다. 오가는 승려들에 의해 일정량의 차가 티베

트로 들어왔고 그것은 일부 승려와 지배계층에

만 제공되었다. 이것이 송나라를 거쳐 원,명,청

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국가무역이 되었고, 여기

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

고 있다. 하나는 말이요 하나는 차를 통해 티베

트를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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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인은 버터나 치즈(乳酪)을 좋아하며, 차

를 얻지 못하면 곧 병이 생겨 곤란하다. 고로

당.송(唐宋) 이래 이차역마(易茶易馬)의 법으로

그들을 제압한다” (明史.食貨志) 

송나라까지 대등했던 차마무역은 토번왕국

의 멸망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여 지역 토호 와

사원의 라마들은 차를 얻기 위해 명나라에 말

을 조공으로 바치고 군신의 관계를 서약한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문성공주에 의해 전래된

차는 이제 티베트인의 운명과 티베트의 역사

를 좌지우지 하는 물품이 되고 말았다. 

버스는 야안의 험한 산악 고개를 힘차게 한

참동안 오르더니 길이 4km가 넘는 얼랑산(二

郞山) 터널(해발 2,182m)앞 휴게소에서  잠시

멈추었다. 가이드는 여기서 약 10분 동안 휴

식을 취한 후  출발한다고 한다. 버스에 내려

산 밑을 둘러보니 정말 꼬불꼬불한 산악도로

가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얼랑산 터널을

경계로 하여 티베트와 사천성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잠시 후 버스는  길이 4km가 넘는 얼랑

산(二郞山) 터널(해발 2,182m)을 빠져나갔는

데, 묘하게도 얼랑산을 사이에 두고 풍광이 전

혀 달랐다. 야안 쪽이 지리산 칠선계곡 골짜기

로 들어선 분위기라면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

가자 거짓말처럼 구름안개가 벗겨진 루딩(瀘

定) 일원은 칼날을 세워놓은 듯 희다 못해 푸

르스름한 첩첩 설봉들이들이 치솟아 있는데

이것이 피안의 세계인가 싶게 聖스러운 풍광

이 우리들을 설레이게 하는 순간이었다. 가이

드는 “이러한 자연적 환경 때문에 야안 쪽 마을

이름을 음지촌, 루딩 쪽 마을을 양지촌이라 부

른다” 고 귀띔해 주었다. 

얼랑산 터널을 빠져 나온 후 루딩의 높은 산

악 길  중간 도로 지점에서 버스는 잠시 멈추

었다. 차에서 내리니 정말 날씨는 맑고 투명하

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안의 날씨는

음습하였다. 그리고 사천성 성도는 황사로 인

해 날씨가 매우 흐린 탓인지 하늘은 거무칙칙

했다. 그러나 이곳 루딩의 하늘은 청명하고 구

름한 점이 없으며. 설산 주위를 두루 살펴보니

높은 설봉은 한폭한폭 병풍에 담고싶을 정도

로 아름다웠다. 

인도 신비주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는 말이

생각난다.

“인간이 지상에서 창조한 모든 것은 성 에너

지로부터 온다.

그것은 낮은 차원에서는 생물학적이고 높은

차원에서는 창조적이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대단히 성적이

라는 점을 그대는 이해해야 한다.

......성 에너지는 영적 성장의 잠재력이다.

낯선 우주처럼 신령스런 자연환경인 티베트

설산을 바라보면서 이악스런 우리들의 성정마

저 바꿔 주는구나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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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는 휴게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가

잠시 도로 주변에 멈추었다. 상인들이 팔고 있

는 것은 주로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것, 높은 산

바위틈에서 집을 짓고 사는 벌이 친 꿀 ‘석청’도

있고, 들어보지도 못한 각종 귀한 한약재를 팔

고 있었다. 이곳은  해발 2,500m에 위치한 티베

트와 쓰촨 간 교통의 요지이다.  청두(成都)에서

버스로 여섯 시간을 타고 왔다. 드디어 동 티베

트 땅에 입성 한 것이다. 이제 차는 꼬불꼬불 한

산악 내리막길을 계속하여 내려가 루딩에 도착

했다.  루딩의 옆 변에 흐르는 강은 따두허(大渡

河)이다. 그 유명한 대도하 협곡 물줄기를 버스

를 타는 내내 우리는 보고 또 보면서 갔다. 

우리들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너무나 자주 등

장하는 다리인  대도하 루딩교를 보기 위해 점심

을 먹은 후 건너가기로 했다. 대도하강물이 루

딩다리 밑으로 흘러 지나가고 그 강 위에 큰 쇠

사슬로 이어서 만든 다리가 루딩교라고 부르는

다리다. 너무나 감회가 깊은지 루딩교 다리를 건

너 가다가 다리 중간에서 흐르는 대도하 강물을

쳐다보면서 한 동안 깊은 상념에 빠져본다. 

‘루딩교(瀘定橋)’이 친필은 청나라 강희 황제

가 1706년경 직접 쓴 글이며 강희 황제가 60년

간 재위 동안 전쟁으로 이겨서 만든 땅 지금의

중국 대륙의 땅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역

대 황조 중 마지막 태평성대인 강건성세(康乾盛

世)를 일으켜 아들인 옹정제(雍正帝), 손자인 건

륭제(乾隆帝)까지 150년 간 태평성대가 지속되

었고.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자 명군, 즉 천고일

제(千古一帝, 천 년에 한 번 나올 만한 황제) 또

는 연호를 따서 강희대제(康熙大帝)로 칭송받으

며 아직도 많은 중국인에게 크게 존경받는다.

루딩교(瀘定橋)는 1706년 청나라 강희제때 만

들어진 다리로 다리의 길이가 103m  너비가 3m

13개의 쇠사슬로 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9개의

쇠사슬로 되어 있다. 이 다리는 옛날에는 대도

하를 건너 티베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라

고 한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중요한 중국

공산당의 유적지이다. 모택동의 “홍군(紅軍)대

장정(大長征)” 홍군들은 국민당군의 기관포를

무릅쓰고 저쪽 강에서 이쪽 맞은편으로 건너간

역사적인 곳이다.

- 루딩교 다리 위



부산지방변호사회•125

시 수필 기행문

1935년5월29일 모택동이 거느린 홍군이 루딩

교에서 국민당군대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그

당시 국민당군은 홍군이 다리를 건너 못 오게끔

다리위의 널판자를 불로 태워 없앴다. 장개석 국

민당군은 맞은 편 보루에서 기관총으로 저항하

였다. 홍군은 22명의 투사로 묶은 선봉대가 다

리 쇠사슬위에 매달려 국민당군이 쏘아대는 기

관총 총알을 맞받아 공격했는데 마침내 루딩교

를 정복하고 대도하를 건너갔다. 

一日三秋, 그리워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린 동

티베트 여행을 우리는 지금 즐기고 있다. 루딩

을 보고 난 후 버스는  쓰구낭산이 있는 일륭으

로 출발했다. 우리가 탄 버스기사는 인민해방군

사천성 관구 티베트 주둔 수송대에서 몇 년간 트

럭운전을 하면서 수 백 번을  사천성 성도에서

티베트 라싸까지 이 험한 길을 운전했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묘기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센티미터 운전의 위력에

놀라고, 이 좁은 절벽 길 도로에서 아슬아슬한

추월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탄복이 절로

나왔다. 이곳은 아직도 쓰촨성 대지진이 이 일

대를 강타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도로

주변에는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그려니까 우리

는 현재까지 온 길보다 더 험한 산악 길을 정차

를 반복하면서 이 험한 절벽 길을 우리을 실고

달리는 모습에 군출신이라서 그런지 정신력 정

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모두는 공감하고 있는

순간들이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내를 맡은 보조가이드는

우리가 탄 버스 맨 앞에 앉아서 차가 달리는 도

중 산위에만 계속하여 쳐다보고 만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산에서 자주 큰 돌이 굴려 내려와

버스를 가끔씩 덮친다고 한다. 그래서 고개를 들

어서 높은 산만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큰 바위가 산에서 굴려 내려와 도로를 가

끔씩 막고 있고 또 그것을 치우는 동안 버스는

기다리다가 가고 잔돌은 수시로 절벽 같은 산에

서 굴려 내려와 도로에 쌓인다. 우리는 이런 길

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달리고 있고 도로 곳

곳에는 지진과 얼마 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  길

이 끊어져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보였다.

현지에서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일정표대로 잘

- 루딩에 있는 홍군의 그 당시 전투 기념비

- 험한 동 티베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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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이 오지여행이다. 버스는 계속하여

달리고 있었지만 일정표에 따라  쓰구낭산이 있

는 일륭에 해가 지기 전에 버스가 도착하기가 어

렵다고 한다. 또한 이 길은 너무 험해서 야간 운

전은 많은 위험을 동반한다고 이 말을 들은 우리

로써는 현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일정을 수정

할 수 밖에 없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

다. 1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달렸고 끝없는 대

동하 물줄기를 보고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갑거장체에 가 있었다.

잠시 후 우리들은 오늘 하룻밤을 묵을 아름다

움 밤하늘과 궁정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갑

거장채 민박집으로 갔는데, 고산지대라서 금방

해가 높은 산 너 머로 사라지면서 주위는 어둠이

우리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높

고 높은 산중에 우리버스만 까마득한 절벽위로

버스가 달리는 차창 밖 아래를 내려다보니 머리

에  현기증이 날 정도이며 길 아래를 보는 순간

낭떠러지에 깎아지른 듯한 언덕 절벽쪽에서 반

사적으로 반대쪽 의자에 옮겨있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또 일부 회원은 바깥 길을 아예 쳐다보지를 않

고 아예 눈을 손으로 가리고 감아 버린이도 있었

다. 드디어 우리는 험산 오르막 산길을 달린  버

스는 마침내 갑거장채 3남매 민박집 앞에 도착

하였다. 갑거장채 세 자매 1층 식당에서 白酒(빼

갈)를 겸하여 저녁 식사를 하였다. 특히  주문한

닭백숙 요리는 느끼하지 않았고 중국요리 향신

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게  먹

었다. 특히 주인집 할머니와 삼 남매의 막내딸

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줄 뿐아

니라 손주업고 계시는 할머니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소리에 식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잊고 넋을 놓고 듣는데 나는 나의 저 깊고 깊은

내면에서 뭔가 요동치는 마음을 억눌수 없을 정

도로 삶에 대한 고뇌를 느끼는 순간이였다. 그

고적한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노래는 “一切 等待 不

再是 等待, 我的 一生就 選擇了你”(기다릴만큼

기다렸어요.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어요. 나의 일

생은 바로 당신을 선택했어요.)

우리 수리구파를 위하여 부른 노래는 동티베트

에서 상당히 유명한 노래로서 여러 가수들이 불렀

으나 그 중 阿魯阿卓의 것이 최고라고 보여진다.

“우리가 말못하는 자기만의 한 번 쯤 꿈꾸어

보았을 장면이 오늘 이 곳에서 수리구파회원들

은 비슷하게라도 갑거장채(甲居臟寨)에서 꿈을

실현시켰지 않나 싶다. 그것도 진수성찬에 술과

노래까지 곁들여서 말이다”

이 집 막내딸 말에 의하면  갑거장채는 백 가

구가 사는 동네라는 뜻이라 한다. 하지만 지금
- 갑거장채 마을의 절벽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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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 가구 이상이 살고 있고 산 사면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그 옛날 감숙성 돈항의

대 서하왕국이 징기스칸에 의하여 망할 때 왕궁

의 궁녀들이 이곳까지 몰래 피신 와서 형성한 마

을이라 미인이 많다고 했다. 중국 최고의 아름

다운 마을이라는 명성이 과연 빈 말은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살고 있는

세 자매 집에서 우리는 오늘 밤 하루 잠을 자게

되었다. 이 마을 중심에는 갑거장채 세 자매 동

상이 있고 그 동상은  이 집에 사는 세 자매를 모

델로 만든 것이라며, 세 자매 중에 막내가 동네

미인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딸의 어

머니가 자랑을 하고 있다. 나는 그 동상을 보면

서 최근에 만든 동상이고 관광용으로 정부에서

만든것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세자매는

미인은 미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2층 잠자는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깨끗하게 잘 정돈 되어었고 방은 크고 침대

4개가 놓여 있으며, 벽과 천장에는 티베트 절에

서 볼 수 있는 만다라로 장식되어 있었다. 티베

트 불교 색채에서만 볼 수 있는 상당히 화려하고

색체가 높은 색으로 벽면과 입구 문 그리고 천장

에도 도배로 한 것이다. 만다라로  채색된 색깔

은 빨강색, 황금색, 파랑색의 밝은 빛으로 여러

가지 색체를 띠고 있다. 화려한 색을 보니까  아

른거리면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면서

황궁에 있는 기분이였다.

그 날 밤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이 집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하실 간이 술집으로  내려가 시

원한 맥주로 회포를 풀었다. 단파에서 묵은 갑

거장체의 민박은 고요와 평온을 넘어 적막속에

나 혼자 있는 상상을 하니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

분 즉 무상무념 그 자체였다.

제3일 (2011. 5. 7.)
다음날 아침밥을 먹기 전에 갑거장채 마을을

산책하면서 두루 살펴보았다. 마을의 건물은 주

로 벽돌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층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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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2층은 사람이, 3층은 음식을 보관하는 장

소로 사용되는 구조로 지어져 있었다. 중국 속

에 있는 동 티베트 여행은 평소 생각이상으로 우

리들에게는 많은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여정의

연속이였다. 갑거장채 입구에서 동 티베트 팔경

중의 하나인 그 풍광을 볼 수 있었는데, 갑거장

채는 동 티베트의 8대 미향으로 선정되었을 만

큼 아름다운 마을이다. 집집마다 솟은 망루는 집

안에 성인남성이 있다는 상징인 동시에 전쟁 시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었다고 한다. 그리

고 그 망루는 부의 상징이다. 부자일수록 망루

를 높게 지었고, 망루 있는 집 사람들은 아들 낳

을 때 하나씩 올린다고 한다. 또한 갑거장채의

장족은 얼마 전만 해도 모계사회의 전통인 일처

다부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봄이면 배꽃과 유채

꽃의 향연으로 한층 더 갑거의 아름다움을 더한

다는 가이드의 말이 떠 올랐다.

성도(사천성 수도)는 삼국지의 촉나라 수도였

고 제갈공명 군대도 길이 너무 험하여 여기까지

만 왔다고 전해지는 곳, 아직 관광지로 널리 알

려지지 않아서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

함이 있는 곳이 동 티베트 갑거장채이다. 

산악 속에  펼쳐진 좁은 길을  따라 해발고도

가 높은 고원산악지대의 비포장 도로 길을 버스

를 타고 하루 13시간을 달려서 힘든 여정을 따라

온 것이다. 말과 야크의 길인 차마고도이다. 茶

馬古道는 비단길보다 앞선 세계 역사상 가장 오

래된 무역로이다.  차마고도는 상인들이 말과 야

크(yak)를 이용해 중국의 茶와 티베트의 馬을

서로 사고 팔기 위해서 지나다녔다는 데서 붙여

진 길 이름이다. 상인들은 도저히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천 길 낭떠러지 난 조로서도(鳥路鼠

道- 즉, 새나 쥐만이 다니는 아주 좁고 험한 도

로) 길인 것이 실감난다. 갑거장채에서의 짧은

여정을 뒤로한 우리는 쓰구낭산이 있는 일륭으

로 출발했다. 좁은 길을 우리가 탄 버스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다. 

계절감을 지운 차마고도의 뽀족한 설산들은

하늘과 맞닿아 구름인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

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그림같은 풍

경을 보고 있다는 현실이 실감이 안날 정도로 아

름답고 경이롭기까지 했다. 저 너머 만년설를 보

고 있으니 내 마음이 다 하야지는 기분이였다.

어제의 두려움을 잊고 어떻게 어제는 올라왔

는지 서로 갈지자로 이루어진 험한 도로에 몸을

실고 가는 갑거장채 내리막길이 어느듯 버스는

단파 도심에 진입하는데, 도로가 1차선이다 보

니 모든 차량이 섞일 수밖에 없고 무질서가 질서

라는 중국 특유의 습성을 그대로 안고 있어 도심

을 빠져나가는 길이 쉽지만은 안았지만 버스기

사는 신비의 기술로 운전하여 도심을 빠져나와

일륭으로 달렸다.

버스 차창에서 보는 바깥 동 티베트 풍경은 너

무나 아름다웠다. 소금(小金)도시를 지나 버스

는 4시간 후에 일륭에 도착하여 일륭에서 점심

을 먹은 후 우리가 다녀간 흔적을 손수건에 글씨

를 남기고 곧바로 장평구로 갔다. 장평구는 고

요하고 넓은 초원이다. 초원 사이로 시냇물이 흐

르는데, 이곳이 바로 중국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쓰구낭산의 장평구이다. 장평구에서 각자 말을

타고 장평구 뒤 산으로 올라갔다. 말을 타고 가

파른 언덕을 지나 산위에 오르니 티베트 불교 백

탑이 보인다. 산 정상은 비스듬히 초원으로 형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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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쓰구낭산 풍광이 한 눈에 다 보이고

하늘은 청명하고 5월의 날씨 또한 너무 맑다 못

해 눈이 부셨다. 우리의 시골공기와 또 다른 무

색채 공기를 내가 지금 마시고 숨쉬고 있는 것이

다. 쓰구낭산 네 봉우리가 한 눈에 다 들어온다.

이 봉우리들을 잇는 횡단산맥의 동북부, 공래산

맥의 중간, 사천성 소금현과 문천현의 경계에 있

다. 쓰구낭산은 특수한 지리적 위치 기후조건으

로  소금현과 문천현의 중간인 일륭진에 위치한

다.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능선 자락에 연결

된 쓰구낭산은 최고 높이 6,250미터로 중국의

사천성을 대표하는 산으로 4개의 봉우리로 이루

어졌다. 그 형세가 매우 웅장할뿐 아니라 파아

란 하늘과 만년설 그리고 산중에 우거진 산림과

넓게 펼쳐지는 녹색의 초원이 남유럽과 같은 모

습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알프스라고 하는데 쓰

구냥은 네명의 아가씨란 뜻으로 산 이름에 맞춰

4개의 봉우리 전설이 있다고 가이드가 설명했

다. 전설에 따르면 선량한 아름다운 네 낭자가

펜더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나운 호랑이와 아

주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죽음에 이루게 되자 4

개의 아름다운 산봉이 형성되어 지금의 쓰구낭

산이 되었다고 한다.

이중에 가장 낮은 봉우리가 큰언니격인 따구

냥산(大蜂5,038m)이고, 두번째가 얼꾸냥산(二

峰 5,454m)이며, 세번째가 산꾸냥산(三峰

5,664m) 막내인 네째가 가장 높은 쓰구냥산(四

姑峰 6,250m)이다. 첫째인 따구냥산까지만 일

반인이 오를 수 있고 나머지 봉들은 전문 클라이

밍 등반대만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세계의 지붕

인 히말라야 능선 자락에 연결된 쓰구낭산은 최

고 높이 6,250미터를 보고 있으니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있다. 이곳 산 높이가 해

발 3,500미터라고 가이드가 말했다. 그리고 일

행 중 몇 명은 고산증 증세를 호소하는데 고산증

증상으로는 두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메스꺼

움, 어지러움, 식욕부진, 피로감, 숨참, 동시에

노곤함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잠이 오

는 것을 알 수 있다.  티베트 여행은 힘든 경우

가 무척이나 많다. 그 중 하나가 고산증이다. 아

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누구한테나 올수 있는

것이 고산증 증세이다.  

티베트 땅 자체가 높은 산과 고원 분지로 이루

어져 있다.  따라서 티베트에서는  찬물에 목욕

을 하지 말라. 찬물로 목욕을 하면 고산증이 쉽

게 찾아  온다. 티베트인들이 평생 세 번만 목욕

한다는 말이 있다.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었

을 때만 목욕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

이다. 평균 3천 미터 이상고원에서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은 고산증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할 수

없다. 그것이 와전된 것이다. 그들도 고산증으

로 고생을 하고 있다. 장평구 산에서 내려 올 때

는 길이 험하여 말을 타지 않고 일행들 모두 걸

어서 내려 왔다. 그 다음  쓰구낭산 해자구 말타

기 트레킹을 하기 위해 쓰구낭산으로 향했다. 걸

- 티베트 불교 백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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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면서 산 주위를 살펴보니 쓰구낭산은 특수

한 지형적 위치, 기후조건으로 산의 비탈이 끝

나는 아랫부분인 산기슭은 5월인데도 아직도 많

은 흰 눈이 쌓여 있었다. 산은 직각이라서 각종

동식물들에게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

는 것 같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곳에는 야생

표범, 야생 곰 등이 서식하고 진귀한 나무종류

와 홍두삼, 천마, 동충하초 등 많은 약초가 자라

고 있다고 한다. 

쓰구낭산 풍광구 마을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마을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 물은 쓰구낭

산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로써 물의 색깔

은 희뿌연 우유 빛였다. 시냇물을 보면서 지나

자 지천에 소똥이 깔려 있는 산길이 이어졌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소똥이 아니고 야크 배설물

이라고 한다. 주변에는 잡상인들은 진귀한 약초

등을 팔고 있다. 그들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서 아침 일찍부터 지루하게 손님을 기다리는 동

네 마부들이 보인다. “마부님, 말 위에 누구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나요.” 마부들은 옹벽아

래 일렬로 앉아있다. 우리들은 모두 마부의 말

을 빌려서 각각 타고 쓰구낭산 해자구로 올라가

는데 그 길은 숲이 있는 오솔길인데 주변의 응달

진 곳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눈이 쌓여 있고 눈은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큰 나무들이

있는 사이길을 말을 타고 약 30분쯤 산으로 올

라가자 조망이 트여 있는 초원지대가 나타났다.

여기가 쓰구낭산 해자구이다. 해발 4,500 미터

이다. 

해자구 주변에는 야크, 양들이 풀을 뜯고 있

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목가적인 전원 풍경이다.

쓰구낭산 정상은 해자구 뒤 쪽에 우뚝 힘차게 솟

아 있다. 산 정상 주변에는 흰 눈으로 쌓여 있다.

말로만 듣던 동티베트 오지 여행은 의지, 노력,

기다림이다. 이곳에 있는 물은 야크가 마시면 젖

이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 安貧樂道(안

빈낙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도

를 즐긴다는 말이 있다.  

쓰구낭산의 여행은 안빈낙도의 여행이다. 이

곳이 바로 중국의 알프스이다. 회원 모두  대자

연 쓰구낭산 풍광을 가슴에 담아서 가기를 바라

고 바란다. 나의 가슴에 쓰구낭산 설산과 어우

러진 파란 하늘을 품었다. 해자구에서 쓰구낭산

을 보면서 그 동안 쌓인 회포를 풀렸다. 쓰구낭

산 풍경을 본 후 다시 말을 타고 산에서 내려오

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또 다시 고산증 증세가

나타났다. 나 뿐만은 아니라 우리 회원 전부 고

산증 증세를 느끼고 있었다. 길은 험 한 좁은 산

길이다. 말을 타고 내려오는 중에 잠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 어지럽다고 말하는 이, 머리가 아

프다는 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나름 이 풍경을 즐기기 위해 하모니카를 불런

대제학 은 증상이 아주 심각하여 우리 모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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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하게 하기도 하여지만 이런 저런 얘기를 하

다가 버스는 소금(小金)이라는 소도시를 지나서

단빠(丹巴)로 향하는 동안 거이 고산증 증상이

사라지고 있었다.

“千碉之国” 차마고도 산맥 중에 깊이 감추어

둔 무릉도원의 도시가 단빠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2005년에 지정된 미인

계곡이 단빠(丹巴)이다. 징기스칸에 의해 멸망

한 서하왕조(西夏,1038~1227년)의 후예로 추정

되는 가융장족(嘉絨藏族)이 살고 있는 최고의 장

족마을 갑거장채(甲居藏寨)가 있다. 그리고  신

비한 여인국인 동녀국(東女國)이 있는 곳이다.

唐나라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舊唐書)

에 따르면 당(唐)과 토번(吐蕃 : 티베트) 사이에

위치한 동녀국은 오늘날 단빠(丹巴)와 따오푸

(道孚) 일대에 도읍을 정하고, 걸어서 동서로 9

일, 남북으로 20일에 달하는 영토에 크고 작은

80여 개의 성(城)과 1만 여명의 병력, 수 백 명의

시녀를 거느린 여왕이 통치하는 女人天下의 나

라였다. 여자 왕족 중 총명하고 지혜로운 두 명

을 정하여 한 명은 여왕이 되고, 다른 한 명을 소

여왕이 되어 여왕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에 대비

하였다. 5일마다 열리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

하는 회의도 여자 귀족들이 참석하였다. 동녀국

의 남자들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집과 망

루를 짓거나 수리하고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

가 싸우는 역할을 하였고, 생계에 필요한 농사

를 지을 의무와 가장으로서의 권한은 모두 여자

에게 있었던 철저한 모계사회였다. 동녀국의 망

루(望樓)는 평소에는 여왕이 거주하였고, 전쟁

이 발발하면 군사요새이자 전쟁을 알리는 봉화

대로 사용되었다. 이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망

루는 아이가 태어난 후 성년이 되는 18세까지 매

년마다 단을 쌓아 성인식을 알리는 상징으로 변

화되었다. 1500여 년 전 사서(史書)에서 동녀국

은 사라졌지만 1950년까지 교통이 불편한 험준

한 산악지대에는 최후의 동녀국 여자 부족장이

존재했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인민해방군이 막강한 부족장의 권력을 몰수하

고 추방하였다. 동녀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지만 오늘날까지 단빠(丹巴)와 따오푸(道

孚)를 중심으로 그들의 후예들이 한족(漢族), 장

족(藏族), 강족(羌族)과 혼혈되어 살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옛 동녀국의 주혼제도를 비롯한

모계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인국에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독특한 주혼(走婚)이 행해졌는

데, 아시라 불리는 남자가 야심한 밤에 연인의

집 가파른 벽을 타고 오르는 파방즈 풍습이 현재

까지도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런 단빠에 우리가

왔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일인가!

단빠의 동국녀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호텔

앞에는  만년설산 계곡물이 출렁거린다. 단빠 주

변에는 깎아지른 바위벼랑으로 에워 쌓여 있다.

그 사이로 계곡물이 힘차게 흐른다. 고산증 증

세로 새벽녘에야 잠이 들어 비몽사몽간에 다들

일어났다. 

2) 현재 창원 법원 집행관 소장으로 근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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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2011. 5. 8.)
아침을 채운 우리 일행은 버스에 올라 혜원사

로 향했다. 버스는 또 다시 좁은 차마고도 도로

위로 가고 있는 도중에 버스가 멈추었는데, 시냇

가 옆에 있는 노천 온천을 버스기사 따거가 손으

로 가리킨다. 우리는 버스에 내려 도로 변 옆에

있는 개울온천으로 갔다. 개울물 밑에서 온천물

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온천물이 나오는 곳은 여

러 곳에서 온천수가 솟구쳐 나오고 그들이 간이

벽돌시설로 만들어 노천 온천욕을 즐기는 것이

다. 우리 일행중 한명인 대변인이 그 가족들과

담소를 하면서 잠시 어울렸고 우리는 발을 온천

물에 담그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

껴보았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사천성 내지 티베트 횡단

산맥에서 공가산은 고봉이 대부분 산재해 있으

며 6,000m급 이상도 20여개나 분포한다. 공가

산은 빙하는 45개로 면적은 290㎢, 협곡은 빙하

로 돼 있고 10㎞이상 되는 빙하도 5개나 되며,

최고로 긴 것은 해라구(海螺溝)빙하이며 큰 빙

하 폭포는 폭이 1,000m나 된다. 보는 이들로 하

여금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장관을 이루며, 또한

계속되는 빙하 활동으로 오늘날 해발 2,600m까

지 빙하가 내려와 있으며, 가산 해라구 주변에

대규모 온천이 있다고 한다. 훌륭한 시설을 자

랑하는 해라구 온천에 가면 온천이 나오는 곳은

수십 곳이 있으며, 해라구 온천의 수온 40~

90℃를 자랑하며 관광휴양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한다. 또한 거대한 산군으로 이루

어진 중국내륙에서 가장 높은 산 공가산!  중국

100대 명승의 두 번째인 명산 공가산의 의미는

티베트어로 ‘최고로 높고 순결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설산(雪山)의 왕이란다. 또한 공가산은 사

천성 서쪽의 동티베트 캉딩, 루딩, 스미엔, 지우

롱 4개의 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단다.

지금 우리가 혜원사로 가는 도중에 공가산

최고봉는 보지 못하지만 주변의 5천 미터 내지

6천 미터 급의 산은 조금만 가면은 볼 수 있다고

가이드가 말을 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얼마

후에 공가산 인근의 5천 미터의 설산을 볼 수 있

는 곳에 버스는 멈추었다. 고갯마루 부근은 봄

을 향해 몸부림을 치고, 인근 산에는 풀이 돋아

나 이미 초원이 형성되어 있다. 또 다시 버스를

- 노천 온천욕을 즐기는 티베트인

- 티베트 가족과 함께 그들이 즐겨 마시는 야크차를 마시는
모습 현재 창원지법 김한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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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도로를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해발 3,700

미터가  넘는 티베트 고원 평원에 들어섰는데,

막 절정의 봄을 맞아 수채화나 다름없는 아름답

고 평화로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티베트의 영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려는 듯, 고갯마루엔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오색의 타르초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 깃발의 의미는 깃발에 경전이 적혀 있다. 티

베트인들은 이 경전이 바람에 나부끼면 경전에 적

혀 있는 불력이 멀리 세상에 퍼진다고 믿기 때문

에 높은 나무나 산꼭대기에 걸어놓고 다닌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타르초가 펄럭이는

소리를 ‘바람이 경전을 읽고 가는 소리’라고 말한

다. 달라이라마 전당이라고 불리는 혜원사로 가

는 길은 그 바람 소리를 따라 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버스안에서 각자 준비한 타르

초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염원을 담아 타르초

를 달았다. 다시 버스는 고원평원에 잠시 멈췄

는데 광활한 티베트 고원을 보자 그 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는 기분

이였다.

버스는 혜원사 입구에 도착했다. 끝없이 드넓

은 초원 한 가운데 헤공사가 지어져 있다. 목조

로 지은  절인데 엄청나게 크다. 절 입구는 직선

도로로 되어 있다. 절 입구 도로에서 혜원사까

지 대충 5천 미터는 되는 것 같다. 주변은 광활

한 초원이고, 초원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   

티벳 불교 게룩파의 사찰인 혜원사(惠遠寺)는

역대 달라이 라마와 많은 인연으로 유명하다. 몽

골 준가르부족과 淸나라 군대간의 무장 충돌로

정국이 혼미하던 시기 달라이 라마 7세가 이곳

에서 6년간 머물렀다. 당시 淸 황실에서는 白銀

16만 냥을 보내 1000여 칸의 궁전루방(宮殿樓

房)과 400여 칸의 평방(平房)을 지어 혜원사를

개축하였다. 청의 황실에서 전국 최고의 사찰이

란 뜻으로 구룡구사(九龍九獅)라는 현판을 하사

하였다. 또한 청나라에서 132존(尊)의 금불상과

1700여 명의 호위 병력을 보냈다. 이후에도 달

라이 라마 9세~11세가 혜원사 부근에서 환생하

였다고 전해진다.

티베트는 문맹율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그래

서 달라이 라마가 ( 14대 이전에) 지시해서 만들

- 바람에 휘날리는 오색의 타르초

- 혜원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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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니차이다. 동그란 바퀴

안에 경전을 말아 넣어서 이 바퀴를 돌리면 경전

을 읽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티베트의 일반인

들이 늘 하는 수행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마니차를 돌리는 것이다. 티베트인은 절

안에 있는 마니차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속에서

도 들고 다니는 것이 마니차다. 

우리들은 스님의 안내로 법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멈는것을 느꼈다. 법당 내부가 주

는 몸서리쳐질 정도의 장중함과 깊이를 알 수 없

는 심연감, 우리의 마음 깊숙이를 꿰뚤어 보는

듯한 동찰감과 그 화려함에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심장박동이 정지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

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들은 혜원사를 순례한 다음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 었다. 그리고  차마고도의

멋스러운 풍경을 순례할 수 있는 티베트 고원에

있는 탑골 초원으로 이동하였다. 행복 찾아 떠

나는 불국토 여행이다. 티베트가 불교의 나라 인

것을 실감한다. 광활한 산 중턱에 살고 있는 사

람이나  넓은 초원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하

루일과는 불교에서 시작하여 불교로 끝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티베트 산 곳곳에는 '옴마니반메홈'이란 글자

가 새겨져 있다. 험준한 설산의 허리를 가로질

러 깎아지른 듯한 길을 구불구불 달리다 보면,

시야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민둥산이 펼쳐

지기도 한다.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풍경

이다. 광활한 중국대륙, 그 중에서도 특히 티베

트의 자연을 품고 있는 서남부지역에 마음이 이

끌려서 우리 수리구파 회원들이 찾아온 것이다.

가는 곳마다 불탑이 보이고 만다라다. 눈을 마

주치면 미소를 짓는 티베트 사람 그들의 삶에 만

족을 할 줄 아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티베트 전

- 혜원사 앞문에 있는 불탑인 백탑(白塔) 전경

- 혜원사 법당내부, 달라이라마

- 만다라는 카르마를 강조하고 업의 원천인 윤회사상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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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건축방식으로 지어진 돌집들이 산기슭에 사

이좋게 들어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창문 하나

하나까지 공을 들여 장식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

런데 가만히 보면은 집집마다 하나 같이 깃발을

높게 내걸어 놓았다. 오는 길에 봤던 타르초와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장대에 한 폭의 깃발을

걸어 세워 놓으면 ‘룽다’이다. 만국기처럼 가로

로 줄줄이 깃발을 걸어놓으면 ‘타르초’라 부른

다. 장족 마을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불교와 연

관이 있다.

티베트 여행 도중에 조금 아파야 하고 숨도

차야 한다는 고산증세가 한 번씩 나타난다. 눈

덮인 설산과 그 위에 하얀 뭉게구름, 깊고 파란

하늘빛과 뜨거운 태양, 게다가 한가롭게 풀 뜯

고 있는 야크의 모습,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바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풍

경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또 다른

면이 도사리고 있다. 깎아지른 협곡을 끼고 달

리는 아슬아슬하게 좁은 길이 있다. 게다가 금

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위태한 흙길

이다. 조금 마음 놓아도 되겠다 싶은 길에선 엄

청난 먼지라도 감수해야 한다. 처음 몇 시간은

이런 오프로드의 길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지

만 하루 이틀 계속 되다보니 몸은 피곤하다. 

버스는 저녁에서야 동 티베트의 관문인 캉딩

(康定)에 도착했다. 해발 2,560m, 고원의 도시

캉딩에선 만년설로 뒤덮인 설산이 즐비한데 이

곳에서는 그냥 동네 뒷산 정도다. 칸딩의 시내

는 도로 한 복판에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시냇가

에  형성되어 있고, 칸딩의 중심부에는 설산계

곡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이 바위 사이로 부서지

면서 콸콸 쏟아져 흐르고 있었다. 칸딩의 옛 건

물들을 모두 헐고 새로 짓은 빌딩들이 강을 따라

짓고 있는 중이며, 갑자기 문명 세계로 나온 느

낌이다. 하지만 고풍스러움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호텔에서 만찬후 회원들에게 자유 시간이 주

어졌지만, 2시간 후 일행들 모두 호텔 앞에 있는

칸딩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광장에는 많은 티

베트인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춤을 추는 사람,

태극권을 하는 사람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하

는사람, 고유의 악기를 갖고 나와서 연주를 하

면서 돈을 버는 음악가도 보였는데 어느 시점에

그들은 단합된 놀이로서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눈을 봤다. 언젠가는 저 살아있

는 눈동자가 그들의 나라 티벳을 구할것이란 확

신이 나를 조롱하듯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 노래

하고 있었고, 그들을 감시하는 중국경찰들의 실

탄이 든 총을 메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얼마 후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이 다 헤어

지고 우리는 광장 앞 간이 술집에서  각종 꼬치

를 안주삼아 그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호텔까

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걸어서 가는 도중 칸

- 티베트 산 곳곳에는 '옴마니반메홈'이란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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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의 학교 운동장 계단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

했다. 이 곳 칸딩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 싸

여 있고 중앙에는 큰 개울이 흐르면서 높은 산과

계곡 때문에 주거 공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학교 건물 앞 안내문에는 칸딩의  초

등학교 내지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한 건물에 있

고 한국학교 운동장 같은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휘영청 밝은 달밤이다.

오늘따라 요란했던 바람도 숨죽여 고요하다. 날

카로운 바위산이 달빛에 반사되어 학교 운동장

에 비춘다. 마치 내가 높은 바위 절벽에 앉아 있

는 묘한 기분이 든다. 

제5일 (2011. 5. 9.)
다음날 버스는 왔던 길로 출발하여 오후 3시

경 사천성 무후사 앞에 도착했다. 지난날 구채

구 여행을 할 때에 무후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

에 우리는 ‘금리( 錦里) 거리’를 보기로 하였다.

금리거리는 우리나라 서울 인사동과 비슷한 느

낌의 거리로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 상가를 재현

해 놓은 곳이다. 무후사 금리거리를 거닐면서

EBS에서 방영하는 중국여행 방송을 본 기억이

나 이곳에서 일부 일행들은 함께 양쪽 귀 청소비

로 20위안으로 약 10분 걸린 후의 느낌은 시원

하였다. 이 귀후비는 역사가 200년 이상 된다고

하니 지금은 금남거리의 관명명물이 된 샘이다.

우리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옛날 거리 금리거

리를 두루 걷으면서 옛 정취를 느낀 후 사천성

성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밤늦게 북경 숙소

인 호텔에 도착했다. 

제6일 (2011. 5. 10.)
다음날 아침 부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기내

에서 5박6일간 동티베트를 여행하면서 상념에

잠겨본다. 하늘길(天路)을 굽이 굽이 내달리면

서 우리들의 생의 본질을 훔쳐 보았다. 그것은

적멸(寂滅)이었다. 그 적멸은 대자연의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그 어떤 성취도 대자연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어

종국에는 적멸으로 함입(陷入)되어 한 동안 머

무르다가 자신이 만들었던 이전의 인록(因祿)에

따라 적멸에서 다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 나

는 것이다. 다만 적멸에서 머무는 동안은 편안

하고 우리가 찾고있는 그 세계가 이 세계인듯 벗

어 나고 싶지 않았다. 마치 우리들이 5박 6일간

의 동티베트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5박 6일간의 동티베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역시 새롭게 태어났던 것이

다.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형태로!

萬事 不如 歸去 寂滅 

(세상 그 어떤 것도 적멸로 돌아감만 못하노라)

但是 相思 悠悠

(그렇지만, 그리움은 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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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을 안고
“새벽 3시에 칼스바트를 몰래 빠져 나왔다. 그

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내

버려두지는 않았을 테니까…”. 약 220여년전 괴

테가 쓴 ‘이탈리아기행’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

되고 있다. 내가 이탈리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괴테의 기행기를 읽어 보았는데 그것은 일반적

인 이탈리아여행기가 아니었다.

괴테가 37세가 되던 해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

들이 마련해 준 축하파티에서 친구들 모르게 빠

져나와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이탈리아전역을 1

년 9개월동안이나 여행하면서 곳곳에서 만난 음

악가, 화가 등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과 교류

하고 그곳의 풍물을 살펴보고 스케치를 하면서

적은 기행기여서 나처럼 하계휴가기간 동안 잠

깐 짬을 내어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참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독일의 대문호가 수백 년 전에 이미

다녀간 곳을 잠시라도 가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자 했다. 그리하여 나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간

의 예정으로 이탈리아 일주여행을 위하여 2011.

7. 22.(금) 인천공항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1:30

경 밀라노로 출발하였다.

밀라노 말펜사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에서 약 11시간 30분을 비행하여 밀

라노의 말펜사국제공항에 현지시각으로 저녁

6:30경 도착하였는데 공항은 생각보다 아담하

였고 그 비행기는 다시 로마까지 간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바로 밀라노대성당으로 갔는데 웅

장한 두오모는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

다. 그 성당은 약 500년간 건설되었다고 하니 이

탈리아인들의 열정이 놀랍다. 

대성당 바로 옆에는 유명한 라스칼라 극장이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그려

져 있다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교회도 있

으나 미리 예약을 해야 입장이 된다는 가이드의

이야기만 들은 채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꿈에 그리던 이탈리아여행

김성수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139

시 수필 기행문

베로나와 베네치아를 향하여
오늘은 베로나를 거쳐 베네치아로 떠나는 날

이다. 베로나까지 관광버스로 약 1시간 30분 걸

려 도착하였는데 베로나는 아레나라는 로마의

원형경기장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전설이 있는

도시이다. 버스에서 내리니 마침 여름보슬비가

내리고 있어 바로 걸어서 줄리엣의 집까지 갔다

가 관광객들로 가득찬 곳을 빨리 빠져 나와 아레

나 원형경기장으로 갔다. 그곳은 지금은 한 여

름밤에 이탈리아의 오페라들이 공연되고 있는

곳이라는데 원형극장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비가 내려 을씨년스러웠다.

아레나 근처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을 시켰는데 레스토랑 안의 테이블에서 먹을 거냐,

가지고 갈 거냐고 묻기에 테이블에 앉아 먹겠다니

가격이 다르다면서 몇 유로를 더 달라고 한다. 

베네치아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어서 한식당

독도식당에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수상버스를

타고 베네치아의 중심부 산 마르코광장으로 향하

였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베네치아의 모습은 코

발트빛 바다색과 청명한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자체였다. 베네치아는 그 옛날 베네치아상인

들이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 건물을 지었고, 그

속에서 가면무도회를 여는 등 도시민 전체가 상

류사회를 이루어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산 마르코광장에 내려 산마르코 성당안으로

들어갔는데 황금과 크리스탈로 천정과 전체벽

면이 장식되어 있어 너무나 화려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성경의 4대 복음서 중 마가복음에 나

오는 마르코 성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고 한

다. 부유한 베니스상인들이 머나먼 이집트의 알

렉산드리아에서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모셔왔

는데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로 위

장해서 모셔왔다고 한다. 산 마르코성당의 벽화

에는 그러한 내용이 잘 그려져 있다.

구경을 마치고 무라노 섬의 장인들이 일하는

유리세공공장으로 가서 유리공예품을 전통적으

로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절대로 카메라

촬영은 금지되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와서 제조

과정을 몰래 찍어가서 짝퉁 유리세공품을 만들

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유리세공품들은 먼 옛날

- 밀라노 대성당 - 베로나의 아레나 원형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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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와서 멀리 신

라에까지 전해져 신라의 고분들에서 이러한 유

리병들이 발굴 되어 경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형형색색의 공예품 중에서 한참을

고르다가 63유로(한화 약 10만원)에 빨강색깔의

금도금이 장식된 유리병을 기념품으로 샀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상징이라는 가면을 사고

싶어 가게에 들렀으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포

기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왔다는 잘 생긴 총각

점원이 친절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한국말로

외쳤으나 사주지 못해 미안하였다. 그리고 베네

치아의 명물인 곤돌라를 탑승하였는데 요금이

너무 비쌌고 약 15분동안 골목골목을 구경다니

다가 내려왔다. 드디어 기다려지던 저녁식사를

이태리요리전문식당에서 하였는데 나비모양의

파스타와 생선요리, 감자요리가 나왔는데 현지

의 이태리요리인지라 그 맛이 정말 대단하였다.

피사와 피렌체로 가서
베네치아를 떠나 피렌체로 가는 도중에 피사

에 가는 일정이다. 버스로 약 4시간을 달려 피사

에 도착하였다. 걸어서 성문을 들어서니 갑자기

하얀 대리석의 건물인 세례당, 두오모, 피사의

사탑이 보였다. 푸른 초원 위에 서 있는 각 건물

들이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너무나 조화롭게

우뚝 서 있어 숨이 멎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웠

다. 과거 피사의 사탑을 역사교과서에서 보았을

때는 성당과 사탑만이 보였으나 실제로는 육중

한 세례당이 성당과 사탑앞에 버티고 서 있는 모

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사탑은 약 1200년대에 짓기 시작할 때부터 기

울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800년간이나 그런

모습으로 있다니 불가사이한 것임은 틀림없었

- 산 마르코광장의 종탑

- 산 마르코성당의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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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곳에서 갈릴레이가 중력의 원리인 낙하를

실험하였다고 하니 그럴만 하다고 생각되었다.

사탑근처의 이태리식당에서 파스타요리를 먹었

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 허겁지겁 먹기 바빴다.

피노키오 동화이야기가 피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 그 식당에서 피노키오 목각인형을 기념품

으로 산 뒤 사탑과 두오모를 뒤로 한 채 다시 피

렌체로 향하였다.

약 1시간 반 후 꽃의 도시 플로렌스, 르네쌍스

의 도시 피렌체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수

십년을 살고 있다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설명

을 들었다. 피렌체하면 떠오르는 것이 메디치가

문인데 약 350여년 동안 예술가를 지원한 로렌

초 데 메디치부터 시작된 메디치가문의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부러웠다.

시가지는 중세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

는데 ‘신곡’의 저자인 단테의 생가에 가서 벽면

에 새겨진 단테의 얼굴조각상을 카메라에 담았

는데 13세기 단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그리고 피렌체의 가장 자랑스러운

장소인 우피치(영어 ‘office’의 이태리말)미술관

으로 가서 입장료 4유로를 내고 입장하였다. 거

기에는 메디치가문에서 지원했던 예술가들인

라파엘로, 미켈란제로, 보티첼리 등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들이 중고교 미술교과서에 보았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봄의 제전’ 라파엘

로의 ‘성모와 아기예수’ 등의 진품을 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였다. 그런데 유독 르네상스의 위

대한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메디치가

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단다. 그 이유에 대해

서는 최근에 출간된 김상근씨가 쓴 메디치가문

에 대한 이야기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

는 책에 나와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생애 첫 30년 동안은 피

렌체에서 성장하고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였지만

메디치가문으로부터는 거의 무시에 가까운 푸대

접을 받았단다.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빈치는 피

렌체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빈치’라는 시골에

서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한다(‘레오나르도 다빈

치’라는 이름은 ‘빈치’라는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

도’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인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도제수업을 받았다.

그런데 다빈치의 재주는 특출하여 베로키오가

붓을 꺽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다빈치는 그

당시 엉뚱하게도 다빈치의 재주를 시샘하였다

고 추정되는 누구의 제보로 동성연애자로 고발

당하였다고 한다. 다행히 혐의는 벗어났지만 다

빈치에게는 또 다른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바

로 다빈치가 창의적인 천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작품을 끝까지 추진해내는 추진력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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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런 이유로 메디치가문은 다빈치를 내

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다빈치의 작품중

에는 미완성의 작품이 많단다. 

아씨씨와 오르비에또에 가다
오늘은 이탈리아중부지역인 토스카나지방의

아씨씨마을과 오르비에토를 거쳐서 로마로갈

예정이다. 피렌체를 출발하여 약 3시간이 지나

중세의 도시였으며 성 프란시스코 성인으로 유

명한 아씨씨에 도착하였는데 아씨씨는 산정상

부근에 위치하여 있었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대

부분 도시들이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지대에는 습기가 많아 사람이 살기에

는 매우 어려웠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고 한다. 마을이 있는 산정상까지 에스컬레이터

를 타고 가니 아씨씨가 있었고 들어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 오고 있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아

씨씨성당이 있었

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헝가리

출신의 음악가

리스트가 작곡한

피아노 곡 중에

프란체스코 성인

에 대한 곡이 있

는데 “두 개의 전

설”이라는 곡으

로서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

란체스코”와 “물 위를 걷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부제가 있다고 한다. 

성 프란체스코는 약 800년전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이웃도시인 페루자와의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1년간 포로생활을 하

고 석방된 후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과거의 생

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카톨릭에 귀의하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수도사생활을 실

천하다가 45세에 생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때로

는 정욕을 견디지 못할 때에는 장미가시가 있는

밭에서 뒹굴며 정욕을 참았다고 한다. 성 프란체

스코 성당 안에는 유명한 화가인 지오토가 그린

28개의 벽화가 있었는데 프란체스코 성인이 태

어나서 수도생활을 하는 전체 생애의 과정을 그

린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성인이

입으시던 상의와 유해가 보존되어 있었다.

아래에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옮

겨본다.

- 성 프란체스코성당앞에서

- 성 프란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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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무례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나눔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경건하게 성당내부를 둘러본 후 아씨

씨의 안내책자를 사고 나와 아씨씨시내를 구경

하면서 아씨씨평원을 바라보았는데 너무나 평

화롭게 보였다. 잠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오르비

에토 마을에 도착하여 구경하였는데 오르비에또

역시 고대로마시대부터 형성된 도시로 요즘 ‘슬로

우 시티’로 유명해졌다. 거기 카페에서 아이스크

림과 차 한잔을 마시고 다시 로마에 도착하니 저

녁 6시경이었다.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를 가다
오늘은 로마에서 이태리남부지방인 나폴리까

지 가야 해서 아침 6시경 반부터 간단히 빵과 베

이컨을 먹고 7시 15경 나폴리로 출발하였다. 약

3시간 후 폼페이에 도착하였는데 폼페이유적은

몹시 황량해 보였다. 서기 79년 8월 24일 약 20

킬로미터정도 떨어져 있던 베수비오화산의 폭

발로 화산재에 뒤덮여 순식간에 사라져 간 비운

의 도시! 그 당시 인구 2만 5천여명이 살았다는

거대한 폼페이에는 관광객들만 북적거렸다. 약

2000여 년 전에는 폼페이도시가 상업의 요충지

였고 해변에 접해 있어 배가 정박하는 항구도시

였으나 지금은 지형이 바뀌었다고 한다. 나는 그

당시 폼페이시민들이 살았다는 폼페이의 모습

을 상상해 보았다. 공중목욕탕, 환전소, 제빵집,

홍등가와 에로틱한 프레스코화, 공동집회장소

였던 포럼 등---요즘 우리들이 사는 도시의 모

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저 멀리 베스비오화산만이 폼페이를 굽어보면

서 그날의 아비규환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듯

하였다. 아직도 그곳은 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

다고 한다. 그곳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그날의

흔적들인 폼페이시민들의 시신들과 개의 시체,

여러 가지 항아리와 그릇 들만이 쓸쓸히 놓여져

있었다.

- 폼페이 유적과 베수비오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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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 가면 좀 더 생생한 유

물들을 볼 수 있다는데 가지 못하여 아쉬웠다.

폼페이유적을 구경한 후 다른 일행들은 카프리

섬으로 가고 나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은 소렌토

로 기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돌아오라 소렌토로’라는 노래가사가 절로 떠

오르는 소렌토는 아주 조그만한 귀여운 도시였

고, 가로수는 대부분 노오란 레몬이 열려 있는

레몬나무였다.

거기에는 세기의 성악가였던 나폴리출신의

안리코 카루소가 요양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두

었다는 엑셀시오 호텔이 있었고 우리 일행은 그

호텔의 카페에 앉아 저 멀리 소렌토언덕과 바다,

베수비오화산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소렌토시내의 풍물시장을 둘러보니 여러

가게에서 다양한 모양의 레몬술을 팔고 있었고 가

게주인이 레몬술을 한 잔 주어 마셔 보니 새콤한

맛이 이채로웠다. 다시 나폴리로 돌아와서 나폴리

시내 구경을 하였는데 가이드말에 의하면 나폴리

는 과거의 세계 3대 미항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한다.

이탈리아에도 남북간의 지역갈등이 있고 남부

지방에 대한 차별에 시민들이 반발하여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 난

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저녁 무렵

에 약 2시간 반을 달려 로마에 도착하였다.

로마시내 구경을 마치고
오늘은 이번 이탈리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인

로마 시내 구경을 하는 날이다. 로마는 내가 15

여년전 한번 여행을 하였던 곳이라 그리 낯설지

는 않았다.

- 소렌토 언덕

- 레몬술

- 폼페이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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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동안에 포로 로마노 광장, 콜롯세

움, 스페인 광장, 라보나 광장, 트레비분수 등을

아쉬운 마음으로 둘러보고 이탈리아의 여정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귀국행 비행기에 피곤한

몸을 실었다.

글을 맺으면서
시오노 나나미는 무려 30여년을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15권의 ‘로마인이야기’를 쓴 반면 약

2,000여년 전의 로마의 흔적을 단 며칠 동안 둘

러보고 여행기를 쓴다는 것은 승용차를 타고 달

리면서 산을 보는 것과 어찌 다를 것이 있으랴!

그러나 변변치 못한 기록이나마 이렇게 적어보

는 것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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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장소 정하기

올 가을엔 여행을 한 번 다녀 와야겠다는 생

각을 하던 차에 한 지인에게서 대만이 의외로

저렴하고 볼거리도 알차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

서 대만을 한 번 알아 보았는데 다섯 살 짜리 딸

도 함께 데려가야 하는데 대만은 음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되고 더구나 여행을 가려는 시기에

비행기표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만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패키

지 여행은 왠지 여행답지 못한데다가 내가 원하

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 볼 수도 없어서 자유

여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중국은 자유여행

하기에는 아직 벅찬 곳이고 일본 그 중에서도

부산과 가까운 큐슈가 적임지로 생각되었다. 큐

슈는 동경과는 거리가 멀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

도 별로 없고, 더구나 2005년에 패키지로 대충

한 번은 훑어 본 곳이다. 그래서 큐슈로 낙찰! 

여행준비

이번 큐슈여행은 자유여행 + 렌트카 여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남편이 여행을 가기 전

미리 숙박장소와 선박편(외국여행을 배로 갈 수

있다는 점은 부산에 사는 커다란 혜택 중 하나

이다), 렌트카를 알아보았다. 렌트카는 모 인터

넷 사이트에서 토요타 렌트카를 예약했고, 선박

은 코비로 정했다. 숙박은 일본의 숙박예약 전

문 사이트인 자란넷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호텔

1박, 일반 호텔 1박, 그리고 일본 전통식 료칸 1

박으로 정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서

여행 일정은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잡았다. 후

쿠오카에 도착한 첫 날 후쿠오카의 유명한 장어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카타 역 주변에서 1박. 다

음 날 아침 렌트카를 타고 벳푸로 가서 딸이 좋

아하는 사파리 관람하고 헬로키티 놀이동산을

들러서 헬로키티 룸이 있는 호텔에서 1박. 3일

째는 유후인으로 가서 유후인을 둘러보고 료칸

에서 1박. 마지막 4일째는 유후인에서 후쿠오카

로 와서는 렌트카를 반납한 후 코비를 타고 한

가을에 다녀 온 큐슈

이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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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니 너무 여유 있는 여정이 아닌가 싶기도 했

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서 무리하지 않

기로 하였다. 

여행준비는 대략적인 일정을 정한 후 꼭 필요

한 세 가지, 왕복교통편, 숙박예약, 렌트카 예

약을 먼저 하고 나서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

다. 딸 여권이 아직 없어서 집 근처 홈플러스에

가서 사진을 찍은 후 시청에 직접 가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딸 여권을 보니 흐뭇한 생각도 들

고 여행을 자주 가서 여권 출입국란 여백을 빨

리 채워 줘야 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부부만 여

행을 갈 때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딸도 함께 가니 약국에 가서 구급약도 준비했

다. 애기들 열 날 때 응급용으로 열 떨어뜨리는

약, 후시딘, 모기약, 지사제, 소화제, 파스, 대

일밴드, 멀미 방지약 등등(여행 3일째 딸이 약

간 열이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응급약을 그

나마 준비해 가서 다행이었다. 열이 조금 오르

다가 말아서 약을 쓰진 않았지만 응급약을 준비

해 가지 않았다면 마음고생이 심할 뻔 했다). 

큐슈 여행책자 2권, 일본 도보 여행책 1권(유

후인 부분이 나와서 샀다)을 사서 우리가 갈 곳

을 집중적으로 보고, 인터넷에서 여행 후기를

검색해서 수시로 보았다. 여행책자의 경우 길안

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고 대중교통

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렌트카 관련

여행 후기를 많이 참조했다. 인터넷 여행후기를

보니 큐슈를 렌트카로 다녀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런데 예전에 북경에 갈 때도 느낀 점

이지만 많은 여행후기가 있어도 정작 내가 찾는

정보는 없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애기가 함께

가는 거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

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막상 찾는 정보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다음에 큐슈를 가게 되면 이번 여행 경

험을 토대로 좀 더 편한 여행을 할 수 있을 듯하

다. 

여행 2주 전부터 보다 본격적인 준비를 해

야 하는데 2주 전은 왠지 산만하고, 여행 전주

는 나도 남편도 바빠서 일단 떠나고 보자는 처

지가 되었다. 걱정은 되지만 잘 되겠지라는 심

정으로 여행 전날 잠이 들었다. 

Ⅱ여행 1일째

비틀을 타고 하카타 항으로

드디어 여행 첫날이 되었다. 아침 7시에 일어

나서 아침을 먹고 어제밤에 챙겨놓은 여행가방

과 준비물을 한번 더 확인했다. 남편은 딸과 함

께 집 앞 빵집에 가서 간식으로 먹을 빵을 사왔

다. 배가 11시에 출발하는데 2시에 도착하면 점

심식사가 좀 늦어서 준비한 것이다. 등대콜을

불러서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출발했다. 추석

이라 그런지 차가 그다지 밀리지 않아서 좋았

다. 터미널 2층에서 선박탑승권을 발권받았다.

유류할증료, 부두이용료로 7만 원 정도가 추가

로 들었다. 출입국심사대 및 검색대를 통과했

다. 선박은 비행기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해서

좋았다. 검색대를 통과하니 익숙한 면세점이 보

인다. 참 작고 단촐한 면세점이다. 일단 출국 전

에 사 둔 면세품부터 찾아서 가방에 넣었다. 작

고 단촐한 터미널 면세점은 킬링타임용으로 가

볍게 둘러보았다. 터미널 면세점은 다른 곳보다

양주가격이 저렴해서 양주도 사고 배멀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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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딸에게 멀미약도 먹였다. 딸기맛이라고

맛있다면서 잘 먹는다. 

10시 45분경 승선을 시작한다. 우리 승선권 3

장은 두 좌석은 붙어 있고 나머지 한 좌석은 떨

어져 있어서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아저씨

에게 좌석교환을 부탁한다. 뒷자리에 있던 아주

머니들이 웃길래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는 이미

한 차례 자리를 옮겼는데 우리 때문에 다시 또

자리를 옮긴 것이었다. 우리 딸은 배타고 난 후

신나는지 재잘거리고 논다. 빵도 먹고 배 안에

서 파는 과자도 먹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딸이

잠들자 남편은 ‘빅 픽처’라는 책을 읽는다. 사진

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희망에 따라

변호사가 된 한 남자가 우연히 저지른 범죄를

계기로 사진가로서의 명성을 얻는다는 줄거리

의 소설인데 초반부는 미 중산층의 생활을 제법

재미있게 묘사했다고 한다. 

오후 1시 50분경 하카타 항(원래 후쿠오카는

상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하카타와 사무라이들

이 주로 거주하던 후쿠오카 지역이 합쳐진 것인

데 도시이름은 후쿠오카가 되었지만 상인들의

명칭인 하카타가 항구이름으로 남은 것이라고

한다)에 도착했다. 2005년에 온 후로 두 번째

방문이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외국인 입국시 얼

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를 취

하고 있다. 별로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고 예전

에 이것 때문에 대마도에서 엄청 기다린 경험이

있어서 달갑지 않다. 그래도 여기는 입국심사대

가 여러 곳 있어서 입국심사가 대마도보다는 훨

씬 빨라서 좋다. 입국심사를 마친 후 세관검사

대를 지나는데 일본인 아저씨 직원이 남편에게

일본어로 질문을 한다. 나중에 들으니 후쿠오카

에서 어디서 숙박하냐고 물어서 토요코인이라

고 말해 줬더니 토요코인이 어디냐고 다시 물어

서 하카다 역 앞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옆에서 일본인 직원이 말하는 폼새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자기네보다 후진국에서 왔다고 조금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백

인이 왔다면 그러지는 않았겠지. 일본인이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동양인을 무

시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는 맘에 들지 않는다.

하긴 예전부터 ‘탈아입구’를 꿈꾸었던 자들이니

까. 그래놓고 대동아전쟁이란 말은 또 왜 붙였

을까. 하여간 편리하게 사는 민족이다. 남편이

일본어를 조금이나마 할 줄 알아서 다행이긴 한

데 다음에는 영어로 응수를 해 주어야 겠다. 일

본인들은 영어 쓰는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친철해진다고 하니. 

세관을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갔다. 남편이 관

광안내소를 들러서 지도를 얻어왔다. 관광안내

소에 물어보니 5살짜리는 버스요금이 무료라고

한단다. 역시 어린 나이에 데리고 다녀야 경제

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터미널을 나와서 왼

쪽으로 가니 버스정류장이 있다. 여기서 하카타

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 일본버스를 타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버스는 탈 때 발

권기의 표를 뽑는데 여기에 자신이 탄 역의 번

호가 적혀 있고 버스 앞쪽 전광판에 역 번호에

따른 요금이 표시되어 있어서(탑승하는 정거장

숫자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점점 많아진다), 나

중에 내릴 때 표시된 요금을 내고 내리면 된다.

터미널에서 하카타 역까지는 220엔이다. 거스

름돈은 반환이 안되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1,000엔은 버스 안 교환기에서 100

엔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

오는데 하카타 역 전에도 하카타 뭐 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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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이 있는데 정확히 ‘하카타 역’에서 내려

야 한다. 그전에 미리 내리면 곤란하다. 

하카타 시티

하카타 역 정거장에서 내리니 바로 하카타 역

이 보인다. 규모가 제법 큰 역이다. 역 앞에는

바로 ‘컴포트 호텔’이 있는데 하카타 역을 이용

하기에는 위치상으로 가장 편리한 호텔인 듯하

다. 다음에 오게 되면 이 호텔을 한 번 이용해

봐야겠다. 하카타 역은 하카타 출구와 츠쿠시

출구가 있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하카타 출구

여서 역을 관통해서 츠쿠시 출구로 나갔다. 그

쪽에 있는 요도바시 건물 4층 식당가에서 하카

타 라면(하카타는 ‘돈코츠’라는 일본식 돼지국

물 라면이 유명하다. 이 돈코츠라면은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간단하게 한끼 식사를 빨리

하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발달한 것이라고 한

다. 우리네 비빔밥도 부엌에서 일하던 어머니들

이 나물에 밥을 비벼서 빨리 먹기 위해서 생겨

난 것이라고 하니 그 기원이 서로 닮은 점이 있

다)을 먹기 위해서이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일

본 라면전문점이 제법 생겨서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일본에 왔으니 역시 일본의 대표음식을

맛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간편하기도 하고. 요

도바시 건물은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4층에 갔

더니 식당가는 보이지 않고 게임센터만 있었다.

식당가가 안쪽으로 있나 해서 둘러보지만 역시

보이지 않는다. 안내표지판을 보니 9월 하순부

터 식당가가 없어졌다고 한다. 역시 현지사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구나. 요도바시 건물에서

하카타 역으로 오는 길에 있는 라면집에서 빨리

먹기로 하고 들어가 본다. 일단 하카타 라면 2

그릇을 시켰다. 우리 딸이 먹을 그릇이 없어서

남편이 남자 직원을 붙들고 사라 ~ 코도모(어

린이) ~ 라고 어찌저찌 말했더니 알아듣고 어

린이용 포크와 그릇을 가져다 준다. 아무렇게나

들어간 집이지만 맛은 제법 괜찮다. 일본 라면

은 생면을 사용해서 면은 소화가 잘되는데 국물

이 조금 느끼한 것이 흠이다. 간단히 식사를 하

고 하카타 역을 가로 질러서 다시 하카타 출구

쪽으로 향한다. 오늘 숙소인 토요코인(부산에도

지점이 생겼다. 저렴한 가격에 시설도 깨끗해서

좋은 평을 얻고 있다고 한다)은 하카타 출구에

있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하카타 역 안에서 에

키벤(철도역에서 파는 도시락. 일본은 철도 도

시락이 다양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있다) 파는

곳을 확인해 두고, 크로와상이 맛있다는 ‘미농’

이란 빵집을 찾는다. 에키벤을 확인한 것은 내

일 아침에 에키벤을 사서 점심을 해결하려는 계

획이었기 때문이다. 미농은 에키벤 옆에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찾기가 쉽다. 일단 줄

을 선 다음 앞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을 보고 3가

지 맛 크로와상을 골고루 주문했다. 편의점에서

물도 좀 산 후에 토요코인으로 갔다. 토요코인

은 회원의 경우 3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한데 비

회원은 4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다. 도착했더

니 4시경이어서 무사히 체크인을 했다. 객실은

9층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좁은 공간을 효

율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객실

배치였다. 일단 객실에서 잠깐 쉬면서 일본티비

도 틀어본다. 태풍의 진로를 확인해야 하기 때

문이다. 일본에 오기 전 태풍이 일본을 지나간

다면서 은근히 여행을 만류하는 가족들의 우려

에 대해서 큐슈는 직접 지나가지 않는다면서 강

한 여행의지를 내보였지만 역시 약간 걱정이 되

었다. 대충 분위기를 보니 태풍은 큐슈 남쪽으

로 스쳐지나가는 정도일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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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 출발 직전 일본 각지에서 독도 관련 반

한 시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점도 좀 마음에 걸

렸지만 막상 와보니 하카타 역 앞에서 반중시위

가 약간 있었고 그것도 우리네 시위와는 달리

조용조용하게 진행되는 편이었다. 

‘요시즈카 우나기야’의 장어덮밥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을 먹기 위해

딸아이 손을 잡고 ‘요시즈카 우나기야’라는 이

름의 장어요리 전문점을 찾아 나선다. 밖은 이

미 어둠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 부산과는 달리

조명이 별로 없어서 밤이 더 어두운 느낌이다.

하카타 역 앞에서 지도를 보면서 계속 직진을

하였다. 지도상으로는 교차로에서 더 직진을 하

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교차로가 복잡해서 위치가

좀 헷갈린다. 남편이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물어

보니 자기들도 잘 모른단다. 일단 느낌에 따라

서 계속 직진을 하기로 한다. 그런데 20미터 정

도 가니 우리가 찾던 요시즈카 우나기야가 보인

다. 혹시나 다른 장어요리점이 아닐까 해서 간

판을 확인해 보았지만 우리가 찾던 곳이 맞다.

지도만 의지해서 찾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으니 조금 놀

라운 느낌도 들었다. 역사가 오래 된 집이라고

들었는데 건물을 신축했는지 식당 자체는 깨끗

하다. 2층에 올라가 보니 장어 냄새가 제법 난

다. 2,000엔 정도의 가격에 장어덮밥도 있고 역

시 비슷한 가격의 장어도시락(장어구이는 조금

적고 대신 좀 더 다양한 반찬이 있다. 장어덮밥

은 반찬이 거의 없다)도 있다. 일단 장어덮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걸로 2인분을 시켰다. 조금

기다린 끝에 나온 장어덮밥을 먹어보니 장어가

부드럽게 잘 굽혔다. 소스도 약간 짠 듯 하지만

맛있다. 우리 딸은 장어는 한 번 먹더니 가시가

있다고 안 먹었지만 밥은 양념이 되어 있어서인

지 잘 먹었다. 먼저 다 먹고는 식당 입구의 부엉

이 인형 앞에 가서 놀다가 온다. 다음에 부모님

들 모시고 오게 되면 한 번 들러보면 좋을 듯하

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딸아이가 식당

앞의 강변에 내려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가 보았

다. 조금 운치가 있기도 한데 주변이 너무 어둡

다. 강(냇가에 가까운 지도 모르겠다)을 배경으

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옆에 보니 한 남녀가

벤취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가 버

린다. 우리가 신경쓰였을까?  

돌아오는 길에는 남편이 나카스 포장마차를

구경한다고 찾다가 조금 이상한 길로 빠져버렸

다. 삐끼로 보이는 아이들이 다수 있는 걸로 봐

서 술집 골목인 듯 하다. 나카스 포장마차는 포

기하고 식당으로 오는 길에 봐 둔 일본마트 ‘구

루메 시티’를 들러서 간단히 쇼핑을 했다. 디저

트로 먹을 1회용 과일모듬도 사고, 마실 물, 요

구르트, 딸 간식용 스낵, 일본 라면(기성품) 등

을 샀다. 구루메 시티에서 약간의 위기상황이

있었지만(딸이 화장실을 급하게 찾아서 마트 내

화장실로 데려감) 무사히 쇼핑을 마치고 토요코

인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역시 어둡다. 절

약정신이 뛰어난 것인지, 사람들이 어둡게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인지 잘 모르긴 하지만 불필요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전력낭비는 없을 듯 하다. 

토요코인으로 와서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자두

기로 한다. 남편이 금연방이 없어서 흡연방으로

했다고 하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지는 않지만 계

속 있다보니 조금 냄새가 난다. 일본은 우리보

다 흡연에 대해서 관대한 듯 하다. 내일은 동양

최대 사파리라는 아프리칸 사파리와 헬로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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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동산인 하모니 랜드. 전적으로 우리 딸을

위한 일정이다. 딸아이가 내일 즐거워 할 모습

을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나는 것 같다. 

Ⅲ 여행 2일째

렌트카를 타고 벳푸로

오늘은 갈 길도 멀고 4일간의 여행 중 그래도

일정이 가장 바쁜 날이라서 일찍 일어났다. 토

요코인은 숙박을 하면 아침이 제공된다. 어제

체크인 했던 1층 로비를 아침에는 식당으로 사

용한다. 식사는 간단한 뷔페식인데 제법 먹을

만 하다. 예전에 오사카와 동경의 호텔에서도

아침은 제법 괜찮았는데 일본 호텔은 아침식사

에 제법 신경을 쓰는 모양이다. 기대보다는 괜

찮았던 아침식사를 하고 토요코인을 나선다. 

일단 하카타 역 츠쿠시 출구 쪽으로 간다. 토

요타 렌트카 하카타 역 앞 지점은 그 쪽에 있다.

역을 지나면서 에키벤 2개를 구입했다. 하나는

고등어초밥이고(여행책자에 추천되어 있어서

샀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비오는 날

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린 맛이 강하고

초밥 하나가 너무 커서 한 입에 먹기도 어렵다),

하나는 대충 보고 아무 것이나 골랐다. 나중에

먹어보니 대충 산 에키벤이 더 맛있었다. 토요

타 렌트카에 가서 일단 접수부터 한다. 남편이

맵코드를 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한 부 받았다.

맵코드는 전화번호가 없는 곳, 그러니까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는데 유용한 점이 있다고 한

다. 나중에 써보니 전화번호 검색보다는 맵코드

검색이 보다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접

수를 마치자 남자직원이 차를 보여주고 차에 대

해 간단히 설명을 해준다. 차키가 스마트키라고

계속 말하길래 차문 개폐도 스마트키인가 했더

니 시동 거는 것만 스마트키였다. 내비는 한국

어로 해달라고 하고(최신 차량인 ‘아쿠아’만 한

국어 내비가 가능하단다. 앞으로 점차 확산될

수도 있으니 렌트카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비의 한국어 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

인하기 바랍니다), 아프리칸 사파리에 가니 그

곳을 목적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렌트카를 타고 길로 나선다. 좌회전부터 시작

해서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출발. 시내도로를

조금 달리니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섰다. 600

엔인가를 내고 다시 길을 간다. 고속도로는 제

한속도가 80킬로미터인데 주변을 둘러보니 지

키는 차량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80킬로미터를 지켜서 운행을 하는데 한국에서

처럼 늦게 간다고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지는 않

아서 좋다. 후쿠오카에서 조금 멀어지니 고속도

로가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고 차량도 한산하

다. 고속도로인데도 길이 좌우로 많이 휘어지고

노면 상태도 별로이다. 말이 고속도로이지 우리

로 치면 4차선 국도랑 별로 다를게 없는 것 같

다. 왜 이런 길에 이렇게 비싼 요금을 받을까.

태풍의 영향으로 비도 오고 바람도 제법 불어서

가는 길이 그다지 편안하지는 않다. 

1시간 40분 정도 달려서 벳푸만 휴게소에 들

린다. 비바람이 좀 거세어 졌다. 차에서 내려 휴

게소에 가는 길에 비를 조금 맞았다. 휴게소는

아주 깔끔하고 잘 꾸며져 있었다. 휴게소 식당

에서 파는 음식들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이 들어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 보기로 한다. 돼

지고기 우동이 제일 인기 있다고 해서 그걸로

주문해서 먹어 보았다.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데

고기 냄새가 조금 나는 것이 흠이다. 휴게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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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벳푸 특산 과자와 초콜렛도 팔고 있어서

조금 구경을 해 보았는데 앞으로 살 기회가 많

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사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

다. 

휴게소에서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한다.

그런데 휴게소의 고속도로 진입로를 나오면서 렌

트카가 도로 오른쪽의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

생했다. 남편이 에어콘을 조작하느라 잠깐 한 눈을

판 듯 하다.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고 다시 출발했다.

벳푸휴게소에서 조금 더 가니 내비가 고속도

로 톨게이트로 안내를 한다. 3,000엔 정도의 도

로요금이 나왔다. 거리는 120킬로미터 정도인

데 3,000엔(우리 돈으로 약 4만 5천 원)이라니.

참 도로비가 비싼 나라이다. 

사파리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톨게이트를 나와서 좁은 편도 1차선 도로로

30분 정도 가니 아프리칸 사파리가 나왔다. 길

이 꼬불꼬불한데다가 산쪽에 자리잡고 있어서

비바람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파리 요금을 먼

저 계산한다. 그리고 입구를 통과해서 오른 쪽

으로 조금 가면 사파리 차량이 출발하는 장소가

있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확인해 보니 휴게소 사고의 피해

는 생각보다는 경미하다. 오른 쪽 앞바퀴 휠이

도망가 있고 오른 쪽 앞 범퍼 아래쪽이 제법 긁

혔다.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

데 남편 말로는 면책금 2만 엔만 내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되었다. 

사파리 차량 출발시간이 1시라서 그 전에 차

안에서 에키벤을 나누어 먹었다. 여행책자에서

강력추천했던 고등어초밥은 너무 크고 맛도 비

려서 별로였다. 그냥 아무렇게나 산 에키벤이

더 맛있었다. 딸아이도 에키벤이 맛있다고 잘

먹었다. 급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1시에 맞추어

서 사파리 차량에 탑승했다. 우리가 마지막 탑

승객이었다. 탑승권을 직원에게 주니 듣던 대로

초식동물용 사료와 고구마, 고기 등 동물먹이가

든 바구니를 하나 갖다 주었다. 차 안에는 먹이

를 집을 수 있는 쇠집게가 있고 창가 쪽은 위 아

래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구멍이 확보되어 있었

다. 키가 작은 짐승은 아래 쪽으로 기린 같은 키

큰 동물은 위쪽으로 먹이를 주면 된다. 처음은

양같은 초식동물들부터 시작한다. 배가 고픈지

차량을 세우니 먹이를 받아먹으려고 마구 몰려

든다. 집게로 먹이를 주니 얼른 먹어치운다. 성

미가 급한 녀석은 빨리 먹이를 달라고 뿔로 차

량의 철조망을 들이받기까지 한다. 우리 딸은

무섭다고 나를 꼭 안고는 동물 가까이로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나중에야 용기를 내어서 내 손

을 잡고 먹이를 주었다. 무서워 하면서도 재미

있어 하는 것 같다. 조금 지나니 드디어 사자우

리다. 사자들도 고기를 받아먹으려고 모여든

다. 남편이 약간 무서워 하는 기색으로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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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사자들은 순순히 받아 먹는다. 사자들이

잠깐 멈칫하자 맹금류가 잽싸게 날아와서 고기

를 채간다. 말 그대로 전광석화같다. 이렇게 가

까이서 동물을 보니 멀찌감치서 보는 것이랑은

차원이 틀리다. 여행책자에서 비싼 입장료가 아

깝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다고 하더니 정말이다.

차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 차량으로도 사

파리 관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동물들에게 먹

이를 주는 재미를 누리려는 분들은 사파리 차량

을 꼭 타 보시기 바란다. 조금 더 가니 얼룩말

두 마리가 달려가는 모습도 보인다. 항상 텔레

비전에 하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모습을 실제로 보니 흥미롭다. 사자 다음

에 대형 육식 동물로 호랑이가 있다. 순순히 차

량으로 다가와서 먹이를 받아먹던 사자와는 달

리 호랑이는 멀뚱멀뚱 차량을 쳐다만 볼 뿐 가

까이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자와는 달리 배

가 고프지 않은걸까 아니면 제왕의 자존심을 내

세우는 것일까. 옛말에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더니(실제 호랑이는 풀을 뜯지 못하

지요) 쇠꼬챙이에 달린 조그만 고기를 받아먹는

굴욕을 감내하지는 않는 것일까. 사파리 관람은

대략 한 시간 정도가 걸렸다. 날이 좋으면 경치

도 좋을 듯 한데 비바람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

지 않아서 아쉽다. 사파리만 본 후 다른 동물원

시설은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벳푸만로얄

호텔을 거쳐서 하모니랜드로 가기 위해서 출발

한다. 하모니랜드가 5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가

급적이면 빨리 가야한다. 

헬로키티와의 만남

30분 정도 가니 벳푸로얄호텔이다. 일단 짐

을 풀기 위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

다. 그런데 방이 헬로키티 방이 아니다. 이럴 수

가 우리 딸에게 헬로키티 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곳으로 왔는데 헬로키티 방이 아니라니. 남

편이 프론트에 물어보니 헬로키티 방으로 교환

이 가능한데 추가 요금이 5,000엔이 든다고 한

다. 당연히 추가요금을 감수하고 방을 교환했

다. 헬로키티 방에 들어가 보니 귀여운 헬로키

티 인형이 있고 장식이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

다. 우리 딸이 기뻐한다. 창 밖으로 보니 벳푸

만이 훤히 보이는 것이 풍경이 괜찮다. 

짐을 간단히 풀고 다시 하모니 랜드로 향한

다. 내비로 하모니랜드 전화번호를 찍고서 갔는

데 내비가 하모니랜드 바로 앞까지 안내하지 못

하고 주변까지만 안내를 한다. 약간 헤매다가

이번에는 맵코드(유명한 장소를 일련번호로 지

정해 놓은 것이다. 목적지를 정확히 안내하니

내비를 사용할 때 유용하다)를 입력하니 하모니

랜드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어느 덧 시간

이 4시 가까이 되었다. 하모니랜드로 입장하려

고 하니 그 곳 직원이 5시에 문을 닫는데 괜찮

냐고 묻는다. 괜찮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주차비 300엔을 따로 내었

다(하모니랜드를 이용해도 주차료를 받는다. 우

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유럽에서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다).

매표소 맞은 편에 주차장이 있다. 매표소에 가

서 요금을 보니 입장료가 비싸고 그나마 5시까

지 밖에 안해서 남편과 아이만 들여보내고 밖에

서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들어보니 들어가서

대관람차(크게 천천히 도는 것), 회전목마, 레

일로 도는 기차 세 가지를 타고, 헬로키티 공연

을 3,4분 정도 보고, 헬로키티 옷을 입은 사람

과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놀이기구는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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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만 탔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날씨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명색이 일요일인데 사람이

너무 없다. 이래서 운영이나 가능할까 싶다. 

너무 짧은 방문이라서 아쉬웠지만 5시가 되

어서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 사진

좀 찍고 저녁을 먹으러 간다. 저녁은 일식 가이

세끼 요리[한자로는 회석(會席)요리인데 우리

나라의 한정식과 비슷한 느낌이다]를 하는 호텔

내 일본식당이다. 음식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오

지만 맛은 그다지. 내일 묵을 료칸은 식사가 주

종목이라고 하니 이 곳의 가이세끼 요리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옆 자리에 일본인

부부가 3살 정도 되는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애

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소란스럽게 한다. 나중에

우리 딸하고 인사도 했는데 일본인 아줌마가 남

편하고 한두 마디 말을 주고 받았다. 나중에 남

편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우리 애가 5살

정도 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 부럽다고 했

다고 한다. 자기 애기가 너무 어려서 힘들다는

뜻이겠지.

맛은 없지만 나오는 음식을 종류별로 거의 다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호텔 밖으로 잠깐 나가

서 밤공기도 마시고 주변을 둘러본다.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라서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다. 어

제처럼 구루메시티 같은 마트를 가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늘을 보니 예쁜 보름달이 둥실 떠

있다. 추석이니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남편이

딸에게 달을 보고 “엄마, 수연 건강하게 해 주세

요”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니 딸은 기특하게도

아빠까지 넣어서 “엄마, 아빠, 수연 건강하게 해

주세요”라고 빈다. 남편이 기뻐하는 것 같다.

호텔 1층에 기념품 가게가 있어서 잠깐 둘러

보았다. 과자가 다양하게 있고 시식할 수 있는

작은 통도 준비되어 있길래 종류별로 다 맛을

보았다. 벳푸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카보스(유

자의 일종으로 오이타 현의 특산품)로 만든 과

자를 한 통 샀다. 과자에서 과즙맛이 나는 것이

특이하고 맛도 괜찮다. 객실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다. 남편은 지하 1층의 대중탕 온천에 간다

고 한다. 딸이 아빠를 따라간다고 떼를 써서 간

신히 떼어 놓았다. 남편에게 온천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자기 말고는 다들 유카타와 슬리퍼를

신고 와서 약간 멀쑥했다고 한다. 실내는 한국

과 비슷한데 노천탕도 있고 수질도 괜찮은 편이

라고 한다. 나는 어차피 내일 료칸에서 온천을

한다는 생각에 오늘은 그냥 일찍 자기로 했다.

호텔방은 싱글침대 2개가 있어서 서로 붙인 다

음 우리 식구 3명이 같이 잤다. 

Ⅳ 여행 3일째

유후인으로 가는 길

벳푸로얄호텔은 어제의 토요코인에 비하면

방도 크고(좀 과장하면 운동장 정도의 느낌?)

침대도 널찍해서 편안하게 잘 잤다. 

호텔예약시 조식과 석식 포함으로 했기 때문

에 아침식사는 호텔에서 해결했다. 아침식당은

뷔페식이다. 일식도 있고 양식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음식들 중에서 요구

르트에 알로에 가루를 섞어서 먹는 것이 특이하

다. 나중에 유후인에서 다시 들린 구루메 시티

에서 보니 기성품 중에도 알로에 요구르트가 있

다. 일본에서는 알로에 요구르트가 제법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어제 저녁보다는 식사가 괜찮

다.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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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침식사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체크아웃을 하는데 헬로키티방 교환 요금

5,000엔 외에 온천세 300엔(성인 1인당 150엔)

이 더 나왔다. 온천을 한 명밖에 안 했는데 왜

두 명 온천세를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온천을 하

든 안하든 세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프론트에서

답변을 한다. 다음에 온천호텔에서 묵으면 가급

적이면 온천을 해야겠다. 

호텔에서 나오려는데 어제 저녁에 가이세끼

식당에서 본 일본인 부부와 아이가 있다. 어제

호텔에 올 때는 못 봤는데 호텔 1층 로비에 헬

로키티 대형인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도 딸

을 헬로키티 옆에 앉히고 옆에 준비된 모자를

씌우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제 다시 아쿠아 차량을 몰고 유후인으로 향

한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서 날씨가 맑고 청

명하다. 일반도로를 따라서 30분 정도 가니 첫

목적지인 아르테지오 미술관(유후인의 넘버 원

료칸이라는 ‘산소 무라타’에서 운영하는 미술

관. 유후인 역에서 도보로는 약 45분 정도 걸린

다고 한다. 렌트카 여행이 아니면 접근하기 쉽

지 않은 장소이다)에 도착한다. 도로가 좁은 것

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도로의 포장이 제법

훼손된 곳이 눈에 많이 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도로관리가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예상했는

데 예상과는 많이 틀리다. 

아르테지오 미술관 옆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와 보니 아르테지오

미술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입장료가 1인당

600엔으로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딸은 아직

어린 관계로 무료이다. 아이가 어릴 때 많이 데

리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거듭 든다.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들어가 보기로 한다. 내부에는 그

림과 조형물이 균형 있게 전시되어 있다. 그러

나 전시된 내용물만 보면 600엔(우리 돈으로 약

9,000원)은 좀 아까운 듯 하다. 특이한 점은 음

표 모양을 새긴 조형물이 있다는 것과 미술관

한 쪽 구석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서고가 있다는

것이다. 베토벤 모양을 그린 그림도 특이하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앞과 뒤 두 군데

가 있는데 한 곳에는 라디오 방송국 같은 곳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곳에서 무슨 방송을 할까?

미술관이 작아서 사진까지 찍어도 금방 돌아 볼

수 있다. 미술관과 마주 보고 조그만 카페가 있

어서 그 곳에서 초콜렛을 하나 샀다. 남편은 초

콜렛 사는 옆에서 두리번 거리더니 산소무라타

의 롤케익이 유명하다면서 직원에게 롤케익이

있는지 물어본다. 직원은 롤케익을 팔긴 하는데

테이크 아웃은 안 되고 먹고 가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롤케익 작은 것 하나와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먹고 가기로 했다. 통유

리문을 통해서 바깥 경치가 훤히 보여서 기분이

몹시 상쾌하다. 유리문을 열어두어서 바깥바람

이 좀 찬 듯 했는데 직원분이 와서 유리문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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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다. 롤케익이 오니 딸아이가 흥분해서 열

심히 먹는다. 자기 먹을 것이 모자란다고 엄마

는 조금만 먹으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한다. 기

분 좋은 카페에 와서 맛있는 케익까지 먹고 있

으니 참으로 좋았다. 남편은 커피가 양이 적지

만 원두를 잘 볶아서 맛이 좋다고 한다. 이런 좋

은 장소에 와서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니 행복하다는 말도 한다. 자유여행의 장점

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이유로 우리 가

족은 패키지 대신 자유여행을 선택했던 것인데

소기의 목적을 일부는 달성한 것 같다. 

카페를 나와 보니 바로 옆에 한국인 이름으로

된 화랑이 한 곳 있어서 그 곳도 가 보았다. 알

고 보니 재일교포 2세였다. 2층으로 되어 있는

데 부담없이 한번 둘러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

다.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도 몇 장 찍었다. 

여행책자의 지도를 보니 주변에 산소무라타도

있고 다른 미술관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계속 걸

어서 둘러본다. 사람이 별로 없어 한적하고 경

치도 좋아서 가을을 느끼기에는 제격이었다. 레

스토랑 같은 곳도 보이는데 산소무라타에서 운

영하는 곳이 아닌가 싶다. 산소무라타가 보이면

외관이라도 한 번 보고 싶었는데(아까 카페가 마

음에 들어서 산소무라타도 직접 한 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쉽게 찾을 수는 없었다. 다음에

는 산소무라타를 한 번 방문해 보고 싶다.

유노다께 안에서 점심식사를

차를 타고 유후인의 기린코 호수로 향한다.

목적지는 유후인의 유명 료칸인 가메노이 벳소

(산소무라타, 유후인 타마노유와 함께 유후인의

3대 료칸이다. 기린코 호수를 끼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에서 운영하는 식당인 유노다께안. 코

스요리는 비싸지만 점심도시락은 비교적 합리

적인 가격에 가메노이 벳소의 요리를 맛 볼 수

있다는 한 블로그의 추천 때문이다. 게다가 여

기서 식사를 하면 무료주차가 가능한 장점도 있

다(기린코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대부분임. 또

일본은 불법주차에 대한 페널티가 강력해서 불

법주차는 조심). 내비의 안내에 따라서 조금 가

니 가메노이 벳소가 보인다. 남편은 왠일로 대

담하게 가메노이 벳소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곳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어차피 같은 곳에서 운

영하는 식당이니 주차장도 같지 않겠냐면서. 그

런데 주차를 마칠 무렵 남자 직원 한 명이 나와

서 어딜 방문하냐고 묻는다. 유노다께안을 간다

고 하니 거기 주차장은 따로 있다면서 직접 걸

어서 안내를 해 준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차가

들어갔을 때 벌써 사람이 나와서 어디 가냐고

물었을텐데 주차를 다 하고 나서야 사람이 나타

나니 확실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속도가 빠르

긴 한 것 같다. 

주차를 하고 유노다께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

본전통가옥을 식당으로 개조한 듯한 느낌인데

왠지 부산의 동래별장을 생각나게 한다. 음식맛

도 동래별장처럼 평범하면 안되는데(동래별장

의 한정식은 별다른 특색이 없죠). 입구쪽에 대

나무통에서 흘러나오는 약수가 있다. 물을 받는

국자를 들고 약수를 배경으로 해서 딸과 사진

한 장!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다미로

된 방이 있어서 그 곳에 자리를 잡았다. 방 안에

서 바깥 경치가 잘 보여서 운치가 있다. 메뉴판

을 보니 제일 앞자리에 도시락과 런치코스가 있

다. 도시락은 2,000엔 정도, 런치코스는 3,150

엔(여행책자에는 런치코스가 4,000엔 정도로

안내되어 있던데 가격이 내린 모양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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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내서에서 추천했던 도시락으로 주문하려

하니 이미 매진되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점

심 코스로 주문한다. 처음에 두부가 나오는데

약간 찰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이하다. 하

여튼 맛은 괜찮다. 다음에 사시미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 가이세끼 요리에서 나온 것보다는 훨

씬 맛있다. 특히 기억나는 음식은 화로같은 곳

에 석쇠를 올리고 버섯을 구워 먹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버섯이 맛있었다. 그 외 요리도 특이

하고 맛이 괜찮았다. 도시락과 크게 가격 차이

도 나지 않아서 런치코스를 먹기를 잘했다는 생

각이 들었다. 후식으로 샤베트가 나왔는데 딸아

이가 맛있다고 잘 먹는다. 아빠 옆에서 아빠랑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자기는 열심히 먹으면서

아빠보고는 천천히 먹으라고 한다.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

게 관리되고 있어서 역시 괜찮은 식당이라는 생

각을 한 번 더 하게 된다. 전체적인 느낌은 음식

맛과 경치의 멋의 겸비한 식당이라는 생각이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유

후인을 오는 분들에게 한 번쯤 들러보라고 추천

하고 싶은 곳이다. 

유후인 상점가

차는 주차장에 두고 유후인 상점가를 둘러보

러 간다. 먼저 기린코 호수부터. 호수가 정말 작

다. 호수라기 보다는 큰 웅덩이라고 하는게 맞

지 않을까.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정말 볼 것 없

는 호수를 이런 관광명소로 키운 일본인들의 능

력에 감탄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이 간다. 아침 이른 시간에 보면 멋있다고

하는데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다. 호숫가를 한

바퀴 돈 다음 유후인 상점가를 찾아 간다. 기린

코 근처에는 샤갈 미술관도 있고 식당도 몇 군

데 있다. 일단 상점가부터 보고 나중에 천천히

둘러보려고 생각하고 일단 상점가로 향한다. 사

람들이 많은 길로 계속 가다 보니 상점가 골목

이 나왔다. 유명한 허니비(벌꿀과 벌꿀 아이스

크림을 파는 곳)가 가장 먼저 보여서 벌꿀 아이

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다. 여직원이 대단히 불

친절하다. 아마도 아르바이트생같은데 그래서

일까. 하여튼 일본인이라고 다 친절하지는 않으

니 자유여행시에는 유념해야 겠다(한국인이라

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역별, 연령별로 차이

가 있는 것 같다). 불친절함과는 관계 없이 아이

스크림은 맛있었다.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딸이

아이스크림콘을 자기가 들고서 내려놓지를 않

는다.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랑 남편이 번갈아가면서 뺏어먹기도

했다.  

상점가를 계속 둘러본다. 1,000엔 샵도 있고,

다양한 가게들이 있다. 가게 중에는 토토로 인

형(‘이웃의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인형이 예상 외로 많이

팔려나가서 ‘지브리’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에 눈 뜨게 되었다고 하지요)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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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있는 곳도 있다. 어제와 달리 날씨는 맑은

데 바람이 제법 많이 분다.

일단 산소무라타에서 운영하는 가게인 B-

speak까지 갔다. 여기의 롤케익이 유명하지만

아르테지오 카페에서 이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가게 모습만 봐 두었다. 거기서 다시 기린코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금상코로케(유후인의

간식거리로 유명합니다. B-speak의 롤케익,

허니비의 아이스크림까지 3가지는 유후인을 들

린다면 한 번은 맛보아야 할 간식거리입니다)를

두 개 사고 딸 장난감도 한 두 개 샀다. 원래 계

획은 기린코 주변의 미술관과 가게를 좀 더 둘

러볼 생각이었지만 바람이 강해서인지 딸아이

가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일찌감치 료칸으로

가기로 했다. 

유노다께안의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를 타고

료칸으로 출발한다. 기린코의 좁은 골목길을 거

쳐서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바람에 서

로 교행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다. 우리나라의

소나타였으면 아마도 지나가지 못했을 것 같다.

일본에서 소형차가 잘 팔리는 것은 이런 이유도

큰 것 같다.

전체적으로 길이 좁다. 골목길을 나와서 5분

정도 가니 오늘의 숙소인 료칸이 보인다. 가는

길에 구루메 시티도 보인다.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와 봐야 겠다. 

오야도 유라쿠

오늘 묵을 료칸은 ‘오야도 유라쿠’. 가이세키

요리로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음식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취향에 맞는 료칸

이다. 딸은 차 안에서 이미 잠이 들었다. 아빠

가 딸을 안고 료칸으로 들어간다.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니 저녁식사 시간과 내일 아침식사

시간을 묻는다. 점심을 잘 먹었더니 배가 불러

서 저녁은 6시 30분, 내일 아침은 8시로 예약했

다. 체크인 후 착하게 생긴 남자직원이 방으로

안내 해 준다. 료칸은 친절서비스로 유명하다더

니 남자직원이 짐도 방까지 들어다 주고 애기가

잘 수 있게 한 쪽 구석에 이불도 깔아준다. 남편

에게 일본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는데 남편이

조금만 할 줄 안다고 하니 천천히 뭔가를 설명

한다. 남편이 잠시 남자직원을 따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방에 딸린 조그만 온천 외에 공

동온천이 있는데 그 곳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남자직원이 나간 후 남편과 함께 공동온천으로

가 본다. 그다지 크지도 않고 야외가 조금 보이

기는 하지만 운치 있는 노천탕이라고 하기는 힘

들어 보였다. 딸이 자는 사이에 방에 딸린 온천

에서 목욕을 했다. 온천욕을 하니 몸도 개운해

지고 여행의 피로도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

다. 온천욕을 하는 동안 남편은 어제 보던 ‘빅

픽처’를 계속 읽었다고 한다. 나름 재미있는 책

이라고 한다. 딸은 약 2시간 가까이 잠을 자고

일어난다. 아까 유후인 상점가에서 콧물도 흘리

고 약간 열이 나는 듯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자고 일어나더니 열도 없고 건강하다. 

6시 30분에 예정대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는 듣던 대로 괜찮았다. 고등어 회가 포함된 사

시미는 양과 질 모두 괜찮았고 전채도 먹을 만

했다. 메인이 샤브샤브인 듯 했는데 소고기는

어디 것을 쓰냐고 물어보니 구마모토산 소고기

라고 한다. 색깔도 좋고 맛도 괜찮은데 샤브용

소고기 치고는 조금 두꺼운 듯 했다. 아이를 위

해서 삼각김밥을 두 개 준비해 주었는데 딸은

원래 김을 좋아하는데다가 밥 자체가 맛있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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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순식간에 두 개를 다 먹어치웠다.  

배불리 먹은 후 오는 길에 봐 둔 구루메 시티

로 산책을 간다. 후쿠오카도 어두웠지만 그래도

불빛은 조금 있었는데 여기 유후인은 시골이라

서 불빛도 찾아 보기 어렵다. 약간 으스스한 느

낌도 든다. 조금 걸으니 구루메 시티이다. 후쿠

오카에 있던 구루메 시티보다는 아무래도 규모

도 작고 시설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왠만한 건 다 있다. 딸은 자고 일어나

더니 힘이 넘치는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신

나게 논다. 마트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카트가

있는데 그걸 혼자 계속 밀고 다닌다. 일본 단무

지도 좀 사고 카레와 국수도 좀 샀다. 마트 한

쪽 구석에 약국이 있는데 이미 영업시간이 끝나

있었다. 구급약을 준비해 오기를 잘 했다는 생

각이 한 번 더 들었다. 

다시 료칸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다. 딸은

남편과 같이 온천욕을 했다. 탕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남편이 머리를 감기고 목욕을 시

켜서 내보냈다. 물기를 닦고 옷을 입혀 주었더

니 좋아한다. 남편도 온천을 하고 나오더니 기

분이 상쾌하고 좋다고 한다. 남편은 예전에 아

소팜에 갔을 때도 그 곳 온천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니 온천체질인가 보다. 그런데 료칸이 좀

좁아서 답답하다면서 다음에는 좀 더 큰 곳으로

가 보자고 한다. 우리가 마트에 갔다오는 동안

료칸직원이 방 한가운데 탁상을 한 쪽으로 치우

고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았는데, 이불이 두꺼운

데도 그다지 무겁지는 않은 것이 특이하다. 이

제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간다.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든다. 

Ⅴ 여행 4일째

유후인 역

아침 7시 쯤 일어났다. 남편은 온천을 한 번

더 할지를 고민하더니 귀찮다고 안한다고 한다.

7시 40분 쯤부터 아침 식사 준비를 하러 어제의

남자직원이 들어온다. 7시 50분경부터 아침식

사를 시작했다. 아침치고는 양이 너무 많았다.

9시에 체크아웃을 하면서 료칸에 주차한 차는

10시경 가져가겠다고 말해두었다. 마지막으로

유후인 역을 도보로 한 번 갔다 오기 위해서이

다. 길을 올라가다 보니 오른쪽에 ‘다케오’라는

이름의 지붕이 특이한 가게가 보이는데 덮밥이

맛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 가게인 듯 했

다. 다음에는 저 곳 덮밥을 한 번 먹어봐야겠다.

계속 가다보니 교차로가 나왔다. 지도로 보면

좌회전해야 유후인 역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남편이 지나가는 연

세 지긋한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11시 방향을 손

으로 가리키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 이런

분들이 친절 일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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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안내받은 길로 조금 올라 가니 유후인 역

이 보인다. 도시적인 역 모습에 익숙한 우리에

게는 다소 시골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모습이다.

역 안은 제법 운치가 있어서 역을 배경으로 기

념사진을 몇 장 찍어둔다. 다시 료칸으로 돌아

오는 길에 기념품 가게를 들러서 밥주걱 작은

것 하나와 딸 선물을 하나 샀다. 

머나 먼 토요타 렌트카 지점

이제 차를 타고 후쿠오카시 토요타 렌트카

하카타역 앞 지점으로 출발이다. 약 50분 쯤 달

리다가 휴게소가 보여서 들어가 보니 간이휴게

소이다. 남편이 혹시 졸음이 올지 모른다면서

캔커피를 하나 마시고 다시 출발했는데 조금 가

다보니 정식 휴게소가 보인다. 정식 휴게소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 곳에 갔을텐데 조금 아쉽

다. 벳푸를 벗어나 후쿠오카 근처로 가니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도로가 커지고 차량도 제

법 많아 졌다. 벳푸로 올 때와 달랐던 점은 군용

차량이 자주 보였다는 점이다. 무슨 특별한 일

이라도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만 알 길은 없다.

후쿠오카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해서 하카타 역

근방에서 내린다. 가다 보니 주유소가 보여서

그 곳에서 기름을 가득 채운다. 만땅(가득)이라

고 하니까 직원이 잘 알아듣는다. 남편이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고 하카타 역 앞에서 88번 버

스를 타면 여행이 무사히 끝난다고 말한다. 그

런데 내비 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토요타 렌트

카 지점이 그렇게나 멀고 찾기 힘들 줄은 그 때

는 미처 몰랐다. 

일단은 남편이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렌트카

지점 근처까지 잘 왔다. 그런데 근방에 토요타

렌트카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보이지는 않고 남

편은 당황하는 눈치다. 렌트카 지점을 찾아 길

을 헤매다가 좌회전을 잘 못 했더니 도시고속도

로 입구로 잘못 진입했다. 도시고속도로로 진입

만 가능하고 다시 돌아 나올 수도 없는 길이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비상등을 켜고 차가 안

오는 틈을 타서 역주행해서 간신히 빠져 나왔

다. 다시 내비로 목적지로 토요타 렌트카를 설

정해서 갔다. 내비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데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잘 살펴 보

니 도로의 오른쪽 건물 뒤편에 토요타 렌트카가

있는 듯 했다. 남편이 지나가던 중년의 일본인

아저씨들한테 길을 물어보았는데 불친절한 아

저씨들은 여기라고만 짧게 말하고 그냥 가버린

다(역시 일본사람들 모두가 친절하지는 않다).

차에서 내려 걸어서 오른쪽 건물 뒤로 가보니

과연 토요타 렌트카가 있다. 남편도 차를 돌려

서 토요타 렌트카로 찾아왔다. 이번 여행 중 가

장 힘든 순간이다. 렌트카 지점에서 여직원이

나와서 차량을 반납한다. 남편이 조그만 사고가

났고 그 날 태풍이 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

는 듯 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렌트비용 약 2

만 엔과 사고면책금 2만 엔(그나마 적은 편이어

서 다행이다) 합계 약 4만 엔을 결제했다. 남편

이 점심식사를 위해서 그 곳 여직원에게 근처에

우동가게가 있냐고 물어보니 횡단보도를 지나

서 계속 직진하란다.

여직원이 일러 준 대로 가보니 ‘모스버거(일

본의 햄버거 체인)’가 있는 건물이다(하카타 역

츠쿠시 출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보면 있다).

이번에 일본에 와서 아직 못 먹어본 일본음식들

을 시켜본다. 새우튀김우동, 메밀소바 그리고

카츠동(돈가스덮밥).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

인데 역 앞 가게라 그런지 맛은 별로다. 그나마

우리 딸이 카츠동과 우동을 잘 먹어서 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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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 다음에 일본에 오면 제대로 된 소바와

카츠동을 먹어 봐야겠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음식을 받아

들여 만들어진 3가지 대표음식이 있는데 돈까

스, 카레라이스, 단팥빵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

니 카레라이스는 예전에 동경에 갔을 때 록본기

의 ‘로쿠로쿠 다이닝’에서 맛있게 먹어 본 적이

있는데, 돈까스와 단팥빵은 한국에서만 먹어보

고 일본에서는 별로 먹은 적이 없다. 다음에는

얘들도 한번 섭렵을 해야겠다. 먹을 게 너무 많

은가? 

하카타 항으로 그리고 부산항으로

우동가게를 나와서 편의점 ‘로손’에 가서 간단

히 먹을 롤케익을 하나 산다. B-speak(아까 얘

기했죠. 유후인에 있는 유명한 케익가게)의 롤

케익에 비하면 가격은 싸다. 하카타 역을 지나

서 하카타 출구로 나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서 E스테이션에서 88번 버스를 기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88번 버스가 도착한다. 운좋게

딸아이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이제 렌트카로

인해 놀랐던 가슴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하다.

렌트카 여행을 할 때 차량 반납은 가급적 전날

에 하고 여행 마지막날은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주변을 간단히 둘러보는 것이 안전한 여행일정

인 것 같다. 다음 자유여행 때 교훈으로 삼아야

겠다. 하카타 항에 도착하니 한국어로 안내방송

이 나온다. 여행가방을 든 한국인들이 많이 있

으니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

도 무방하다. 

하카타 항 1층에서 좌석배정을 받았다. 여직

원이 일본인 같은데 한국말도 조금 아는지 서툰

한국말로 설명도 해 주었다. 좌석배정시 유류할

증료로 4,500엔만 받아서 예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했더니 항구이용권은 무인단말기에서 성인

1인당 500엔에 별도로 구입해야 한단다. 결국

운임 외 5,500엔의 비용이 추가되었다. 나가는

출국 절차는 입국 절차보다 간단해서 좋았다. 

배를 타기 전 조그만 항구 면세점을 둘러본

다. 과자도 조금 사고 딸 장난감도 샀다. 주위

의 한국분들도 다들 마지막 쇼핑을 하느라 분주

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아주머니들. 

드디어 승선. 배는 코비이다. 한국인 직원이

승선하고 있다. 승선 직후에 딸 멀미약을 안 먹

인 게 생각나서 급히 멀미약을 먹였다. 딸아이

는 약간 장난치다가 금방 잠이 들었다. 남편은

일본맥주를 하나 사서 천천히 마신다. 렌트카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긴 했나 보다. 일본에 올

때와는 달리 파도가 제법 심하다. 배멀미를 심

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딸아이는 멀미약을 먹

어서인지 다행히도 잘 자고 있다. 

배 안에서 전우치전(강동원 주연, 임수정이

출연했다는 사실은 이 때 처음 알았다)을 틀어

주었는데 영화가 끝나갈 즈음 부산항에 도착했

다. 부산 앞 바다는 파도가 잔잔해서 좋았다. 일

본에 갈 때와는 달리 배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

으니 입국심사장이 나온다. 약간의 문제가 있었

지만 세관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Ⅵ 여행을 마치고 나서

재작년 가을에 북경 패키지 여행을 다녀 온

후로 2년 만의 여행이다. 재작년 봄에 일본 동

경을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으니 자유여행을 기

준으로 하면 2년 반만이다. 더구나 우리 딸과

처음으로 함께 한 해외여행이고 생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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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렌트카 여행이다. 처음 하는 렌트카 여

행이어서 여러 가지 생소한 점들이 있었고 게다

가 딸아이한테도 신경을 쓰느라 여행을 할 때는

편안하다기보다는 다소 긴장된 상태의 연속이

었던 것 같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해 본 재미있는 여행이었다

는 생각이 든다. 딸아이도 잘 먹고 잘 놀고 낯선

외국여행에 예상보다는 잘 적응했다. 여행을 즐

기는 사람은 여행을 마치면 다음 여행일정을 세

운다던데 다음 여행지를 생각해 보는 행복한 고

민에 한 번 빠져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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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는 들어가지만 노인이 되지 않는 길

가. 필자는 1949년 생으로 곧 우리법상 노인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나이들어갈 것인가 남은 날

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대비하여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

래 살려면 나이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나이더 먹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은 삶의 지혜를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습

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노인은 지혜로움이나 존경의 대상이기보다 무기력하고 사회에 부담

이 되는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노인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911년 생인

히노하라 박사라는 분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월간지 문

예춘추등에서 보았더니 일본에서 ‘장수시대의 신’이라고 불릴 정

도로 존경을 받으면서 102세인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는 의사였습니다. 국내에 출판된 저서는 ‘죽음을 어떻게 살 것인

가(김옥라 옮김. 궁리 2005년)’밖에 없었습니다. 그 책만 보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사 앙브루와즈 파레의

이야기는 두고 두고 새겨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이따금 하는 일이다.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일은 좀더 자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병이 난 사람의 마음을 편하

게 해주는 일은 의사도 간호사도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다.(To cure sometimes, To relieve often,

To comfort always)  스스로에게 재판을 할 때나 변호할 때 당사자들을 편하게 해주었는가. 어떻

게 당사자를 편하게 위로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줍니다.

나. 일본에서 히노하라 박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하여는 세토우치 자쿠조라는 여승이 히노하라

씨를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日野原重明)박사

홍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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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에세이는 어느 것도 판매순위가 1, 2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같은 ‘히노하라 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불안을 느끼고 삶의 지침을 희구하면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갈피를 못 잡는 일본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나 부처님

이 아니라 평이한 말로 몸과 마음을 제대로 진단해주는 히노하라 선생의 가르침인 것이다. 마치 ‘히

노하라교(敎)’가 생긴 느낌이다. 그 교조(敎祖)의 가르침에 신도들이 넋을 잃고 따라가는 형국이다.”

일본책 파는 서점에 다니면서 히노하라 박사의 저서들을 사서 보았으나 일본어 실력도 부족하고

솔직히 내용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책을 그냥 가지고 있기보다 그 서문이나 후기, 그

리고 내용의 목차만이라도 보면 히노하라 박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폭, 활동범위 나아가 인생역

정을 개괄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책 가운데 아래에서 소

개할 수 없는 책은 이름만 소개합니다. 인생을 빛내기 위해 예술을{人生を輝かせるために　アート

を- (實業之日本社 2007년발간)}, 길이가 아닌 생명의 풍요로움 {(長さではない、いのちの豊かさ）

2004년 12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다 {(あるがま、行く) (朝日文庫.2010출판)},히노하라 시

게아키의 살아가는 방법철학 (日野原重明の生き方哲学), 일본인과 사계(日本人と四季), 습관이 ‘생

명의 나무’를 기르다 {習慣が’いのちの樹’を育てる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오노 게이코씨(小

野惠子)대담.大和書房 2007년}

히노하라 박사의 저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언제든지 책을 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2. 산다는 것의 본질 (生きることの質)
(岩波現代文庫 2008년 출간. 원판 1993년)

<서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의 평균수명은 이제는 남성 75살, 여성 82살에 이르러 세계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1991년). 이러한 것은 국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일본의학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은 신생아 수가 적고, 유아사망률이 미국 또는 다른 곳보다 훨씬 낮은 것 등이 그 이

유에 관계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발전도상국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체제가 없으며 일

본인만을 위한 보건행정에 몰두하면 된다라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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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의 임상의학은 결코 최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결함 많은 의료가 만연하

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인지해야 한다. 일본은 고도의료기술로 수명효과를 올리고 있지만, 되살아

난 사람, 환자생활의 질, 생명의 존엄을 진실로 소중하게 대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국민에게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하는 정보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이나 어른환자, 특히 노인 人生晩期 생활

의 윤택함과 따뜻함, 생의 보람을 부여하고, 인간으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의의를 당사자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결여되어 있다. 이 점은 유럽, 미국과 비교하자면 그 나라들

만 못한 것이다.

특히,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나 특별노인요양원, 노인 병원, 정신병원 등의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행동의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환자나 노인의 모습을 보면 다

만 비참할 뿐이다. 

『마지막이 좋다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세익스피어의 희곡이 있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

는 인생말로(末路)이다. 많은 병원에서는 지금도 모르핀에 의한 통증 컨트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암환자가 많다. 또한 입으로 식사를 섭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맥내 점액주사를 맞히거나, 산소흡입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창문 밖 풍경조차 볼

수 없어 둘러싼 벽 안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학의 진보는 지식이나 테크놀로지의 진보로 대표된다고 생각하는 의학자나 의사가 너무나 많

다. 또한 오늘날 의료는 의사중심이다. 의사가 지휘를 잡으면서 의료시스템을 디자인 해왔지만, 여

기에는 의료를 받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환자나 노인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병원이나 노인시설의 구조나 환경의

개선이 월등하게 諸國 문화국보다 늦어지고 있다. 일본의 일류라고 불리우는 호텔은 외국에서는 기

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가 좋다. 미술관, 백화점 혹은 문화ㆍ스포츠시설, 교양회관 등 어느 것

을 보아도 일본은 생활대국에 어울리는 세계 일류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를 자랑하

는 이러한 문화시설과 비교하자면 일본의 병원은 안타깝게도 이류 이하의 슬픈 현실이다.

1951년에 내가 미국에 처음 유학했을 당시, 무엇보다도 먼저 병원의 훌륭함에 놀랐다. 오늘의 일

본은 아직 그 레벨에도 미치치 못한다. 내가 현재 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성루카국제병원의 건물

은 1933년에 미국인의사 R.B.토이슬러(Teusler) 선생의 노력에 의해 지어졌다. 교토의 대학병원밖

에 몰랐던 나는 이것이 근대병원인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에는 예배당, 훌륭한 카페나 넓은

로비 등이 있고 병동에는 수 많은 개인병실 그리고 샤워실까지도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의 일본병원의 상식을 넘어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하고, 예방한다라는 폭넓은 활

동을 목표로 한 시설이었기에, 당시 이미 메티컬 센터라는 호칭이 붙여졌다. 1992년 4월에 훌륭한

신병원이 완성되었지만 내가 최초로 이 구병원을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비교하자면 이번은 조금 나

아진 정도라고 생각한다. 즉 구 성루카병원은 당신의 일본에서는 반세기정도 앞선 설계였지만 미

국에서는 이미 그것이 보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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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가 일본의 병원활동 중 느낀 것은 구급체제의 뒤쳐짐이다. 구급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극히 드물고 구급시설이라 해도 반 정도는 구급전문의가 없다. 그것은 대학에 구급의료 강좌가 좀

처럼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안에 노인의학 강좌가 적은 편이다. 81개

의 의학부, 의료대학 안에서 노인을 연구하는 강좌가 십여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면 일

본은 노인의학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에서는 80~90%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소가 병원인

셈이다. 그 병원이라고 한다면 창문도 충분하지 않으며 병실에는 화장실이나 세면대도 없고 임종

의 물은 플라스틱 컵으로 마신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모두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일까. 병원은 사람

이 태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며 수술을 하거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죽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곳을

왜 우리들이 일상을 보내는 가정생활보다 잘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한 사람의 의사나 간

호사의 책임이 아닌 나라의 책임, 시민의 책임인 것이다.

일본의 환자는 의사에게 배려심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에 대한 기부는 많지 않다. 즉 병원을 지탱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이다. 환자는 단지 병원을 한 때 이용할 뿐이다. 또한 개업의와 병원

을 어떻게 구별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나는 일본의 각종 병원 급성 혹은 구급병원, 또는 만성 병원 등이 제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역주민은 그것을 인지한 후에, 각각의 병원과 관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병원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환자 측에서 병원에 가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무엇을 위해 그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할까라는 것을 시민에게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병원에 바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amenity)이다. 쾌적한 환경의 본래 의미는 ‘당연한’

이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여태껏 너무나도 소홀히 해왔다. 더욱 아름다움이나 여유, 고요함,

프라이버시 등 ‘기분 좋음’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늦어진 일본의 병원이나 노인시설의 내정(內情)을 잘 알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는 급성

기의 병은 고사하고 거기에는 입원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너무나 따분하게 중고자동차처럼

인생의 만기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강하게 하는 점액주사 등에 의한 행

동 억제, 그리고 기관내 삽관 산소호흡으로 발언의 자유조차 빼앗기고,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이것은 인생 최대 비극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줄여서 QOL)이라는 말은 원래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GNP(국민총

생산)의 급성장을 무턱대고 겨냥한 나라들이 자원이나 에너지의 대량소비와 자연파괴 중에서 국민

의 생활로부터 빼앗은 여유와 쾌적함을 회복하자, 인생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회복하려고 만

든 말이다. 그것이 영미 의학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오늘로부터 25년 전(1968년)이었다. 일본

에서도 10년 정도 전부터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케어에 관심있는 소수의 의사,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QOL라는 말을 의료계에 소개했다. 그리고 최근 생명에 대해서는 그 길이와 함께 혹은 길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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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그 질 즉 생활 질적 레벨을 높이는 것을 의학의 도달 목표로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의학계에서는 겨우 최근에 들어 이 같은 것이 문제로 여겨지게 되어왔다. 하

지만 강론은 해도 그다지 실천은 하지 않고, 의료기기 이외의 내ㆍ외적 면은 아직 아득히 먼 영미

나라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21세기를 수년 후로 앞둔 오늘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 환자나 쇠약한 노인이

근대의학기술에 의해 그지없이 증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QOL을 어떻게 충족시킬까를 국민전체

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실천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생명은 그 길이보다도 질이며 깊이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병들고 나이가 들어도 흡족한 마음의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어두워갈 때에도 빛은 있으리

로다’라는 구약성서 제가리야 제14장 7절에 적혀있다. 이 말은 일본 최초의 특별요양원 ‘십자의 정

원’을 창립한 허니 월코여사에게 바쳐 집필한, 한센병 치료와 노인의료로 일생을 살아오신 여의사

하야시토 미코씨와 우에다 세이 간호사와의 저서명(출판 성산사)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단지 ‘산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닌,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이다.

-플라톤 『크리톤』 48B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의 구별을 플라톤으로부터 배워,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목차

서문 -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Ⅰ. 강연

1. 생명의 유한성과 생명의 깊이

2. 죽음은 삶의 일부

3. 당신의 수명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

4. 그 [때]와의 만남

- 만남을 만남으로 하기 위해 -

5. 사랑한다는 것은 -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

6. 생명을 되묻다

7. 문제시되는 터미널케어의 실상

8. 연명의 의료에서 [유종]의 의료로

9. 21세기의 의료와 환자

- 새로운 의사, 환자관계

10. 노년이야말로 빛나는 자유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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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과 삶의 보람의 새로운 생각을 디자인하다

12. 기독교신자의 삶과 죽음

-  그 바램과 기쁨 -

Ⅱ. 에세이

1. 생애를 통해 학습하는 것의 의미

2. 자신과 만나다

- 투병과 하이잭 체험 -

3. 죽음을 어떻게 살았는가

4. 병명고지와 터미널케어

5. 끝이 있는 생명에 받침을

후기

이와나미현대문고판 후기

<저자 후기>

저는 교토대학의학부를 1937년에 졸업한 후, 오늘까지 56년 동안 약 3000편의 논문이나 에세이

를 쓰고, 공저· 분담집필도 포함하면 저서도 약 200권을 출판했습니다.

제가 미국유학에서 귀국한 1952년부터 성루카국제병원의 내과과장 겸 원장대리를 1974년에 그

만두기까지 23년 동안 쓴 것 대부분은 전문인으로써 임하는 의학, 보건, 간호교육에 관한 것이었습

니다. 1974년에 성루카간호대학의 학장이 되고나서도 계속해서 꽤 많은 수의 논문을 썼지만 그 대

부분은 의학이나 간호의 교육론, 전문의제도, 건강교육, 게다가 POS진료진료기록카드 (프로그램

오리엔티드 시스템, program oriented system: ‘환자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해결

을 도모한다’는 진료기록카드기재의 새로운 방식)의 TYRO에 대해서도 일반 분들에게 읽어주셨으

면 하는 저작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1980년 이후 저의 관심은 醫의 倫理나 터미널 메디신(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노인에게 편안한 노

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의학)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회 이외의 강연, 제가 존경하는 윌

리엄 오슬러 박사에 관한 강연, 제가 그리는 의학의 장래상에 대한 강연 등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강연록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은 특히 ‘살아간다

는 것’, ‘삶의 방식’에 대한 강연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은 반세기에 걸친 임상의 경험 중 환자나 가족분들로부터 들은 목소리를 제 마음 한 구석에

담아두고,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에 부연하여 그것을 저의 사색과 함께 전개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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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는 성루카국제병원장의 격무(激務)까지도 학장직과 겸임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

었습니다. 병원장으로 병원의 실제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지금, 내·외적인 부분에서 인간이 생

활하는 있어 필요한 질이야말로 의료 안에서 더욱이 문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실감하

고 있습니다.  

이와나미출판에서 이른바 ‘삶의 방식’에 대한 저의 저작을 단행본으로 내는 건 이 책으로 세 권째

입니다. 먼저 1988년에 NHK시민대학에서 5일에 걸친 연속강의가 『인생의 사계를 살다』라는 제목

으로 간행, 이어서 1991년에는 『생명을 응시하며』가 출판되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 50여년

이나 임상의로써 현역에서 일해 온 발자취 속에서 구축한 저의 생과 죽음에 대한 사상을 지금까지

저의 저작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독자분들께서 저 두 권의 책을 통해 읽어 주신 것이 기대 이

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권째가 되는 책, 본서 편집을 담당해주신 것은 1권부터 관계해 주신 이와나미출판의

다카무라 고지씨와 저의 비서인 사토우 쿠코씨입니다. 전작을 이어받아 한층 깊어진 책이라는 의

도로 두 사람이 1990년 이후 저의 수많은 강연이나 인터뷰 중에서 12편을 그리고 에세이로 잡지,

신분 등에 발표한 것 중에 5편을 골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산다는 것의 질』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으로써는 지나치게 딱딱한 것 같이 생각되기

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의학이 너무나도 생의 길이에만 지나치게 구애한 것에 저 자신도 강하게 반

성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 지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소중한 것은 한 사람 인간의 몸이라는 그릇이 받

아들인 ‘물’ 로, 그 물의 ‘투명도’만이 생명의 질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판한 이래 가장 오래된 『아픈 마음과 몸』(일본YMCA동맹출판부, 1958년)이나

『생의 선택』(동일, 1981년)을 썼을 때에 말한 저의 삶에 대한 사상이 지금 어떻게 쇄신해왔을까, 혹

은 어떻게 저의 심지가 보존되어 왔을까는 독자 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강연은 구성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중에 인용하는 문헌

이나 사례는 이미 활자로 되어 있는 것과 중시하는 것이 적지 않은 것을 온 몸으로 지적받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저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 이라고 하는 명

언의 진리에 입각하여 좋은 것은 몇 번이나 되풀이해도 다른 시점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 또 가

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연 중에 사용한 숫자는 일부 최근 것으로 고쳤으

며 어느 시점의 것인지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출판에 이르기까지 즐겁게 만나주신 다카무라 고지씨와 사토우 쿠코씨에게 감사를 보냄과 동시

에 강연이나 에세이 자료수집, 교정에 노력해주신 비서 키시노 메구미씨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마움

을 전합니다.

199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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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 살아가는 방법 1 (生き方上手 1)
(コ-リ-ク株式會社2001년 )

<목차>

서문 –나의 바램 6

6월의 어느 날 『생기 있게』의 편집부가 다가왔습니다 8

<서문> 

나의 바램

앤 모로 린드버그(Anne Morrow Lindbergh)의 『바다의 선물』에서 한 줄의 문장을 접했을 때 또

는 의사로써 환자들과 대화하는 중 그 분들의 인생을 얼핏 보았을 때, 인생의 중년은 50세부터 시

작한다는 것을, 그래 그런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그런 때에 『생기 있게』라는 낯선 잡지로부터 연재 의뢰가 있었습니다. 독자 분들 대다수가 50대

라고 하는 점 단지 그 한 가지가 저의 흥미를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재가 벌써 머지않아 2년

이 다 되어갑니다. 연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책은 『생기 있게』에서 저의 연재를 정리하고

손보아 나온 한 권입니다.

연재를 시작하고 곧 독자 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베껴 거기에 긴 감상을 덧붙여 주신 분까지 계셨습니다. 제가 던진 말을 저조차도 알지 못한 깊이

를 더해주시어 저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좋은 독자 분들과의 만남에 의해 어느새 연재는

저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저와 ‘5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의 상질(上質)의 대화로 변한

듯합니다. 저는 50대를 인생의 최대 절정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삶 속에서 연기해온 사회

적인 역할이나 직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당신은 대체 누구인 것일까요, 또 어떤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서두의 앤 모로 린드버그는 찰스 린드버그의 부인이자 미국 최초의 여성 파일럿이기도 하며, 작

가, 시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애처롭게도 2살이 채 되지 않은 장남을 유괴 당해 잃었지만 그 후 다섯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 앤이 50세를 눈앞에 두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수주간 가족으로부터 떨

어져 해변의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사색한 기록이 『바다의 선물』입니다. 

50대인 동안 진정한 자신과 만나두는 것이 후에 이어지는 인생의 풍요로움을 좌우합니다. 그러

한 생각으로 이야기 해온 저의 말이 이 책을 통해 또 다시 많은 분들과 만나 거기서 대화가 깊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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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의 말은 당신의 말이기도 하며 또 저의 물음은 이미 대답의 실마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새로운 독자인 당신이 저의 말 가운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내가 있다’라고. 당신이 여태껏

몰랐던 자신과 만나는 계기를 발견하시기를 마음으로부터 기원합니다.

Ⅰ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이는 대로

끝없는 원망이 당신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14

건강이란, 수치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26

Ⅱ 장수하는 것

늙는다는 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36

나이는 승패가 아닙니다. 겸허하게 그리고 충분히 음미하면 되는 것입니다. 46

좋은 만남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입니다 56

Ⅲ 더불어 살다

사람은 약해지고 나서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66

한 패로 무리 짓고 있는 한, 사람도 사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76

가족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감싸 안는’ 것입니다 86

Ⅳ 생기있게 살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98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주는 것으로부터 기쁨은 생겨납니다 106

따뜻한 선의만으로는 자원봉사를 감당할 순 없다 114

몸이 쇠약해지는 만큼 ‘기운(氣)’은 향상된다고 믿습니다 124

Ⅴ고치는 의료에서 다스리는 의료로 

실수를 범하고 실수에서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2

의사는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환자는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40

좋은 주치의와의 만남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148

음악에는 아픈 사람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156

Ⅵ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는 말로 생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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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무엇인가를 아이에게 전하는 것은 어른의 역할입니다 180

왜 인간을 죽여서는 안되는 걸까, 그 물음에는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190

사람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마지막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198

끝으로 -나는 왜 의사가 되었을까, 어떤 의사였을까 209

90년의 앨범 -되돌아보면, 몇 개의 절목(節目) 생겨났었습니다 230

저자 후기 234

<저자 후기>

90세라고 해도 아직 이렇게 젊은 세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미지인 세계로 비상

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싶다. 나의 체력은 아직 강해 이번 주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베(神戸)나 가족이 태어난 아시야(芦屋)에 그리고 의학을 배운 교토(京都)에 일주일 동안 3

회나 무거운 짐을 들고서 금방 갔다 되돌아오는 강연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한 달 전 10월 4일인 나의 생일 축하와 과거 60년간 225권의 책을 출판한 내게는 최초의 출판기

념회를 동경의 의학서원 김원우 사장이 개최해 주었다. 또한 그것은 영문에 의한 의학생, 의사를 위

한 나의 책이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출판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겸한 것이었다.

결핵을 앓고 일 년 동안 요양했던 창백한 청년의사로써 1945년 봄에 나는 교토대학의학부를 졸업

했다. 엘리트의 길을 경쟁하고 있던 나에게 일 년의 요양은 괴로웠다. 허나 임상의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자신이 몸져 누워있던 病期 체험은 아프다는 심정을 지닌 환자를 보는 입장에선 소중한 경험이

었음을 시간을 거듭할수록 나는 잘 알 수 있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잘 배우고, 움직이며, 집필하

던 것들이 75세를 넘어서부터는 속도를 더해 이렇게 잘 달려왔다고 스스로 느끼는 요즘이다.

나는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거드름 피우지 않으며 문장을 쓸 수 있을까라고 서재의 책상을 마주

하고선 집필 중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것이 나이와 함께 특히 70세를 넘기고 나선 젊은 시절

그토록 바랬던 누에가 실을 거침없이 입에서 뽑아내듯 그다지 젠체하지 않으며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90세를 맞이한 때의 기념출판이라고 하는 이 책은 잡지 『생기 있게』의 편집담당자인 카미무라 나

오코씨가 나의 자연스런 토크를 이렇게 정리해 주었다. 나와 카미무라 나오코씨의 마음의 유대가

비단실 같은 문장으로 엮어져 이 책으로 탄생 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의사도 또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은 이제부터 중년으로 살아가는 분에

게 또 아픈 시간동안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에게 또 혹은 뜻밖의 젊은 분에게도 이전의 살아가

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으로 읽어주신다면 기쁘겠다고 생각한다. 올해의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고 다

가올 내년의 겨울을 기원하며 후기를 마치고 싶다.

1991년 12월



174•제30호 부산법조

4. 잘 살아가는 방법 2 (生きかた上手 2)
(コ-リ-ク株式會社2008년 )

<문고판 서문>

제가 U.LEAG의 월간지「생기 있게」에 매일 에세이를 기고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88세를 맞이하고, 문화공로자로 선발된 이듬

해 2000년 4월부터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중년이 되고 나서 사

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90세가 된 2001년 12월에는 22회분

의 원고를 정리하여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단행본을 U.LEAG

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론을 정리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에세이집은 어

떤 의미에서는 딱딱한 내용이기에 그다지 넓은 독자층에게는 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

진가 시라호리유키(白堀透)씨가 촬영한 저의 큰 얼굴 사진이 표지 전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것을

JR이나 철도 차내 광고판 등에 홍보한 효과도 있고 또한 그 내용이 중년 부인층 화제로도 되어 3년

만에 125만부, 후의 시리즈를 합치면 200만부가 출판되어 90세를 넘긴 저자로써는 이례적인 대히

트가 되었습니다.

그 후 「생기 있게」잡지 에세이가 8년이나 계속되었고, 이제 곧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속편

잘 살아가는 방법 2』,『신편 잘 살아가는 방법 3』이라는 단행본으로써 발행되었습니다. 저는 최초에

히트한 『잘 살아가는 방법 1』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싶다는 희망으로 에세이를 매월 계속 써

온 것입니다.

출판사의 권유로, 이 세 권을 들기 쉽게 판형을 작게 만든 문고판 세트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여태껏 중심적인 독자였던 중년층 분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짊어지고 나아갈 한

층 더 젊은 층에게도 그리고 여성층뿐만 아니라 넓게 남성층까지 또 가족 모두가 함께 읽어주시길

저도 기원하는 바입니다.

문고판 제1권에는 단행본 『잘 살아가는 방법』외,『속편 잘 살아가는 방법』일부를 더해, 제 사상의 원천

이 된 고금동서 문학자와 철학자, 과학자의 프로필과 저의 개인적인 소식도 부록으로 덧붙였습니다.

제2권은 희망과 시련, 시작하는 것이 늙어가는 것을 늦춘다,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의 의의, 타인

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가 소중한 것,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사용 방법,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 등 살아가는 방법의 실제에 대한 저의 경험이나 제가 선인으로부터 배운 삶

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단행본 『잘 살아가는 방법』시리즈를 읽은 분들에게도, 이 문고판을 핸드백이나 주머니에 넣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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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차내에서나 저녁 한 때 동안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3권과 합치어 아울러 독자

여러분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테마를 넓혀 여러분의 생명여행 동반자로써 함께할 수 있다

면 기쁘겠습니다. 

<목차>

Ⅰ기다리기, 참고 견디기

참고 기다리는 것 속에 희망을 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입니다

Ⅱ 마음 속 모델을 가지다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의 의미는, 그 길이보다 깊이입니다

행운은 준비하는 사람 곁으로 다가옵니다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을, 프로라고 말합니다

Ⅲ 배려를 습관으로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무언가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참고 견디는 체험에 의해 사람은 타자와 깊이 관계 맺어집니다

마음까지 고독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하는 목소리는 오늘도 밝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까

타자에 대한 배려를 습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Ⅳ 건강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습관, 이 작은 행동의 반복이 인생을 만듭니다

병의 告知는, 의사가 ‘말하는 곳’이 아닌, 오히려 ‘듣는 곳’입니다

매일 복식 호흡을, 그리고 짧게나마 일기를 쓰는 습관을

50세를 넘기면, 환경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용서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 기분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할까

갱년기를 맞이하고 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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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라는 건, 사람을 위해 쓰면 풍족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주었다면 사과하기, 어른이라도 필요한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Ⅵ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을 알리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은, 듣는 힘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믿음은,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성공도 또 다른 시련, 시련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 깊은 슬픔도, 머지않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5. 잘 살아가는 방법 3 (生きかた上手 3)
(コ-リ-ク株式會社2008년 ) 

<문고판 서문>

문고판 『잘 살아가는 방법』전 3권중 마지막 권에서는 먼저 일

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생각하다」라는 중요한 테마

를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기도에 대한 소개부터 전개

하였습니다. 이어 96살을 넘긴 제가 존 만지로를 일본 국민, 특

히 21세기를 만들어 갈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화

이트필드(Whitfield) 만지로 우호기념관’의 모금계획을 소개하

며, 현재 저의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간호교육을 여러 해 다녀 온 저에게 소중한 여성,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의

직업관과 지도력, 그리고 청년들과 중년 분들께서 읽어주시길 바라는 작가인 톨스토이의 소설을 통

해 먼저 생명론을 설명하고, 일본의 국제적인 애국자라 할 수 있는 니토베 이나조우박사의 무사도

와 평화론을 거론하였습니다.

무력을 없애고 국민과 종족 해방을 위해 희생한 죽음으로써 생애를 마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Mohandas Karamchand Gandhi)와 미국 남부에 살며 흑인 차별반대운동을 일으킨 킹(Martin

LutherKing)목사. 이 두 분의 용기 있는 모습으로부터 저는 평화와 궁극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인도의 성녀로 여겨지는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의 소명감과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에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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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서민에게 가르쳐 준 그녀의 생애로부터 배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철학을 실천하는데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생각으로

부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와 의도(醫道)의 창시자 인 히포크라

테스가 남긴 말과 행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철학은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는 것을 저의 말을 통해 독자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동

안 말해 온 습관론과 건강론의 근원은 이 같은 고대 철학자나 과학자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허나 무

엇보다 가장 큰 것은 제가 종전 후에 우연히 만난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 1849~1919)의사

의 강연집 『평정의 마음』과 그의 전기로부터 배운 점입니다.

저는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희망에 대해 심리사회학자 프롬(Erich Seligmann Fromm)

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프랑스철학자 맨 드 비랑(Maine de Biran)으로부터는 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 이어 칸트에게서는 평화론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것은 오늘날 평화헌법파

괴 위기에 있는 일본을 구원하는 말로써, 깊게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유럽 세익스피어나 괴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인도의 타고르나 석가모니가 살아가

는 방법에서 배운 바도 컸습니다. 제가 이 문고판 『잘 살아가는 방법』전 3권을 통해 말한 ‘잘 살아가

는 방법’이라는 것은, 동양유교정신과 불교 그리고 서유럽 기독교적 종교관이나 인생관이 기초가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건강은 무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허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

을까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3권에 걸친 이야기의 마지막 끝맺음으로는 평화론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21세기를 만들

어 가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화의 본질을 전해야 할까 말하며, Don't do 의 교육으로부터

Let's do 교육으로 바꿔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 저는 과거 2년 동안 아이들의 ‘생명

수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혹 이 문고본의 제 4권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생명, 시간,

그리고 평화라는 일련의 철학을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친 성과가 보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Ⅰ 평화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다

일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10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 새로운 목표를, 그것이 당신과 주변을 활기있게 합니다 18

타자의 슬픔을 내 것처럼 느낀다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6

사랑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32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특별한 운동이나 사상을 필요치는 않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고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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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꿈을 실현하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50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합시다 56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인 사랑의 자세, 킹목사는 몸소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64

당신은 단 한 사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74

Ⅲ 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이제는, 철학을 즐겨봅시다 86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철학의 하나입니다 92

Ⅳ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다

난해한 듯하지만 결국 철학은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106

마음속에 모델이 되는 사람을, 존경할 만한 가치를 지닌 분이 많이 있습니다 126

‘어떻게 잘 살아갈까’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36

Ⅴ 의사로써 살아가기

병원은 필요할 때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50

일본의 의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58

의사는 일반 사람에게 병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166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74

Ⅵ 뒤이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은 아이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을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182

Don't do!는 이제 그만두고, Let's do!로 갑시다 190

일본은 무엇을 하면 평화에 공헌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198

우리들은 전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06

생활습관병  이 되지 않기 위해서 218

히노하라선생이 실천하는 10가지 생활습관 224

인물주역 230

경력 236

저자 후기 248

1) 생활습관이 좋지 않아 걸리는 병 (성인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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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인생의 여행에서 배운 것
-私が人生の旅で学んだこと-

(히노하라 시게아키-集英社文庫 2007년)

머리말을 대신해서

2004년 11월

나는 건강할 때 의료의 현상을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라,

네팔에 일주간 방문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를 방문해 삼일후의 오후, 붓다에어의 작은 비행

기로 고원의 도시 포카라에 날아가, 이튿날 아침, 다섯시쯤에 일

어나 포카라호텔의 2층의 테라스에서 후지산의 두 배 이상 높은

산이 연이어진 히말라야의 서쪽 연봉(마차프차레와 거기에 이어지는 안나푸르나 山群)을 봤을 때,

나는 지구라고 하는 우주의 혹성의 하나에서 태어나, 지금, 그 땅의 끝인 고원의 일각에 서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 산에서 차례차례 태양이 닿는 것과 더불어, 하나 또 하나 눈이 덮힌 산이 떠오릅니다.

한편으로 태양이 닿고, 한편으로는 그림자가 진 능선을 정상까지 계속 눈으로 더듬어가며, 아아,

등산가는 저곳을 걸으며 정상에 오르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나는 인간의 삶도, 어떤 의미로는 저

능선의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문득 생각했었습니다.

능선의 위에는 험한 곳도 있어, 때로는 발을 잘못 딛어 굴러 떨어집니다.

또는, 길을 서로 양보하지 않고,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곤 합니다만, 우리들의 혼이 정상까지 이어져

있어, 저 능선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 수 없을까하고, 나는 기원하듯이 생각과 더불어 느꼈었습니다.

여기서 일, 이년, 나는 철학시라는 장르를 직접 만들어, 사랑은 무엇인가, 몸이 튼튼하다는 것이

나 건강이란 무엇인가, 치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구십삼년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 내가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이 아직 가난했던 때부터,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행.

그 안에서 느껴왔던 것을,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메세지로서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이들에게서 凍傷이 없어졌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겨울이라하면, 손장갑이나, 동상, 살갗이 트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만, 지금의 젊은 이들중에는, 동상이나 살갗이 튼다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어렸을 때, 이빨로 털실로 된 장갑의 손끝을 물어 당기며,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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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가락을 빼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당시의 내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발도 동상으로 찢어져, 피가 나와 양말이나 버선에 달라붙어 있어서 아파서 벗지

못하고, 그대로 목욕탕에 가, 뜨거운 물을 부어 녹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겨울이 한창일 때 욕실에서 나와도 집안이 따듯한 지금의 생활이 되기까지, 그런 식으로 ‘추위와

의 싸움‘이나, 또는 여름이라면 ‘더위를 견디는’ 것을, 전후의 일본 사람은 생각해 왔습니다.

겨울의 추위에 대해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짜내 집중했습니다.

지금처럼 비닐하우스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농가의 사람은 밭일을 못하는 겨울에 대비해, 여

름부터 가을에 걸쳐 열심히 일해, 수확물과 그 매출액의 비축을 했던 것입니다.

냉장고나 냉동장치 같은 것은 없는 시대, 야채나 생선을 소금에 절여 보존했던 것에서부터, 다양

한 절임문화가 일본 각지에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자반을 많이 먹게 된 결과, 일본에서는 고혈압인 사람이 늘어났습니다만, 매우 고도의 음

식보존법이나, 풍부한 식문화를 일본인이 생각해 내온 것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라는 기후

의 변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돌아봐도, 겨울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 없는 기후풍토, 국가나, 알몸으로 있어도 괜

찮은 더운 지방에서는, 꽤나 문명이란 것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일년의 반이나 삼분의 이 정도밖에 밖에서 활동이 불가능한, 남은 시간을 집 안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추운 기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과 싸운다는 지혜를,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지혜

로 바꿔, 이십세기의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구의 온난화로 겨울은 갈수록 따뜻해지기만 합니다.

집안만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겨울이라도 반소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면, 어떤 식품이라도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인간은 퇴행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위기감을, 저는 지금, 너무나 느

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곱아진 손을 따뜻하게 하기위해, 손을 문지르거나, 자신

의 숨을 내뿜곤 했습니다. 

친구들의 등에 ‘하아’하고 따뜻한 숨을 내뱉어, 서로 따뜻하게 덥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쾌적한 온도에 둘러 쌓여, 춘하추동의 계절감이 없어져, 언제라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언제라

도 꽃이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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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의 감각이란 것을, 지금 사람들은 그다지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사계감의 결여는 인간의 저항력에도 관계합니다.

인간의 저항력과 순응력은, 추위라는 것, 더위라는 것에 견뎌내는 것으로 키워져 갑니다.

땀샘을 예로 들자면, 북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땀을 낼 필요가 없어 땀샘이 그다지 없습니다. 

하지만, 남쪽 사람들은 땀이 나지 않으면 몸의 열이 쌓이기 때문에, 북쪽주민 보다 땀샘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들이 남쪽나라에서 오래 생활하게 되면 땀샘이 많아지고, 북쪽나라에 살면 적어진다,

라고 하듯 인간의 몸은 자연환경에 순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냉방이나 난방이 되어있는 상황에선, 기후에 자극받아 땀샘이 변화하는 경우

가 없게 되어, 몸의 저항력도 잃게 됩니다.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활의 방식이 갈수록 줄

어들고, 우리들의 머리로 만든 인공적 생활이 기본이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은 대체 어떻

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은 편리함이나 쾌적함을 원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편한 길은, 인간에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지금 같은 편리함, 쾌적함에 이대로 기대고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내가 주재하는 ‘신노인의 만남’의 슬로건은, ‘사랑하는 것’, ‘견뎌내는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세 개입니다만, 나는 거기에 ‘심플하게 사는 것’을 더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즈워스의 시에 있듯이 ‘심플하게 살자. 하지만 생각은 높게’

마음의 생각은 높아도, 더욱 자연에 순응하여 심플하게 생활하고 싶다.

그러한 삶으로 생명을 끝내고 싶다는 기분이, 최근, 내안에서 점점 강해져 갑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그러한 생명의 법칙에 따르는 혹성에서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죽으면, 우리들의 몸을 이뤄왔던 다양한 성분은 땅에 환원되어, 우주의 원소로

돌아갑니다.

자연재해라면 유사이래 최대급의 피해자를 냈다,라고 하는 2004년의 인도네시아 · 스마트라 앞

바다의 지진과, 인도, 타이, 스리랑카, 미얀마에 밀려온 쓰나미는, 자연의 무서움과 그 위대함을 다

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지진과 해일의 뉴스를 보며, 나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당연한 일입니다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며 마음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이걸로 세계

는 하나가 됐다’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기묘한 패러독스입니다만,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죽고 죽이던 사람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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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싸움을 그만두고, 지진과 해일의 피해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선 전쟁

의 그림자가 엷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서 싸움을 그

만두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는 세계속에서 죽고 죽이던 사람들, 아니, 지구에 사는 우리들 모든 인간에 대해, 거대

한 교훈이 아니었나 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태풍같은 재해는 1990년대에 들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스위스의 보험회사의 통계로는, 그때까지 오십억달러 전후였던 재해에 의한 지불이, 2003년에는

과거 최고의 400억에 달했다 합니다.

이건 온난화같은 지구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지금, 우리들이 있는 곳은, 지구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재해리스크를 짊어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주의, 혹은 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해, 세계 속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비하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저 참극 속에서 생겨났다는 예감같은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같은 위협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서 배울 점은 많습니다.

우리들은 자연이 파괴되면 대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우리들이 우주로부터 태양

을 얻고, 공기를 얻고, 물도 얻고 있다는 점은, 더욱 거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그 우주가 가져다 준 ‘자연’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않됩니다.

그리고 지구도 달도 화성도 넘어서, 우주라는 스케일로 사물을 생각하며,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다면,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일어난 이 사건으로, 내 생각 또한, 점점 정리되어가는 것같은 생

각이 듭니다.

나는 이 책에서, 나란 인간을 만들어온 구십삼년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같은 시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으려 합니다.

나에게 의료라는 길을 걸어오게 해준 사람들과의 만남.

의료활동을 하는 도중에 내가 생각해왔던 것, 실행해왔던 것.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이 지구라는 혹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인생이란 미지의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된다면, 내게 있어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제1장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私が「医師」になる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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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가 의사에게 말하고 싶은 것-私が医師に言いたいこと

제3장 의사와 환자의 파트너쉽-医師と患者のパートナー ·　シップ

제4장 죽음을 간병하다-死を看とる

제5장 사람키우기 의사키우기-人育て、医師育て

제1장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私が「医師」になるまで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母のいのちを助けてくれた医師

진로에 흔들린 청년기-進路に揺れた青年期

일년간의 요양생활에서 받은 것-一年間の療養生活から与えられたもの

마시타선생님에게서 배운 것-真下先生に学んだこと

성루카국제병원으로-聖路加国際病院へ

오슬러선생님과의 만남-オスラー先生との出会い

아메리카유학에서 배운 의학교육-アメリカ留学で学んだ医学教育

선생님들에게서 받은 선물-師たちからの贈り物

제2장 내가 의사에게 말하고 싶은 것-私が医師に言いたいこと

의사와 환자는 상하관계-医師と患者の「上下関係」

의학은 과학에 의해 떠받쳐진 예술-医学はサイエンスに支えられたアート

삼분진료를 버리다-三分診療からの脱却

의사가 가지는 2개의 세계 - 천사의 마음과 악마의 마음-

의사는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医師はウソを言ってはいけない

병자의 아픔을 아는 의사에게-病者の痛みのわかる医師に

환자에게서 배우다-患者に学ぶ

제3장 의사와 환자의 파트너쉽-医師と患者のパートナー ·　シップ

환자가 좋은 의사를 키운다-患者がいい医師を育てる

환자가 말하지 않으면 의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건강의 평생교육과 (재단)라이프 플래닝 센터

환자가 참가하는 의료교육-患者が参加する医療教育

자원봉사자와 함께 걸어가는 의료-ボランティアとともに歩む医療

새로운 의료를 떠맡을 사람 만들기-新しい医療の担い手づくりを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찰하는 프라이머리 케어-

앞으로의 의료는 팀플레이로-これからの医療はチームプレイー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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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医療費の無駄をなくすために

환자본위의 병원 만들기-患者本位の病院づくり

구급센터에서 알 수 있는 좋은 병원-救急センターでわかるいい病院

지하철가스사건에서 생각한 것 -地下鉄サリン事件で考えたこと

여론의 힘이 의료를 바꾼다-世論のパワーが医療を変える

제4장 죽음을 간병하다-死を看とる

환자에게 있어서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소홀히 여겨져온 목숨의 종언-おろそかにされてきた、いのちの終焉

죽어가는 사람의 케어-死にゆく人のケア

모든 의료에 호스피스 정신을 -あらゆる医療にホスピスの精神を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소중히 하기 위한 의학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요법-患者の心を癒す音楽療法

제5장 사람 키우기, 의사 키우기-人育て、医師育て

의학교육은 식물이 성장하는 듯한 시스템으로

지금의 교육에서 결여된 것-

생명과 죽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子どもたちに伝えたいこと

신노인들에게-新老人たちへ！

자원봉사의 기본은 기브(주는 것)-

삶의 보람과 통하는 자원봉사-生きがいに通じるボランティア

히로시마에서 세계로 평화의 메시지를-広島から世界へ平和のメッセージを

시詩

만남出会い

진정한 희망을-真の希望を

삶의 습관 - 나의 스승님 오슬러박사의 가르침-

행복의 모습-幸福の姿

미지의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未知の自分に挑戦すること

마른 잎 - 이브 몽탕의 枯葉에 다가가서-枯葉──

평화를 바라다-平和を希う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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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에 대한 전기는, 나의 친한 후배 醫師 ‘오다 코우’(小田貢)가 나나 아버지가 쓴 모든 책이

나 전기를 읽고 집필한 ‘히노하라 시게아키선생 리빙 · 히스토리’로 요나고시의 이마이출판에서

2004년 11월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새로 쓴 ‘내가 인생의 여행에서 배운 것’은 내가 생

각나는 대로의 기록으로, 어린시절의 추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지향하기 시작

한 고교시절, 경대의학부 재학중이나 대학원에서의 연구생활시절, 내과의로서 상경하여 성루카국

제병원에 취직하여, 그때부터 전쟁을 포함해 전후 62년간, 95년 9개월의 생애속에서, 어떻게든 말

로서 남기고 싶던 것을, 여기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루카국제병원과 성루카간호대학의 이

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한편, 최근 삼사년내, 일반인들에게 건강교육이나 일본의 의사, 간

호사의 교육의 쇄신을 목표로 한 (재단)라이프 플래닝 센터의 운영과, 일본재단관계의 두 개의 재

단의 임원을,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십오년전부터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져, 죽음에 대한 연구나 호스피스시설의 건설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000년부터는, 건강한 노인이나 그러한 노인을 지향하는 젊은 서포터를

합친 신노인운동을 전개하여, 그 속에서 인간의 유전자와 환경인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적조사

연구를 동지와 더불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부터 일본음악요법학회 (1995년에 만들어진 전일본음악요법연맹은 전신)의 이사장으

로서 회원을 위해, 음악요법사의 신분에 대한 법제화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극적으로는 이

지상에 평화가 찾아와, 진행된 암환자나 만성의 병,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 그리고 노인

에게도, 치유의 힘이 마음을 윤택하게 하기되길, 한마음으로 바라며, 나의 인생의 크레셴도의 연주

의 지휘에, 매일 너무나 다망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 속에서, 나는 다음 시대를

짊어진 젊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의료나 복지직의 분들에게, 또 자원봉사자 분들에

게도 넓게 전하고 싶은 것을 글로서 남기고자 생각하여 2005년에 출판한 단행본을, 구십육세에 임

박하여 문고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집의 방대한 작업을 단기간에 정리하는데에, 나카자와 미유키씨와 집영사의 히라노 데츠야씨

에게 받은 것이 많으며,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비서이자 조사자인 키시노 메구

미씨와 사토 쿠우코씨, 그리고 병원이사장 비서 야마모토 에미코씨등의 도움에, 마음으로부터 감

사드립니다.

7. 지금 전하고 싶은 소중한 것
(いま伝えたい大切なこと)
-생명・시간・평화-(일본방송출판협회.2007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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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생명 7

2장 시간 55

3장 평화 125

후기

<서문>

저는 의사가 되어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

는 임상의로써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

며 자신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해 왔던가를 반성하며 『지금 전하고 싶은 소중한 것 -생명・

시간・평화』이란 제목 하에 나의 인생론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살까지는 아직 4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이후 얼마 간의 수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1987년부터 10세 연령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과

거 4년 동안은 특히 빈번히 말해 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역할을 지닌 아이들

에게 ‘생명’이야말로 소중한 것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친구의 생명,

자신의 국가국민뿐만 아니라, 타국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초등학생인 동안 모

두가 지닐 수 있길 바라며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에서 초청받는대로 ‘생명의 수업’을 해왔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중에서 별에서 지

구의 사막으로 내려온 왕자에게 충고하는 여우의 말은 정말로 내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

다. ‘생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자신

만이 가지고 있으며 나를 위해 오롯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용

할까. 즉,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메시지를 96세를 넘긴 내가 국내 아이들에게

때로는 외국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 아이들에게 물으면

심장을 가르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생명은 네가 지니며 사용하는 것이다. 심장은

산소나 영양소를 가지고 혈액을 머리나 손발로 배급하는 도구, 즉 펌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아이

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런 너희들이 지니고, 나답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생

명의 정체다’ 라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96세가 된 지금 새삼스레 나는 ‘생명이라는 것’, ‘시간

이라는 것’ 이라는 과제에 관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선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모두가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아이들, 그 부모, 아이를 가르치

는 교사에게도 더욱 진정한 평화에 대해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명・시간・평화’ 세 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에세이를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

다. 나는 이 책 속에서 시간은 생명의 그릇처럼 소중한 것, 그 용기의 모양으로 생명은 변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쟁 없는 세계에 대하여 나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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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나 조부모님, 또는 학교의 선생님, 의료직이나 자원봉사자까지 넓

은 층의 분들에게 읽히고 그 결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1장 생명 7

생명의 운명

구할 수 있는 생명도, 구할 수 없는 생명도 늘었다

소중한 생명을 지니기 위해서

나의 아이도 시대의 훌륭한 모델

아이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 

‘사는 보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아이와 어른을 이어주는 것

왕따와 삶의 보람 상실

‘신노인의 모임’이 젊은이들의 모델로

말을 넘어서서

생명, 그리고 사랑

2장 시간 55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떨어져 보다

‘시간’을 짧게 하는 것

96살, 나날의 ‘시(時)’을 보내는 방법

‘시(時)’와 ‘시간(時間)’의 차이

동물의 ‘시간(時間)’

세포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생명’과 ‘시간(時間)’ 예측

장수가를 살리기 위해

장수가는 미래에 ‘약속’을 하자

과거・현재・미래

나의 과거 ① 활동적인 나의 소년기

나의 과거 ② 실의에 찬 대학시절

나의 현재 ① 실의에 빠진 ‘시간(時)’로부터 얻은 것

나의 현재 ② 교수인가, 의사인가

나의 미래 4년제 의과대학원 발족으로

세월(時)이 흘러가는 빠름과 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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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가 말하는 ‘시(時)’

크로노스(Kronos)와 카이로스(kairos) 

신앙심으로 이어지는 영적체험

환자의 영적인 체험

열심히 하기 보다는,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잘 살기

불교, 선에서의 ‘시간(時間)’ 

3장 평화 125

너그럽게 용서하기 ‘관용’

종교와 평화

종교 정신

9.11테러사건의 과오로부터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다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일본의 전쟁을 누가 구전(口傳)할 것인가

‘부전(不戰)’ 과 ‘비전(非戰)’

‘헌법 제9조’와 ‘비전(非戰)’정신

핵폐절 메시지를 세계로

슈바이처 박사의 핵폐절에 대한 생각

핵폐절로 가능한 것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신노인(new elder)’의 역할

인간이 사는 방법, 죽는 방법

가까운 곳에 ‘삶의 보람’이

나의 영적 체험, 그리고 ‘생명・시간・평화’

저자 후기 202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믿고 있습니다.『지금 전하고 싶은 소중한 것들 -생명・시간・평화』라고 하는 책의 집필은 제가 여태

까지 해왔던 일 가운데 최후의 임무, 신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라 믿으며 매일매일을 충실한 마음

으로 써왔습니다. 그 동안 불편한 피로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피 속에는 각종 병이나 과로

에 대한 면연력을 지닌 정신이 흐르고 있는 듯이 느껴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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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먼 옛날, 그리스시대에는 혈액 안에 프네우마(pneuma) 라고 하는 것이

흘러 그 내용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좋은 프네우마라고 하는 건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은 제가 10살 아이들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생명’ 바

로 그 것. 형태가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바꿔말하면 내가 지닌 지금

의 충실한 ‘시간(時)’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그 생명의 움직임이 시간을 새기고 있는 것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시(時)’라고 하는 형태나 길이를 포착할 수 없는 크나큰 자연의 태동 아래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

그 버팀이 되는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자신 안으로 소화 할 것인가. 그 소화된 생명은 무엇보다

생명답고 빛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포옹하며, 양 손으로 악수 하는 동안 생명이 저에게 전해지고, 저의 생

명이 아이들에게 전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의 악수에 의해 생명이, 정신이, 우리 사이

에 서로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이 책은 스페인에서 수많은 성당 순례를 하거나 한국의

서울에서 ‘신노인의 모임’을 개최하거나 대만 의학회 창립 100주년 초대강연에 출석하며 또 국내의

강연여행 때 비행기나 신칸센, 그리고 밤이나 이른 아침의 호텔에서 잠시 동안, 그렇게 2개월간 새

로 쓴 것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새로 쓴 중편작품으로 장편작품은 아닙니다. 저의 장편작품은 제 인생의 전

체기록기이며, 이제 앞으로 걸어나갈 힘이 다했을 때에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 주는 것이겠

지요. 이 책에 소개한 표현력이 우수한 초등학생 소년소녀 중 누군가가가 성인이 되어 ‘완성’하여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10세의 아이들로부터 그 부모님, 조부모,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대학교수나 연구자 나아가 은퇴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고 계신 노

인 분들께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노인의 모임’ 59세까지의 젊은 서포트 회원, 60세부터 74세까지의

주니어 회원, 75세 이상의 시니어 회원이나 그 친구 분들께서 읽어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면 죽기 전에 용서한다라는 마음의 느긋함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 제가 제창했던

‘무덤 없는 수목의 뿌리 아래’에서 잠들 저는 땅 속에서 낮고 길게 이어질 대지의 울림으로써 여러

분들이 읽고 나신 뒤의 기분을 느끼겠지요.

이 책은 저와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카이 타로씨의 추천과 저의 집필 비서 키시노 메구미

씨와 사토우 쿠코씨의 서포트에 의해 실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NHK출판의 평화의

새가 원형을 크게 그리길 꿈꾸며, 저는 이 책을 매듭짓는 문장을 마치고 싶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2) 생명 원리로서의 공기, 호흡, 정령(精靈) 등을 이르는 말. 생명과 이성을 갖추고 자기 운동을 하는 물질이다. 또는 세계영

혼이나 신의 정신 따위를 이르기도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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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0살이 되기 위한 100가지 방법
(100歳になるための100の方法)

-文春文庫 2009년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

<목차>

서문을 대신해서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 3

<서문>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 

저는 2003년 10월 4일에 만 92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혼란스럽게 변화하는 세계의 10분의

9를 회상하며 지금 느끼는 것은 약 2500년 전에 써진 구약성서 (이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 원

전입니다) 중의 시편 90편

우리의 세월은 한숨처럼 스러지고 맙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칠십 년, 근력이 좋아야 팔십 년, 그

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나의 뇌리 속 작은 스크린에 그림 두루마리와 같이 남을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자서전으로 일본경제신문 「나의 이력서」라는 곳에 80세까지의 업적을 쓴 적이 있습니

다. 그러나 80세를 넘기고 부터 제가 걸어온 길이야말로 복잡다단하고 뜻밖의 다양한 만남으로 가

득하였던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의 역사는, 큰 무대 막 한 가득 펼쳐진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60년에 걸쳐 저를 이끌어주신 윌리엄 오슬러 박사의 『평정의 마음』에서 배운 삶의 방식 철

학뿐만 아니라,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의 노인 생활 방식 철학이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에서의 수난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Viktor Emil Frankl) 박사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

법 철학이, 80세를 넘긴 이후 저에게 격렬하게 살아갈 열정을 주었던 것입니다.

80세를 넘기고부터 저는 오늘까지 12년 동안 여태껏 스스로도 예상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생활

방식을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걸어온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용기라고 한다면 소년시대에 읽

었던 모험이야기나 일영 전쟁 속 친구의 자살 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아동문학 유행작가 버나드 위버의 『용기(COURAGE)』를 번역하고, 용기에 대

한 코멘트를 책 후기로 쓰고 부터는 용기라고 하는 말이 걱정되어 ‘용기’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해 고

금서양의 문헌을 조사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야말로 우리들 인생을 박력

있게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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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는 생활 방식의 규범

그리스 로마나 중국의 오래된 문헌을 조사해보면 덕에서 용기의 지위가 높은 위치에 놓여있는 것

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 고향, 나라, 세계, 지구상의 사람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지 않고서는

덕을 생활 방식에서의 규범이라 말할 순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덕의 기본 즉 원덕으로써는 ①지혜 ②절제 ③정의 ④용기 네 가지가 거론

되며, 그 후 그리스도 탄생을 계기로 ①신앙 ②희망 ③사랑이 기독교의 체득해야 할 덕으로 취급되

어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의 인(仁), 맹자의 오륜(친(親),의(義),별(別),서(序),신(信)), 불교 자

비의 마음 등이 대표적인 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용기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용맹’이라는 말과 같이 강한 외력(外力)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덕 안에서의

용기는 사회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이 상호간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양심적으로 지녀야 할,또는 지키기 위해서 발휘하는 힘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악에 대항해 맞서야하는 힘과 함께 진실을 왜곡하거나 불합당한 언동을 받아들

여도 그것을 가만히 참고 견디기. 대승(大乘)적인 의미로 ‘잠시 물러서기’, ‘침묵하기’,‘정의를 굽히

지 않기’ 라는 식의 지키는 태도도 중요한 용기 중의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 태세에 대한 후퇴의 자세, 공격적인 언론에 대한 침묵의 태도 또한 용기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있는 그

대로의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은 덕 중 하나인 성실과 같은 것입니다. 불치병을 환자에게 전

하는 순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적용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환자가 그 불치

병을 수용할 수 있는 심경이 되기까지 의사가 함께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도 이어집니

다. ‘기도하고 기다리기’ 라는 것도 넓은 의미로는 침묵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100살까지의 살아가는 방식 증거

제가 번역하고 위버가 쓴 『용기』에는 용기에 관한 다양한 장면이 그림과 짧은 말로 표현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을 위한 뛰어난 교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21세기 세계 사람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배신’이 ‘배신’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세계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편의 ‘용서’ 없이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도 싸움의 원인 중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 ‘용서하기’ 태도 또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불교에서도 잘 사용하는 ‘용서’라는 말로는 위에는 여(如), 아래에는 심

(心)을 배치한 것으로, 나처럼 상대를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뒷받침으로

는 피나는 듯 애처롭게 견디는 태도가 있어야, 이 후의 사랑 행위가 다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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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 이라는 부제를 단, 100살을 향한 이번 저술 속에서 저는 과거 자신

의 삶의 방식에 대해 반성하며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법의 증거로 여기고 싶다 생각합니다.

제I장은 제가 과거에 만난 주지적 인물과 한 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젊은이의 삶의 태도에 대해 화

제 삼았습니다. 100살을 목표로 한 저의 이번 저술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비판을 기대하며, 서문

을 마치겠습니다.

I 100살을 지향하는 100가지 항목 17

삶의 방식의 행동(1~68)

살아가기 위한 이해(69~100)

Ⅱ100살까지 하고 싶은 많은 것들 29

신노인이여 시간은 이렇게 사용하자 31

건강한 노인을 ‘신노인’이라고 부르자

75살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히노하라식 하루의 생활 변천

내가 추천하는 시간 사용법 목표

은퇴를 목전에 둔 분들에게

90살이 되어 알게 된 것 53

‘당신도 장수하세요’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감성

나이에 걸맞게 살고, 젊고 생기있게 살다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며, 말은 조심스럽게 63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일본인의 미덕

지나치게 앞서는 건, 깊이 생각해 볼 일

나에게 100살이 주어졌다면 69

허약했던 학생시절

시작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늙지 않는다

노인의 원기를 젊은 층에게 기대다

언제까지 현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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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람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79

사용하지 않은 재능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81

대담: 와타나베 쥰이치 (작가)

인간의 몸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

묻혀있는 DNA에 불을 밝히자

‘기분 좋다’가 치료의 원점

정년 후가 진정한 청춘

언제나 ‘내일’을 머리에 그리다

나이가 들었다면 젊은이로부터 힘을 얻자

대담: 나카무라 토미쥬우로우 (일본예술원회원･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부키 배우)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용서의 눈’

‘무대에서 죽고싶다’라는 말을 듣고

삶의 본보기를 가진다는 의미

젊은 에너지를 받아들이자

아직 앞 날은 깁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127

대담: 마츠야마 젠조우 (영화감독･각본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습관

75세부터 자기 발견을 하자

‘죽음’이 가깝게 다가왔던 소년시절

‘저승에서 마중 오다’ 라는 말은 실로 좋은 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왔던가’

누구라도 언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밝게 ‘최후’를 이야기하자

도전정신이 시들어서는 안 됩니다 –157

대담: 히사다 메구미 (논픽션 작가)

양생훈의「10분의8」

도전정신을 쇠퇴시키지 않기

아이 보살핌을 노인의 일로

전쟁체험을 손자에게 전하다

노인도 성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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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과 같이 용기 있는 모험을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기

이제부터하고 싶은 것

최후의 순간은 병원이 좋습니까? 자택이 좋습니까? 198

대담: 오시카와 마키코 (성루카국제병원 방문간호과 간호매니저)

자택에서 죽는다는 것

의사와 간호사의 팀워크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전해지는 기묘한 힘

역시 집이 좋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소중합니다 219

대담: 아가와 사와코 에세이스트

인생에 필요한 사람

사람 욕을 하지 않는 노력

생을 걸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기분

보다 나은 의료를 위해서

최후의 순간 ‘아,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다

죽음을 계속 응시하며 생각하는 것 241

대담: 엔도 슈사쿠 (작가・고인)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싶다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을 때 즈음

의사와 휴머니티

환자의 ‘운명’을 쥐는 것

‘소개’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

필요한 건 가정의 같은 의사

마음이 따뜻한 병원이고 싶다

시민을 위한 의료제도

Ⅳ 자신의 과거로부터 배우다

시원시원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신 이시바시 단잔선생님

일본인의 초상을 지닌 제1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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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독특한 정치학

인간은 마음도 몸도 환경에 순응하는 생명

요도호 납치사건을 조우하고 285

납치당한 요도호에 함께 탑승한 것

그의 눈은 매처럼 매서웠다

초판 게재잡지 일람 92

<문고판 저자 후기>

이 책이 출판 된 것은 2004년 1월, 내가 92세 때이다. 그 당시는 ‘95세가 되면 주말 정도는 쉴 수

있을 듯싶어 골프에 일가견이 있는 두 아들을 코치삼아 확실하게 연습을 시작해, 백 살로 에이지 슈

트 (age shoot)를 달성하고 싶다’ 생각하며 여기에도 그렇게 적었다. 그런데 95세를 넘기고 97세가

된 지금도 겨우 짜낸 여름휴가로 한두 번 연습 없이 플레이하는 것이 고작으로 백 살의 에이지 슈

트(age shoot) 공약은 조금 멀어져간 감이 있다. 

나의 매일은 의사로써 또는 병원관리자로써 젊은 연수의의 교육이나 지도를 맡고 있는 것 외에

관계하는 몇 개의 재단의 운영이나, 전문 학회에서 강연, 일반 대중들을 겨냥한 강연회, 교회에서

의 설교 그리고 논문이나 출판하는 책의 원고 집필 등, 바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스피드를 더

해가고 있는 셈이다.

이 책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듯 나이를 들어 육체적인 쇠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그것을 보충하고 남아있는 에너지의 분출이 가능하다.

일본은 문명국 중에서 최고로 65세이상 인구가 20%를 넘기는 고령국이 되었다. 인생 경험과 지

혜 등이 인간의 성숙에 공헌해야한다 것을 우리들은 세계를 향해 설명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한 의

미에서 3개의 슬로건 (①사랑하는 것 ②시작하는 것 ③참는 것)과 하나의 사명(아이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는 것)을 내걸고 2000년 가을에 결성한 ‘신노인의 모임’은 만 8세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9월 말에는 회원수 7300명, 지방지부 27명, 해외에 멕시코지부를 두기까지 많은 찬

동자 분들에 의해 지지되어왔다. 이 모임을 인솔하는내가 먼저 이제부터 몇 살까지 이 활동을 계속

해 갈 수 있을까.

2011년 내가 백 살을 맞이할 때까지 독자 여러분들에게 나의 행동을 지켜봐주시고, 이 책의 타

이틀과 같이 ‘100살이 되기 위한 100가지 방법’으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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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살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101가지 방법
(100歳までボケない101の方法）

-文春新書2010년-

-뇌와 마음의 언체인징(unchanging)

<목차>

서문 11

<서문>

네덜란드에서 115살하고도 62일을 사신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 8월 30일의 일입니

다.) 헨드리케 판 안델-시퍼(Hendrikje van Andel-Schipper)씨. 이 여성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115살의 초고령이면서 뇌가 아주 건전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초고령자에 관해서 그 사후 유체가 학술적으로 정확히 해부된 적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시퍼씨의 경우는 본인 의지로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해부해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사후 네덜란드

의 그로닝겐(Groningen)대학 메디컬센터가 해부하여 그 소견을 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그녀의 뇌 해마는 전혀 위축한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마는 뇌 안에서 주로 기억

을 도맡고 있는 한편 머리가 둔해지는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병으로 인하여 일어나

는 육체적인 변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어가는 위축현상

이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퍼씨의 해마는 위축된 것도 거의 없으며 기능적인 면에서도 정

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뇌 안에 호흡중추 등이 있는 뇌간에 청반핵이라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반

핵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나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몸에 경고를 보내는

곳입니다. 청반핵 신경세포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퍼

씨는 청반핵 신경세포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청반핵 신경세포가 즐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뇌

다른 부분의 신경세포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령자가 되면 뇌가 위축됨가 동시에 뇌의 표면에 노인반점이라고 하는 얼룩 같은 것이 생깁니

다.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면 노인반점이 늘어납니다. 시퍼씨의 뇌에는 이 노인반점이 거의 보이

지 않았습니다. 시퍼씨의 뇌는 안이나 바깥이나 더없이 건강했습니다. 115세라고 하는 고령자임에

도 뇌는 전혀 둔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실은 시퍼씨는 112세와 113세 때, 치매검사나 신경학적인 진찰을 받았지만 그때도 모든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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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습니다. 기억력이나 주의력의 쇠함도 거의 없었으며 그런 조짐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시퍼씨와 직접 만난적은 없지만, 2004년에 「노화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TV방송에서 그녀를 소

개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의 영상이었지만 건강하게 계신 모습에 감탄하였습니다.

시퍼씨의 해부소견에 의하면 뇌의 기능은 60세에서 75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퍼씨

는 돌아가실 때는 시설에 계셨지만 105살까지 홀로 생활하셨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00세를 넘기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해 자활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건강한 ‘백수장수자(百寿者)’라

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100세라는 나이를 즐길 수 있는 사람, 100세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100세를 넘긴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초고령자가 될수록 자립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장수하여도 죽 병상에 누워 자리만 보전하고

있거나, 항상 누군가의 손길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건강하게 장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퍼씨는 진정한 백수장수자(百寿者)였습니다. 그렇기에 뇌에 어떠한 병도 없었던 것인지도 모

릅니다. 뇌에는 특별한 병변도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백수장수자(百寿者)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라고 해도, 뇌는 100세를 넘겨도 115세라고 하는 나이가 되어도, 충분히 활동 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명을 컨트롤하고 있는 유전자나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연구

중에 실제로 장수하고 있는 분들을 조사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선생(98세), 미

우라 게이조씨(101세), 사카하시 미츠씨(104세), 쇼우치 사부로씨(104세),　나카가와 마키조우씨

(105세), 아리마 히데코씨(101세) 분들이십니다. (모두 필자가 만났을 당시의 연령) 협력해주신 분

들에게는 건강상태를 비롯해 운동능력, 장수에 관련된 호르몬 검사 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본서

에서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그분들과 만나 제가 강하게 느낀 것은 100세를 넘겨서도 건강한 것은 물론 머리가 둔해짐없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의식이 둔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장수 할 수 있

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머리가 둔해지지 않도록 한다면 스스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

어집니다. 백수장수자(百寿者)도 꿈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하

나라로 좋으니 실천해 보십시오. 생활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아보십시오. 머리가 둔해지지 않는 인

생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LESSON 1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식사편>

1. 115살 여성이 즐겨 먹는 음식, 청어와 오렌지 주스 16

2. 뇌 에너지부족에 주의 17

3. 아침을 거르는 것은 비만의 근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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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끈적끈적 끈기있는 음식 메뉴가 노화를 방지한다 20

5. 아침은 빵보다 밥을 22

6. 사과는 껍질까지 먹는다 24

7. 생선의 왕은 연어 27

8. 생선과 고기는 하루걸러 먹고 싶다 29

9.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예방은 70세까지 32

10. 야채의 왕은 브로콜리 34

11. 새빨간 토마토를 아침 식탁에 36

12. 당근, 호박으로 B-칼로틴 37

13. 레인보우 베지터블(rainbow vegetable)을 아십니까? 39

14. 생강, 고추의 효능 40

15. 인도인은 알츠하이머병이 적다 42

16. 지중해 바다요리와 일본요리의 공통점 44

17. 과일주스와 야채주스를 주 3회이상 마신다 46

18. 석류주스가 뇌에 효능이 있다 47

19. 술은 역시 레드와인 48

20. 등 푸른 생선의 DHA로 치매 예방 50

21. 비타민 E와 건강보충제보다 식품에서 51

22. 혈액 순환을 돕는 낫토 52

23. 녹차의 카테킨(catechin)으로 노인반점이 감소 54

24. 취하고는 싶은 것은 엑스트러버진 올리브 오일(extravirgin olive oil) 55

25. 닭가슴살로 노화방지 58

26. 돼지고기는 야채와 함께 59

27. 둔해지지 않는 뇌를 위한 양고기 60

28. 새싹의 특효성분에 주목 61

29.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 이상의 메뉴 63

30. 하루에 섭취하고 싶은 수분양이 있다 64

31. 암 예방에는 디자이너 푸드(designer foods) 66

32. 머리부터 꼬리까지 먹는 이유 68

33. 찜 요리와 샤브샤브를 추천 70

34. 지방・당분・염분을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기 72

35. 먹는 것으로 수명이 바뀐 곳이 있다 74

36. 체중은 매일 재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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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칼로리 제한으로 장수가 가능하다 78

38. 히노하라선생의 하루 식단 80

39. 배의 7할만 채우는 것으로 체중 5% 감소 83

40. 식욕을 컨트롤 하는 호르몬 85

41. 먹는 순서를 바꿔보자 86

42. 정말 먹고 싶어졌을 때 하는 것 87

43. 천천히 시간을 두고 먹자 89

44. 저녁 9시 이후는 먹지 않는다 91

45. 여성은 의식적으로 칼슘을 92

46. 조식(粗食)은 노화를 진행시킨다 95

LESSON 2 일상생활 연구로 뇌가 활성화합니다 <습관편>

47. 장수유전자는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 98

48. 건강장수의 첫 걸음은 계단 오르내리기 100

49. 한 입에 30회는 씹자 102

50. 자신의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둔해지지 않는다 104

51. 타액은 뜻밖에도 활동하는 것 107

52. 신문을 읽고 세계에 관심을 가지자 108

53. 뭐든지 해보자라고 하는 정신 110

54. 이틀 전의 일기를 써보자 111

55. 책은 목소리를 내어 읽자 113 

56. 안녕하세요, 아침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둔해지지 않는다 114

57. 물건을 찾고 있는 동안은 괜찮다 116

58. 호흡법에 신경 쓰자 119

59. 웃는 얼굴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 된다 120

60. 노래방은 일석이조의 장수법 122

61. 멋쟁이는 장수한다 123

62. 컴퓨터, 휴대전화, 텔레비전을 멀리한다 126

63. 사람을 만나러 가자 127

64. 포기는 노화의 첫 시작 129

65. 싫어하는 적은 점점 잊어버리기 130

66. 자식과 손자를 위해서 미전(美田)은 남기지 않기 132

67. 여행은 뇌의 활성화에 빠뜨릴 수 없다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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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둔해지지 않은 사람은 요리가 맛있다 136

69. 내년까지의 여정을 세워본다 137

70. 언제까지라도 남자와 여자 138

71. 7시간 수면이 장수의 비결 140

72. 좋은 도박, 나쁜 도박 143

73. 조각가나 화가는 왜 장수하는 것일까 144

74. 20살 때의 사진을 지긋이 응시하다 146

75. 동창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자 147

76. 목표는 100세 생일 149

77. 노화방지(unchanging) 입욕법 150

78.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7가지 도구 151

79. 무병식재(無病息災)보다 일병식재(一病息災) 153

80. 장수호르몬의 수치를 재보다 154

81. 흡연은 노화방지의 대적 157

82. 건강진단 결과는 받아두자 159

LESSON 3 초간단! 노화방지 트레이닝(unchanging training) 입문 <운동편>

83. 세계 최고 장수자, 칼먼씨가 했던 운동 162

84. 우선은 기초적인 활동력을 단련하다 163

85. 만보 목표도 오백보부터 167

86. 오르막길 운동 슬로핑(sloping)를 아십니까? 168

87. 태극권은 뇌를 활성화 시킨다 169

88. 근육은 언제라도 단련할 수 있다 171

89. ‘빨리 걷다’, ‘천천히 걷다’를 반복한다 172

90. 마라톤은 심박수에 주의하며 173

91.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스쾃(squat) 175

92. 누구보다도 젊게 보이는 목 체조 177

93.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는 것만으로도 젊게 보인다 179

94. 골반을 긴장시켜 노화를 방지한다 180

95. 먹는 힘을 기르는 혀내밀기 체조 181

96. 한 사람당 한 개씩 밸런스볼 183

97. 생각날 때마다 몸을 조아두다 185

98.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습관화하다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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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운동해서 지방세포를 늘리지 않기 187

100. 색칠놀이는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닙니다 188

101.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189

10.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メメント・モリ)
-죽음을�응시하고,�지금을�살다-
(海龍社 2010년)

<목차>

서문 4

<서문>

일본 재단과 제가 이사장 또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라이프 플

랜 센터(life planning center) 및 사사카와 의학의료연구재단과는 1999년 가을부터 십 년에 걸쳐

일본 각 도시에서 연간 2~4회, 여태까지 전부 34회 <죽음을 기억하라 (Memento mori, 라틴어) -

죽음을 응시하고, 지금을 살다>라는 테마로 포럼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강연회는 매회 한 명 혹은 두 명의 호스피스 의료전문가와 함께 제가 강의를 하는 형태로 실시

했습니다. 테마는 같아도, 그때마다의 강사가 지닌 죽음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임종의료 대처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32회의 강연회를 통해 개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투병자세, 혹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둘러싼 의료인이나 가족 간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동안 일본 혹은 세

계에서 일어난 수 많은 생명을 빼앗은 천재지변이나 재해에 대해서도 화제로 삼아 왔습니다.

과거 십 년간 행해 온 여태까지 저의 강연을 이번에 테마별로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강연

들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나아가 이 테마를 각자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문제로써 생각해 주

셨으면 하는 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서를 중년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나, 아직 인생의 절반도 채 이르지 않은 젊

은 분들께서도 읽어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제1장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9

제2장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어디로 갈까 14

3)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 낱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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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잎사귀 프레디(Fredy)」가 가르쳐 주는 것 21

제4장 나는 환자의 기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 31

제5장 체험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알다 37

제6장 아이에게 있어서의 죽음 41

제7장 젊을 때부터 노후준비를 50 

제8장 가족이나 친했던 친구의 이별 속에서의 비극 56

제9장 암 告知에 대해서 -치료숙지동의서(informed consent)   63 

제10장 인간 죽음의 분류 (병사, 사고사, 천재지변사, 살인, 자살사) 72 

제11장 자살과 ‘생명의 전화’ 79

제12장 유한한 생명과 뜻밖의 사건 83

제13장 호스피스(hospice)와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에 대해서 90

제14장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 106

제15장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의 다양한 모습 109

제16장 豫知할 수 없는 만년(晩年)과 죽음 114

제17장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의 실상 118

제18장 비탄(grief)의 간호에 대해서 125

제19장 암 告知는 누가할까 129

제20장 사생학(死生學)이라는 것은 138

저자후기 146

자, 앞에서도 이미 진술했듯 생의 마지막 터미널 케어(terminal care)  는 그것이 동떨어져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는 이전에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잘 늙은 것인가, 어떻게 잘 아픈 것인가로 연결되는 것

입니다. 마지막에 저는 E.A 그롤먼(E.A. Grollman)이 남긴 말을 소개 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은, 미래를 잃는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현재를 잃는다.

연인과 친구를 잃은 사람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다.

부모를 잃은 사람은 과거를 잃는다.

이러한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된 유한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할까.

4)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에 환자가 내리는 동의.

5)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노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의학.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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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생이 주어진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우리들의

진지한 태도이지는 않을까요. 그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생에 이별을 고하게 되었을 때, 지

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생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오늘도, 내일

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음을 순수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중 하나 『마지막이 좋다면 모든 것이 좋다』 이것은 일본어로 ‘유종의 미’라고

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처음도 좋고 게다가 마지막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은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 중

국의 고전『시경』(편저는 공자) 안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靡不有初 鮮克有終 – 『시경』, 공자

이 의미는 ‘처음엔 누구나 잘 하지만, 끝까지 잘 하는 예는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주어진 생명을 감사하며 그 생명을 하늘에 되돌려보낼 때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

별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은 자신의 불민한 행동

을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며, 병상을 둘러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단지 ‘그 동안 고마웠습

니다’라는 짧은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익스피어 희곡제목 그대로의 삶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맙습니다’는 말과 함께 이 세계와 이별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 글

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생명을 키우다 (いのちを育む）
-백살의 내가 말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한 길잡이(지침)-
日野原重明,100歲記念出版 (中央法規 출판.2011년)

서문

<서문>

난관을 함께 참고 견디는 것

이 책은, 백 살인 제가 저보다 젊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를 모은 것입니다. 저는 백 년이라는 세월을 살며 다양한 체험을 해

왔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1970

년의 요도호 납치사건, 1995년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 그리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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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사린(sarin)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그로부터 인생에 관한 다양

한 것을 배우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즐거운 적도 많았지만, 동시에 괴로운 일도 참고 견디어 난

관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길잡이를 찾으며 고난을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전폭발사고로 동반된 피해

에 의한 동북지역 분들의 고뇌는, 백 년을 살아온 저에게 있어서도,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큰 충격

이었습니다.

재해로부터 2개월 후, 5월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쵸의 피해지를 방문했습니다. 미나미산리쿠쵸

의 언덕 위로부터 바다방향으로 바라보자, 그곳 일면은 모두가 쓸모없는 황야지였습니다. 오층 건

물 병원의 사층까지 해일이 왔기에 옥상으로 피난했던 사람들만이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것이 방금까지도 일만 수천 명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부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히 서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계속해서 ‘길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왔

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진으로부터 4개월이 흐른 무렵의 여름 새벽녘, 우리 일본인은 이번에는 생각

지 못한 감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여자 축구선수팀 나데시코 재팬의 월드컵 우승입

니다. 일본전역은 감동으로 휩싸였습니다. 지진 이후 계속해서 어두운 뉴스가 이어졌고, 몸집이 큰

미국의 여성들을 상대로 웃는 얼굴로 끈질기게 싸우는 나데시코 재팬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일본인에게 용기를 가져다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혹한 대지진이라고 하는 비극의 한편 일본의 젊고 건강한 여자 축구선수들이 세계를 무

대로 벌인 활약으로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을 뒤덮고 있던 어두운 분위기가 단번에 없어진 듯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데시코 재팬은 대지진으로 충격 받아 의욕을 잃은 우리들에게 일본인으로써

의 하나의 길잡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동일본대지진은 매우 괴로운 사건이었지만, 이 재해로 인해, 오늘날 일본전체가 하나가 되려 하

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힘냅시다라고 말하여도 지역이나 현을 넘어서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는 좀처럼 어려웠습니다. 허나 이 큰 사건에 의해 우리들은 일본은 하나라고하는 일체감을 가

질 수 있었습니다. 난관을 함께 참고 견디는 것으로 길러진 감성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하는 순간

의 감동이 분명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걸어온 백년의 길을 되돌아보며 오늘날 일본과 세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안

심, 안전의 근원이 되는 의료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Part 1. 생명은 순환한다 1

우리들 내면의 왕성한 생명의 고동(鼓動) 2

「잎사귀 프레디(fredy)」가 전해주는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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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이 된 「잎사귀 프레디」6

「생명의 수업」을 계속 이어가다 8

아이들의 의문과 함께 10

생명 사용법을 생각하다 12

생명은 순환한다 14

인간은 병드는 생물이다 16

자가 치유의 힘 18

⊙ 칼럼  삶의 보람을 지지하는 유지하는 5개의 소중한 것들 20

Part 2. 노인은 즐겁고 아름답게 22

목표를 해낼 것 같은 매력적인 노인이 되다 24

65세로 노인이라니 터무니없다 26

자유롭게 사용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 28

백살을 목표로 7할의 인생을 걷다 30

자원봉사의 효용 32

따뜻한 마음의 물결로 지구를 감싸다 33

‘용서하는’ 마음 34

현재도 자원봉사자로 병원경영 36

행복한 우연 serendipity 38

삶의 보람은 가까운 곳에 40

살아있는 동안 정보 제공을 42

⊙ 칼럼  꽃피는 유전자 44

Part 3. 언제라도 ‘르네상스’ 45

언제나 문화적 청춘을 즐기자 46

좋은 문화를 전달하고, 계승한다 48

언제라도 ‘시작’ 할 수 있다 50

‘이젠 늙었으니까’ 는 禁句 52

재산은 살아있는 동안 활용하다 54

나이가 들면 발상을 변화시키자 56

장롱예금은 큰 不發의 잠재능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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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60

당신이 운명을 만든다 62

⊙ 칼럼  매력적인 친구를 만들다 64

Part 4. 보다 나은 치료에 대해 생각한다 65

적절한 생활지도를 받아들입시다 66

치매 환자에게는 진심을 담아 말하자 68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는 의료를 70

연령이나 조건에 따라 다른 검사비 72

노인에게는 ‘치매’가 있다 74

이제부터의 인간 독(dock) 76

⊙ 칼럼  새로운 보건지도 78

Part 5 의료인은 우리들과 붙어있는 파트너 79

미국식 메디컬스쿨의 설립을 80

젊을 때부터 미래의 계획을 세우자 82

의학 교육을 바꾸자 84

법률을 바꾸어 미래를 밝게 86

바뀌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중요합니다 88

건강대책을 함께 생각하자 90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92

건강수명을 늘입시다 94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96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다 98

필요 없는 검사를 줄이자 100

건강교육으로 예방효과를 높이자 102

⊙ 칼럼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다 104

Part 6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재활의 힘 105

재활훈련(rihabilitation)은 의료의 원점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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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회복이 진정한 재활훈련108 

QOL을 높이기 위한 재활훈련 110 

음악의 힘으로 치유하다 112

⊙ 칼럼  리허빌리테이션(rihabilitation)의 어원 114

Part 7 좋은 의료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115

의학의 예술과 과학 116

의사로써 성공하는 비결 118

의사･간호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안테나 120

슈바이쳐 박사의 의료활동 현장을 방문하고 122

조용히 회고하며 생각하다 리트리트(Retreat)  124

⊙ 칼럼 의사로써 체득해야 할 7가지의 덕 126

건강노트 127

보기 좋게 걷자 128

치매방지 130

엎드려 자기132

허리를 매주 재다134

히노하라류 식사술136

목을 돌리다138

이빨을 소중히140

혈압을 재서 낮추다142

목소리의 튜닝144

호흡은 의식적으로 내뱉는 복식호흡146

멋진 미소를 연습하다148

컬럼  신노인의 모임 「삽상한클럽」 커리큘럼150

끝으로

6) 1. 직장이나 가정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공간 또는 인간 관계에 잠기는 생활 양식. 

2. 은둔처. 피난처. 은퇴. 퇴각. 

3. 수양회((종교적인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4. (가톨릭의) 피정(避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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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후기>

이제부터의 세계, 이제부터의 일본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뉴스는 세계로 곧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으로부터 바로

곧 지원의 손길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주일 이내 131개국이 지원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대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까지 무언가 지원하고 싶다며 자청하며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세계가 재해 입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힘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태껏 세계 역사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계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가 변화하는 하나의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

국을 침략해 영토를 넓히려고 하거나, 자원을 빼앗아 전쟁의 거점을 늘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

는 한편, 평화를 사랑하며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하고 싶다는 부드러운 천사와 같은 사고 방식이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 진정으로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로써 외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지는 않을까요. 무기를 들지 않는 ‘평화 국가, 일본’을 보여주기

를 오늘날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발휘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의 환자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평론가이자 정치가인 고(故) 이시바시 단잔

(1884~1973)는 침략이나 국가 확대를 노리지 않는 ‘소(小) 일본주의’를 제창하였습니다. 이것은 점

령한 토지를 모두 각각의 나라로 반환하고, 작은 국가로써 그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도 북방영토나 센가쿠 열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본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던

곳은 모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교육하고, 뛰어난 인재를 세계로 내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이제까지 세계는 계속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GDP(국가총생산)라고 하는 척

도로 헤아려 왔습니다. 국내총생산이 높아지는 것이 국력을 재는 척도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미 40년도 전인 1972년에 부탄의 국왕은 GNH(국민총행복양)라는 개념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가치 있는 것, 그러

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보통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즐거운 가정을 가질 수 있다. 부탄에 태어나서 다행이다’라는

행복감을 많은 국민이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치가 세계로부터도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본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아이들의 교육을 확실하게 행하는 것입

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열심히 생명교육이나 평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의 초등학교에서도 ‘생명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저의 ‘생명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18세로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민주주의 속에서 아이들이 구하는 평화에 대한 순순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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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이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학장 또한 역사상 처음

드류 길핀 파우스트라는 여성이며, 미국의 브라운 대학 총장 역시 흑인 여성입니다. 여성이 세계를

바꾸는 시대인 것입니다. 일본의 장래 운명은 일본의 여성과 청년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10년 동안 일본 및 세계는 평화 구축을 향해 다양한 방면으로 어지럽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어떻게라도 110세까지 살아 그것을 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2011년 7월 25일

성루카국제병원 이사장실에서

12. 끝으로

히노하라 박사의 저서 가운데 ‘생명과 용기의 이야기’(いのち

と勇氣のことば.こう書房)를 특히 좋아하고 몇 분께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책의 말미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났던 스승이나 친구, 그리고 아픈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다. 나는 지금도 환자를 위하여 젊은 사람과 함께 움직일 수 있

는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노하라박사가 가장 존경하는 윌리엄 오슬러 박사의 말

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슬러 박사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떠날 때 마지막 강연에서

‘마음의 평정’이야말로 의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했다. 이때 오슬러 박사는 賢者로서 세계사에 남은 로마

의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임종시에 인생 철학을 평정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한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가려는 학생 여러분에게도 평정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평정은 성공의 시기에도 실패의 시기에도 모두 중요하다고 강의를 마

무리했다. 우리들 법률가들도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이야기인 것같습니다.

히노하라 박사의 일상생활을 소개하여 봅니다. 히노하라박사의 나이를 거꾸로 먹는 그의 건강법

은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일 3~4시간씩 책과 논문을 쓰고, 일기를 적는다. 음악

을 즐기고, 향기로운 에세이를 즐겨 읽는다. 항상 걸으며, 하루 10시간 병원 일을 한다.그는 하루

1300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는데, 단백질이 그중 16%를 차지한다. 일본인 평균 12%보다 많다. 뇌

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수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밥을 통한 당질 섭취는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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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큰 스푼으로 떠먹는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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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가. 지난 2012. 부산법조에 레빈고바야시 히사코 교수의 책 ‘조정자핸드북’을 번역하여 1장부

터 7장까지만 전편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 나머지를 속편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도 갈등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센터가 창립되었고, 강영진 박사가 그 대표를 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갈등이 너무

나 증폭되고 있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본적으

로 세상살이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일듯이  갈등은 인생살이에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삶

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갈등은 있게 마련

입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강영진박

사는 기자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미국에서 갈등해결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그 동기는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뽀족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투쟁의 시대를 지나 바야흐로 분쟁의

시대로 접어 들었는데, 정부나 대학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대비나 연구가 없는 듯했다. 우

리 사회의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보는 듯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박사는 ‘갈등해결의 지혜(일빛)’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그 책도 서머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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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의 지혜 
- 레빈고바야시 히사코교수의 조정이론



나. 갈등해결센터에 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새롭게 해결하려는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갈등해결센터(대

표 강영진)가 2000년도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 활동

에 들어간다. 민간기구인 한국갈등해결센터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갈등해

결 방식인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

해 사회적 영향력이나 법적 소송, 분배적 협상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존중하며 갈

등해결을 모색한다. 강영진(49) 대표는 이날 행사에 앞서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사자

가 자발적으로 갈등을 풀고 각자 원하는 것을 얻는 새로운 갈등 해결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

했다.중앙언론 기자 출신으로 미국 조지메이슨대에서 갈등분쟁해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

대표는 사회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구의 핵심인력을 보수·진보 양측의 대표적 인사

들로 구성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고문으로,

이수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용득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이사

로 참여했다. 

2. 갈등해결의 지혜

강영진박사는 미국에서 갈등해결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답게 깊은 이론과 폭

넓은 사례를 많이 알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특히 유익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여 봅

니다. 

◎ 글머리에
갈등에는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고유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등을 알아야만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복잡한 사안이라면 더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체계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서구에서 갈등해

결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고, 갈등 해결 전문가가 하나의 직업

군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갈등 해결의 주체는 당사자 자신입니다. 오로지 당사자만이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풀어 나갈 역량이 있

습니다. 진정한 해결책도 당사자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은 결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지혜로써만 풀 수 있

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역량과 지혜를 끌어올리는 데 요긴한 마중물이고자 합

부산지방변호사회•213

갈등해결의 지혜- 레빈고바야시 히사코교수의 조정이론



니다. 

갈등해결의 지혜는 아래와 같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과 나의 관심사를 연결하라.

갈등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이 갈등

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에만 몰두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

등 상황에서 양쪽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임하곤 한다. 그래서 갈등이 잘 안 풀리는 것이다. 

갈등이 있을 때,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 인간적으로 통하는 것은 상생적 문제 해결

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화나 협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다. 

2002년 11월,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돼 강연회를 가졌

다. 구 소련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동서 냉전을 종식시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회고하는 내용

이었다. 강연 후 고르바초프는 질의응답 시간에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

정상회담의 막후 일화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제네바에서 첫 회담을 할 때였다. 나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 ‘진짜 공룡(a real dinosaur)’

이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나에 대해 ‘진짜 완고한 공산주의자(a

real diehard communist)’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 레이건 대통령이 나에게 말했다. “먼저,

우리 이름(first name)으로 부르도록 합시다. 나는 당신을 마이클(Machael, 고르바초프의 이

름 미하일의 영어식 애칭)이라 할 테니, 당신은 나를 론(Ron, 레이건의 이름 로널드의 애칭)이

라고 부르세요.” 그 다음부터 상황이 변하고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중

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쟁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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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te」2002. 11. 14.]

냉전을 종식시키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인 계기는 의외로 작은 것에서 시작된 셈이

다. 레이건 특유의 친화력이 빛을 발한 대목이기도 하다. 

♠ 해결책을 찾지 말고 문제를 먼저 찾아라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갈등 해결의 지혜이다. 

갈등이 잘 풀리지 않는 데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갈등의 당사

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 채 성급히 해

결책만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내는 주장(position)과 그 밑에 깔려 있는 진정한 관심사(interest)를 구분하고,

그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풀어 나가야 한다. 

“왜?”라는 물음을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갈등의 본모습이 드러나야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왜?”라고 물을 수 없으면 갈등은 억압된 채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갈등은 영원히 눌려 있지 않는다.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만다. “왜?”라고 물을 수 있는 사이, 그런 조직, 그런 사회야말로 건강한 관계이고 민주적인 조

직이며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는 통합적 해법

협상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하버드 대학의 로저 피셔와 윌리엄 유리 교수는 “상생적 대안을 발명하

라(Invent options for mutual gain)”고 제시한다. 기존에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해결

되지 않고 있으니 ‘발명’하듯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창조적 접근법을 개념화한 이는 영국의 심리학자 겸 작가 아더 쾨

슬러(Arthur Koestler)다. 그는 자신의 저서 『창조 행위(The act of Creation)』에서 ‘Bis-

sociation’라는 신조어를 제시했다. 통상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전혀 다른 두 요소를 결합함

으로써 창조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원통합(異元統

合)’이라 할 수 있겠다.  

쾨슬러가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이다. 인쇄기는 종교개혁과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 인류의 지식과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 조상들은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서 금속활자를 만들어 사용했지만, 인쇄는 기존

의 문지르기 방식에 의존해 효율성이 낮았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금속활자로 활판을 만들고

기계식으로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한 이가 구텐베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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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금속 보석 세공 일을 하던 구텐베르크는 1445년에 납으로 활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활자판을 가지고 인쇄를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뜻하지 않게 와

인 농장에서 돌파구를 찾게 된다. 그의 고향인 독일 마인츠는 와인의 주산지로 유명하다. 어느

날 와인 농장에서 압착기로 포도 알을 내리눌러 즙을 짜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뇌리에 섬광처

럼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포도즙을 짜는 기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평압식(平壓式) 인쇄기

를 만들었다. 인쇄, 출판 또는 언론을 뜻하는 ‘프레스(Press)’란 말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구

텐베르크는 인쇄기로 성서를 처음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인쇄술은 곧 유럽 각지로 퍼졌

다. 성직자들만 보던 성서를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두 기계를 통해 만드는 와인과 책은 중요한 점에서 동질적이다. 둘 다 오래 숙성되도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영혼의 양식이란 점에서다. 

이원통합. 겉보기에 잘 연결되지 않는 것, 전혀 다른 것을 연결하고 묶음으로써 새로운 해결

책을 만들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해결책이 안 보일 때는 현장에서 벗어나 구텐베르크

처럼 엉뚱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서다. 

♠‘결사반대’에 부딪칠 땐 분해형 해법으로 

첫째, 하나의 사물을 볼 때 그것을 오로지 ‘하나’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일한 대상이나 사안을 놓고 다툴 때 그 하나가 실제로는 여러 개일 수 있다. 

둘째, 갈등 당사자 간에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Interests), 필요한 것(Needs), 우려하

는 것(Concerns)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분해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협상학 교재에 불공평한 분배를 위한 대표적 방법 중의 하나로 ‘One cuts, the other

chooses(한 사람이 자르면, 다른 사람이 골라 갖기)’가 소개되어 있었다. 

‘절차적 정의 이론(Procedural Justice Theory)’이란 게 있다.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식하

면 그 절차에 의해 나온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급식 빵의 경우가 단

적인 예다. 나누는 기준과 방법을 함께 정한 뒤, 나누는 과정에 자신이 참여했다면 설사 자신에

게 돌아온 것이 상대방보다 적더라도 불만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분배 대상을 실제로 나눌 때는 최종 결과가 모두 에게 공정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시샘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envy-free proce-

dures)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돈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지도 않고, 금전으로 바꾸는 것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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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사람 간에 평가 가치도 제 각각인 물건이나 권리 의무 등을 여러 사람이 나눌 때는 더욱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 수학이나 게임이론에서는 그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분

배하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하기도 한다. 

♠ 가치관이나 신념이 부딪칠 때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당신의 그런 견해 때문에 당신을 억압한

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Voltaire)가 한 말이다. 의견이나 신념, 성향, 가치관이 다를 때 어

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경구다. 관용,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는 우리 삶을 평화롭고 윤택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관용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에도 신념이나 성향, 가치관 차이에 의해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 사례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접근법을 적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은 존이구동(尊異求同)이다. 서로의

차이는 존중하되, 같은 것을 찾아 함께 노력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대화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진보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As long as we are talking,

we are making progress.)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즐겨 쓰던 말이다. 

갈등 해결의 과정은 곧 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문

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게 대화다.

평상시에는 잘 되다가도 막상 문제가 생겨 정작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잘 안 되는 게 대화다. 

♠ 대화에는 기본 수칙이 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진정한 대화(Dialogue)를 통해 ‘코이노니아

(Koinonia)(친교, 동료애, 우의)’를 형성하고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었던 대

화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함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대화를 위해 소크라테스와 동료 철학자들이 만들어 실천한 대화의 일곱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1. 진정한 대화를 이룰 것(Establish dialogue)

2. 의견을 교환할 것(Exchang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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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주장만 강변하지 말 것(Don't argue)

4. 타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지 말 것(Don't interrupt)

5. 주의 깊게 들을 것(Listen carefully)

6.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할 것(Clarify your thinking)

7. 솔직하게 임할 것(Be honest)  

일반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대화할 때,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수칙(Ground

Rules)’으로 꼽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서로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않도록 한다(No Personal Attack). 

둘째, 상대방이 말할 때는 도중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

(No Interruption).

♠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진행 과정

갈등을 푸는 대화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공적인 사안에서도 그렇고, 가족이나 동료 간에 어

떤 문제를 놓고 사적으로 얘기 할 때도 그렇다. 대략의 흐름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대화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는 대략 다음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1. 준비 및 시작

2. 갈등 풀어놓기

3. 쟁점 논의 및 문제 규정

4. 문제 해결

5. 합의 및 화해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근거 기준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원천적인 불신 때문일 수도 있

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그에 맞는 해

결책을 찾아 갈등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서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서양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말이 있다. 문제는 거창한 데 있기보다는, 디

테일 즉 사소하고 구체적인 곳에 있는 법이다.

해결책이 만들어지고, 서로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되면 남는 것은 매듭짓기다. 갈등을 해결하고

마무리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대화의 결론(합의)을 분명하고 구체

적으로 정리하는 일, 둘째 화해 의식이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이다.”(The greatest

problem in communication is the illusion that it has been accomplished.) 아일랜드 출

신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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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듣기 유형, 나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다. 커뮤

니케이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사용되는 시간 면에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것이 듣기다. 조사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듣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50% 정도라고 한다. 말하기는 그 절반인 25% 이고, 읽

기는 15%, 쓰기는 10% 정도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두 배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사람 몸에 입이 하나

이고 귀가 둘인 것과 같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듣는 것이 그만

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거꾸로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는 것이 듣기다. 읽기 쓰기 교육은 많

이 하고 스피치 학원도 많다. 하지만 듣기 학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듣는 것이 너무 쉬워서인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이라 여겨서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영어에서는 듣는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Hear’는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고, ‘Listen’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to give close attetion with the purpose of hear-

ing)을 말한다. 

“상대방이 말한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You have to listen to not only what is being

said, but what is not said which is often more important than what they say.)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심각한 갈등 분쟁의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시도했던 코피 아난의 말이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래도 갈등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청이다.

경청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 경청방법 - 들으면서 꼭 해야 할 것들

앞에서 ‘들을 문(聞)’자에 대해 풀이한 것을 기억하는가? 듣는다는 것은 귀(耳)로써 상대방

마음의 문(門)을 열고,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똑같은 구조의 한자가 또 있

다. 묻는다는 뜻의 ‘문(問)’자다. 묻는다는 것은 입(口)으로써 문(門)을 열고 다른 사람의 세계

로 들어가는 일이다. 결국 듣는 것과 묻는 것은 성격과 목적이 같은 일이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간간이 물어보는 일이다. 그냥 듣

기만 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집중해도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상대방

의 이야기 중에 불분명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행간에, 또는 마음 깊숙한 곳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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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기 힘든 경우도 많다. 그럴 때 섣불리 넘겨짚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

험하다. 대신,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간간히 물어보도록 한다. 

질문의 방향과 초점은 크게 두 가지에 맞추는 것이 좋다. 첫째,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우

려하는 것, 혹은 ‘니즈(Needs : 심리적 욕구 또는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일이다. 이런 점들은 상대방 마음 깊이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말을 잘 안 하거나 때로는 그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을 때는 따지는 식의 닫힌 질문(Yes or no?)이 아

니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등과 같은 열린 질문이 좋다.

둘째,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문제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즉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주장과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간에 진정한 차이점이 뭔지,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Prob-

lem)를 풀어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의견, 관심사 등과 대조해

가며 상대방에게 묻다 보면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 다음, 그 문제

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서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문제 해결 단계가 시작된다. 1부에서 소개한 유형별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 함께

풀어 가면 된다. 

♠ 인간 행동의 이중 잣대와 역지사지

역지사지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자신의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스스로 화해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다. 자신의 눈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신

의 현재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 한자 그대로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는 얘기다. 영어로는 흔히 “putting

oneself in another's shoes”라고 한다. 영어에서 신발(Shoe)은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즉

입장(立場, Position) 혹은 처지(Situation)를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다른 사람의 신발

을 신고 그 자리에서 서봐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느꼈을 좌절감이나 외로움, 고통 같은 것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알려면 직접 체험해 봐야만 한다. 그러기 전에는 감히 안다고 하기 힘들다. 다른 사람의 처지(상

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가 그 상황에서 느꼈을 심정에 대한 공감(Empathy)이 있어야 진정

한 역지사지가 되는 것이다.

♠ 사랑·업무 실적·갈등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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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혼 생활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아니라, 부딪치는 점을 어떻

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What counts in making a happy marriage is not so much

how compatible you are, but how you deal with incompatibility)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말이다. 그는 부인과 갈등을 많이 겪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끝내는 집을 나와 한겨울 객지에서 죽어간 노작가의 고뇌가 담긴 말이 아닐까 한다. 위 인용구 속

의 키워드는 ‘부딪치는 점(Incompatibility, 양립불가능성)’이 바로 갈등이다.

♠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비밀 하나 말해 줄게. 아주 간단해. 우린 오로지 가슴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법이지. [생텍쥐페리, 『어린왕자』중에서]

니즈(Human Needs)란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데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주거, 휴식, 안전,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

서의 정체성, 인정, 소속감, 신뢰, 애정과 관심, 커뮤니케이션, 자존감, 자아실현 등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니즈의 충족을 추구한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동인(動因)

으로 작용하는 것도 니즈다. 

국내 심리학에서는 이를 ‘욕구’라 번역하는데, 생리적 작용의 어감이 짙은 데다 개념상 개인의

내면적 심리 작용으로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갈등해결학에서 사용하는 니즈의 개념에는 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의 의미도 포함된다. 욕구와 필요의 의미를 함께 아우르는 용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적합한 말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 문맥에 따라 ‘니즈’, ‘욕구’, ‘필요’의 세 단어

를 함께 쓰도록 하겠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 간의 오랜 논쟁도 니즈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다. 갈

등해결학의 원로인 존 버튼은 ‘인간은 원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단지 뭔가가 필요한 존재

일 뿐’이라고 했다. 니즈가 정상적으로 충족되면 선하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고 니즈가 좌절

되거나 억압, 침해되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면 살지 않으리라

갈등 상황에서도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 협상안 혹은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 최종안 단 한 가

지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수용하라고 압박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하기 십상이다.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서로 에게 이로운 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복수의 안을 제시하며 그 중에서

제4장 인간관계의 심층 심리와 갈등 예방



상대방이 자유 의지로 선택하게 하든지, 상대방이 일부 수정 제안을 하도록 여지를 남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취약한 상황의 상대방을 압박해 내 요구를 전면 수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럴 때도 최소한 형식만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좋

다. 협상 결과를 공표할 때 상대방이 발표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최종안을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이후 상호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칭찬은 선택, 인정은 필수

“나는 생각된다, 고로 존재한다.” (I am thought of, therefore I am.)

“나는 인정받는다, 고로 존재한다.”(I am recognized, therefore I am.)

인간이 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헤겔이 ‘인류의 역사는 인정 투쟁의 역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화가 나면 사람이 돌변하는 까닭은?

“격한 감정을 통제하라. 안 그러면 그것이 너를 통제할 것이다.” (Control your passion, or

it will control you)라는 말이 있다. 화가 날 때는 인격이나 교양, 품위 같은 게 소용없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화이기 때문이다. 화에 따라 움직이면

주위의 소중한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린다. 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익힐 필요

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제3자의 결정으로 다툼 끝내기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조정(調停)’이란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총 186회 쓰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리더에게 필요한 갈등 조정 능력

‘조정(調停, Conciliation)’은 분쟁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해(調) 다툼을 그치게(停) 하는

일을 뜻한다. 의미가 사뭇 포괄적이고 쓰임새 역시 넓다. 분쟁 해결 제도로서 경계가 애매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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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대체로 제3자가 분쟁에 개입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나 당사자끼리 직

접 해결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주로 분쟁 사안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상급자 혹은 권위 있는 기

관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해결책(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수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여 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정(調停)이란 말이 연산군 시

절부터 등장한다. 처음엔 송나라의 사례를 얘기할 때 사용되다가 이후엔 거의 대부분 조선 사회

{대부분 임금과 신하들을 중심으로 한 조정(朝廷)}에서 이견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일의 의미

로 사용되었다. 그 쓰임새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정의 의미와 별 차이가 없다. 『조선왕조실록』

(한문원본)에 조정(調停)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총 186회에 달한다. 조선 시대에 이미 조정

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미국의 경우 중조는 하나의 전문 직업으

로 자리 잡고 있다. -3000명

갈등해결능력을 갖춘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 조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 갈등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또래중조’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심각한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방향의 정신적, 감정적 상호 작용이 일

어나고, 서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문제가 해결 또는 예

방될 수 있는 것이다. 

♠ 술로 못 푸는 직장 스트레스는 오픈도어프로그램으로 

갈등은 생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증폭된다. 피해도 그만큼 커진다. 때를 놓치면 해

결도 힘들어진다. 

갈등 분쟁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해결 전문가를 양성하고, 효과

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하는 일대. 갈등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이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돼 서로 감정이 격앙돼 있거나 사안이 복잡할 경우, 당사자 스스

로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의 경우 협상의 문화가 척박하다 보니 서로 목청만 높이

다가 끝나기 일쑤다. 사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는

것이 중립적인 제3자, 특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다. 

갈등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의

제7장‘함께 사는 세상’만드는 갈등 해결 프로그램



양성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훌륭한 분쟁 해결제도를 갖춰 놓아도 유능한 중조인들이 없으면 갈

등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본적인 갈등 해결 기법은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 교육의 기본 목적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슬기

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본 교육 과정의 하나로

갈등 해결 관련 커리큘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 본업이 아닌 갈등 중조 분야에 매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

다. 수입은 변호사 일보다 적더라도 보람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3. 속편 - 레빈고바야시 히사코교수의 조정이론(조정자 핸드북)

가. 조정자 핸드북 - 서문

레비고바야시 교수의 조정이론에 관하여 조정자 핸드북이라는 책에 잘 요약이 되어있다. 저

자 자신이 책의 서문에 자신 조정이론의 골자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조정은 오래된 트러블해결법이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심플하다는 의미도 있고, 조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언쟁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마아, 마아, 마아>라

고 개입하는 자체를 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에서 학교내조정도 활발한데, 조정자로 선정

된 10세가량의 아이가 동료끼리의 싸움을 수습하기 위하여 활약하고 있는 정도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정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정을 하면서 싸움의 시

초는 단순한 것이 차츰 한데 모여서 왜 그런가.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투는 사

람의 생활, 가치관, 인간성 등에 직접 그것도 깊이 관계된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점 젊지 않

고, 인생경험이 풍부한 사람 쪽이 좋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정

자가 완성된 사람일 필요는 전혀 없다. 조정은 조정자를 성장시킨다고 말하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히 대인이 되고 있는 듯한 기운이 있다. 조정은 안이한 해결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문

제가 해결되는 때의 기쁨과 조정자의 만족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 있다. 그와 같은 기쁨을 가

져오는 조정자로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실제 하나라도 많은 조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조정

의 기본적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여 이 핸드북은 그와 같은 기본을 전하기 위하

여 마련한 것이다. 

본서에서 소개하는 조정은 미국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당사자끼리의 직접대화와 그 대화를 추

진하는 조정자의 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조정자를 목표로 하는 분은 이 핸드북을

읽은 후, 선배나 동료와 함께 연습문제를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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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자핸드북의 목차

1 - 왜 동석조정인가

2 - 조정의 목적

3 - 조정자의 마음자세와 역할

4 - 지도자형조정과 어드바이스에 관하여

5 - 조정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태도

6 - 조정의 흐름

7 - 조정준비

8 - 조정개시와 시작하는 말

9 - 대화 / 상황의 파악

10 - 조정의 테크닉 11 - 상황의 분석

12 - caucus 13 - 니즈를 본다

14 - 니즈를 전달한다 15 - 화해안의 검토

16 - 합의서의 작성 17 - 조정의 종료와 끝맺는 말

18 - 조정자가 직면하는 곤란 19 - 공동조정 

지난 번 부산법조에는 레빈 고바야시 조정이론의 총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1)왜 동석

조정인가, (2)조정의 목적,(3)조정자의 마음자세와 역할, (4)지도자형조정과 어드바이스에 관

하여, (5)조정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태도, (6)조정의 흐름, (7)조정준비 까지만 수록하였습니

다. 이번에는 그 뒷부분을 소개합니다.

나. 8-조정개시와 시작하는 말

시작하는 인사는 조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정자는 이 인사를 통해서 자

신이 깔끔하게 트레이닝을 받았고, 경험도 있으며, 공평한 조정자이라는 인상을 당사자에게 주

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오늘의 하나시아이(話し合い - 이야기하다, 대화, 의논, 교섭. 아

래에서 적당하게 번역할 말이 없어 일본어 그래도 사용하기로 합니다)는 당신들이 주체이다. 힘

써달라>라고 당사자를 격려하고, 당사자가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 이 사람이라면 공평하게

문제해결을 도와주겠다>라는 기분을 가지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참가자전원의 눈을 확실히 바라보고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한다. 눈을 마주보는 시간은 좌우의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당사자가 아래를 향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무시



하고 한쪽만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는 조정자에게는 언제나 반복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처음 듣는 것이다. 귀찮다하지 말고

친절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피하고 가능한 한 보통의 단어를 사용하여 조정의 목적과 룰에 관하여 설명

한다. 그러한 설명을 문장으로 하여 미리 나누어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나누어 주었다고 <읽어 보아

알고 있는 대로다>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극단적으로 짧게 하지않도록 하라. 이야기하면서 조정자로서

는 자신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다시 해결을 목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조

정에서는 <침묵은 금이다>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1) 상대의 기분을 살펴면서 이야기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굳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조정자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오해에 조정자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처음의 인사만이 아니라 조정의 중에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

어야 한다. 조정자는 그 길의 전문가이나, 당사자는 초심자이다. 조정의 실시에 관하여 듣고 싶

다는 것,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것은 산처럼 있다. 불안때문에 가슴이 막혀서 그런 기분인가 모

르겠으나 시작이 나쁘다 피하고 싶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당사자의 섬세한 마음을 잊지않도

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문이 있읍니까><이것으로 좋습니까>라고 하면서 살펴라. 오해가

생기지 않는 이야기방식, 상대의 불안이나 의문을 살펴 그것에 답하도록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공부하라. 

그 예로서 어떤 당사자가 여성조정자에 믿음이 없고, 신용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

다. 그 대답은 <괜찮습니다. 믿고 맞겨 보세요>라고 간단히 마쳐서는 아니되고 예컨대 길더라

도 <나의 경험이나 조정의 수완에 불안한 기분은 이해됩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좋다는 의견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고, 경험도 쌓여있습니다. 전

력을 다할 각오이므로 먼저 한번 조정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시간을 허송하지 말

고 조정을 하여보고 그 때가서 결정하여 보면 어떤가. 한번한 뒤에 그래도 남성이 좋다면 그 때

는 나도 좋은 남성조정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등으로 답하라.

(2) 자극적인 말을 피한다
조정중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재판, 소송, 싸움, 폭

력, 생리적혐오, 몸마음대로, 무시한다. 바보다, 이지메다. 거짓말이다, 비겁하다. 싫다. 사기다.

등 당사자의 기분을 거슬리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대신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유>,<

오늘의 과제>, <불유쾌한 행위>,<하나시아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생각하여야 할 일

>,(서로의 의식의 차>,<의견이나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판단의 차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배려는 간접적이지만 대립의식을 완화시키고, 협조적분위기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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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역할을 한다.

(3)인사에 포함되는 사정
인사의 내용은 조정자가 소속된 단체, 그 규칙이나 입장에 의하여 변한다. 그러므로 조정자는

각자의 입장에 응하여 자신 나름의 인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인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정으로는

통상 다음 5가지 항목이 있다.

이름의 한자를 확인한다. - 합의서가 되었더라도 한자가 틀린다면 정식 합의서가 되지 않는다.

조정자의 소개 - 트레이닝을 받은 중립인 개인이다.

조정의 목적 - 당사자가 주역이고 조정자는 보조역이다.

-합의서의 작성

조정의 이점 - 비공개성과 조정자의 메모에 관하여

-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술할 수 있다.

조정의 룰 -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단하지 않는다.

-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다.

- 난폭한 말을 하지 않는다.

- 코카스에 관하여

- 시간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조정자의 중립, 조정의 비공개성과 프라이버시의 존중, 당사자의

주체성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단하지 않고 듣는다는 룰이다. 이러한 것은 동석조정의 2

회,3회 조정이 아닌 한 잊지않고 알리도록 하세요. 주체성에 관한 설명에서는 본인이 자발적으

로 해결하려는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은 아니라는 것, 조정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

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알리고 협력을 구한다.

(4) 인사의 샘플
여러분, 오늘은 조정을 위하여 오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상의를 벗고 편하게 하십

시오.

나는 오늘 두분의 하나시아이에 도움을 드리게 된 조정자 000입니다. 먼저 두분의 이름과 연

락처를 확인하겠습니다.(서로의 연락처를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미리 쓰서 준비한다) 만약 틀

리면 정정하여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정을 시작하겠는데, 그 전에 일응 조정에 관하여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정은 재판과는 다릅니다. 조정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 하나시아이

입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2인의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가

옳다. 법률에 맞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는 어드바



이스도 하지 않습니다.

조정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먼저 두 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시아이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두분이 여기에 앉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은 것,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산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은 그것을 하는 절호

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부터 그것을 듣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또한 두분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두 분의 의견에 무언가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만족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나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이나 해결책이 보이면 그

것이 화해에 합치되었는가 어떤가 함께 생각합니다.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되었다면 그것을 합의

서에 합치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들 3인이 협력하여 2인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을 정식 서면으로 2인이 서명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하나시아이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입니다. 결국 오늘 여태까지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은 나의 입에서는 다른 누구

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정하였다는 기록은 남지만 조정에서 누구 무슨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일체 누설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나는 조정의 사이에 메모를 하는데 이것은 사건의

줄거리나 필요사항을 잊지 않도록하기 위한 것이고, 조정이 끝나면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시아이가 잘되어 합의서가 작성되고, 2인이 그것에 서명하면, 그 합의서는 조정

의 정식기록으로서 남습니다. 그 합의서는 장래 증거로서 재판소에 제출되고 재판소에 강제집

행을 구할 재료로 되는데 그 점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반대로 만약 합의서가 될 수 없다면 진정으로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염려하지 말고 하십시오.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에는 룰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의 중간에 잘라서는 아니됩니다.

지금부터 2인가운데 한 사람씩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떠한 해결책이 희망인가 등, 급할 것 없이 진정하시고 무엇이던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이야기의 허리가 잘려서는 많은 시간이 걸려도 조정은 끝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침묵하고 듣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여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2인 모두 반론하고 싶은 것, 설명하고 싶은 것

이 많을 것입니다. 더욱이 왜 2인이 여기에 앉아있는가를 생각하면 2인에 있어 상대방의 이야

기를 침묵하고 듣기 어려움은 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는 메모용지와 연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이나, 반론하고 싶은 것등 생각나면 이야기의 허리를

자르지 말고 노트를 하세요. 다음 자신이 이야기할 순번이 되면 그 노트를 보고 하고 이야기 하

고 싶은 것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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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조정의 자리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삼가세요. 지금까지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괴로운 생각, 슬픈 기분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 이상 그것을 반복하여도 의미가 없

다는 것을 두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기 위하여 오늘도 여기

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시아이하기 위하여 왔음을 잊지 말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정의 한창 때에 두 사람 가운데 일방에 저와 개별적인 하나시아이를 갖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코거스라고 부르는데. 만약 갑과 코거스를 가지면, 을 당신도 코커스를 가

지게 됩니다. 갑과의 코커스가 10분 걸리면 을과는 20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길이가 다르더

라도 갑도 을도 같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안심하세요. 조정에서는 2인이 완전히 평등하고 나

는 조정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만약 나의 태도가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언제라

도 말씀하여주십시오. 주의하겠습니다.

조정과 같이 코커스는 비밀입니다. 결국 나는 갑과 코커스로 이야기한 것은 갑의 허가없는 한

을에게는 전하지 않습니다. 을과 코커스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만 안심하고 문제

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야기하여주세요.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전하기 전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조정은 대개 2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중 휴식이 필요하게 되면 염려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또한 2시간이 경과하여도 만약 조정이 잘 진행된다면 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

는 그 예정으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정의 방식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까. 없다면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순서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건을 재판소에 가지고 온 측에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결국 두분의 케이스에서는 갑 당신이 먼저 시작하시고, 다음

을 당신에게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다. 9-하나시아이 / 상황의 파악

인사가 끝나고 조정이 개시된다. 먼저 신청인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

다. <그러면 갑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것,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즐거웠던 것, 슬펐던 것, 장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렇게 바란다는 특별한 희망이 있으면 그것

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분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조정자를 향하여 이야기합니

다.  그 중에는 <이미 전부 인테크시에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은 사실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납득시켜야 한다.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의 앞에서 사건의 듣는 목적은 물론 조정자가 사

건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정자는 당사자의 모습을 관

찰하고, 당사자에 불만을 벤트시키고, 다시 당사자를 엠파워할 수 있다. 당사자에 있어도 서로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잘못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므로 상황의 파악은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한 반드시 동석으로 실행하세요.

(1) 정보수집 / 조정자의 듣는 방식
사건의 묘사를 듣는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그때 질문을 하여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도

록 하세요. 노트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말없이 듣고, 질문은 <최초의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작년 10월입니까>라는  사실의 확인 정도에 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의 당사자의 이

야기 만들어서 사건의 전부분 가즈다즈모리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는 누구든 자신이 절대 옳

다고 믿고 이야기하므로 당연 그 내용은 편중되고 일방적이다. 그러므로 조정자는 상대방의 이

야기를 듣기까지는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당사자가 <듣게 하였다>라고 만족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자는 때로 당사자의 눈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태도로 나타낸다. 그러나 신체를 앞으로 쑥내밀거나 강하게 수긍하거나 말을 하거

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라는 등 맞장구는 당연히 피하여야 한다. 무심코 <조정자는 편을

든다>라는 인상을 주어 역효과가 되고, 다른 일방이 보면 불공평하다고 본다. 당사자의 이야기하는

방식은 천차만별, 그중 입을 열지 않는 사람, 반대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는 사람 등 여

러 가지이다. 이야기가 비약하면 때때로 말을 잘라 궤도수정을 도우고, 일방이 특별히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코커스를 열고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나 당사자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

이지 않는 한 조기의 코커스는 찬성할 수 없다. 이야기를 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고 시

간을 계산하여 적당한  기회에 이야기를 끝내도록 한다.  말로 <이제 그만 두세요>라고 하지 않고,

시계를 보거나 손을 올리거나 몸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몸짓으로 그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흥

분하여 조정자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 <상대는 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

고 있다. 그쪽의 기분도 듣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 쪽이 괜찮다면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조정자가 자기와 상대방 어느 쪽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듣는가, 말을 하지않아도 당사자는 처

음부터 관찰하고 있다. 불공평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쌍방으로부터 공평하게 이야기를 듣도록 시간

을 나누어야 한다.

당사자 중에는 처음부터 화가 나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때는 당사자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반

응하여 조정자가 이야기를 듣고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때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같

은 이야기를 괴롭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으므로 그 사람에의 배려도 잊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듣

는 사람이 참을 수없도록 말을 반복하거나, 일어서거나하는 것도 있는데, <갑의 이야기를 묵묵

히 듣기 어려움은 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갑의 이야기가 끝나면 을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므로

조금 참고 갑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만약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연필과 메모용지에 잊지

않고 쓰십시오. 을의 차례가 되면 그 메모를 읽고 을의 기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말로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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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前行程에서 당사자의 말다툼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단계입니다. 말다툼은 거의 듣는 쪽

에서 시작되는데,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때이다. 그것

이 이 단계만 무사히 넘기면 화해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조정자로서는 상대를 대신하여 자신

이 분노를 중단시키는 쿠션이 된다는 기분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요. 그때 일방의 비난으로부

터 타방을 지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는 당사자에게 감정적인 비난은 상대의 태

도를 경화시켜 하나시아이의 마이나스로 되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 당사자를 알고 그 분노에 대처한다.
조정자는 사건의 묘사를 들으면서 당사자의 사람됨, 트러블에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여야 한

다. 당사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하나시아이형, 싸움형, 회피형의 3 타이프로 나누어지는데 그

것을 보고 정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씨가 생각될 수 있다.

(가). 하나시아이형 -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여 고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 싸움형 - <나는 절대 나쁜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상대이 원망스

럽다. 천벌이라고도 받았으면 좋겠다.>

(다). 회피형 - <어떻게 되든 좋다. 무엇을 하더라도 헛일이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라고 체

념하겠다.>

그 가운데 주의가 필요한 것은 (나). 싸움형이다. 폭력행위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빨리 그

분노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코커스는 지나치게 빠르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필

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커스에서는 듣는 역할보다는 대화의 상대역으로 되어 분노를 소화시

키기 도록 활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회피형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코커스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데,

(1) 그와 같은 태도•의견을 말하는 기분과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표시하고 (2) 왜 그러한 태

도•의견을 말하는 가를 설명을 구한다. 그리고 (3)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하여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 에컨대 <을의 현재의 기분은 .........라는 것인가,>, <결국 갑의 이야

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맑게 하겠다는 것같은데 기분이 상하여 난폭하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혹

은 <분노하는 모습은 이해됩니다. 그 이유를 조금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등의 이야기

하는 방식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게 된 당사자라도 조정자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의식한다면 반드시

냉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이해한 것을 항상 당사자에

게 전달하십시오. 조정자에게 듣게 하였다고 생각하면 당사자의 기분이 가볍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에 대한 분노도 감소된다. 물론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버리세요>라고 말하면 당사자는

자제하고, 조정자는 그 장을 손쉽게 수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의 분노가 마음에 남

겨져 있는 상태에서 러면 상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로 어떻게 대화를 끌고가면 좋은가. 그 기본은 (1).당사자의 이야기를 될 수 있으

면 요약하는 것, (2)다시 이야기 중에 <여기가 신경쓰이는 점이다>라던가, <이 점을 이해되

도록 해주세요>라는 사실을 살펼 때, 그것을 그대로 지나지 않고, 재빨리 말을 바꾸어 조정자

가 듣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린다. 예컨대 <계장은 나를 신용하지 않는다>를 들었다면,

무시하지말고 <계장으로부터 신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군요>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듣는 당사자는 반드시 안도의 표정을 나타내므로 그 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라고 질문하고 침묵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기다린다.

<화해에의 힌트- 폭력을 살핀다.>

폭력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과 정신적인 대미지를 입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

이나 그 源은 파괴가 아니고 상대를 콘트롤하고 싶다는 욕구이다. 그러므로 조정자는 그 욕구를

헤아려 의자의 위치를 창가에 기대게 한다거나, 조정의 시간을 상대의 사정에 맞추어 변경시키

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실제 면에서의 양보를 될 수 있는 한 한다는 등 당사자를 만족시키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상대를 위협하거나 조정의 진행방법 자체에 관하여 요구하는 때는 그것에 좌

우되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나타내면 그것은 폭력행위, 혹은 그 전조라

고 생각하고 주의하세요.

- 상대를 매섭게 쏘아보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 큰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묘하게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하는 등의 태도

- 책상을 두드린다. 문을 소리내면서 닫는다거나 소리를 내고 앉는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의 행위

- <요리도 하지 못한다, 가계도 못한다. 무능한 아내> <술마시고, 갬블을 좋아하고 무엇으

로 사는지 모르는 남편>라는 상대를 인간으로서 비하하는 말

폭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을 종료한 후 반드시 약한 입장의 당사자를 먼저

돌아가게 한다. 폭력을 휘두를 것같은 당사자는 적어도 30분 늦게 퇴실하도록 하여 상대의 신

변의 안전을 꾀한다.

폭력사건에서도 조정에서 화해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로서 갑의 예를 소개합니

다. 갑은 20대의 여성인데, 6세인 자식과 단독면접을 요구하여 그 양육자인 전 남편 을을 상대

로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끼리 차이를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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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당사자들은 하나시아이에 즈음하여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쩌면 전혀 미

지의 사람끼리 일지도 모른다. 실제 조정을 하게되면 쌍방이 전혀 다른 사정을 트러블의 원인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상대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할 줄 모르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 하

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그와 같은 이야기 자체 대화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

사자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면서 상대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자신의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가 등 상대의 눈에 비친 트러블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그것은 유쾌한 것

은 아니다. 불쾌를 드러내는 당사자도 있는데, 그 과정없이는 진정으로 유효한 화해는 있을 수

없으므로 조정자는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는 두조의 가족의 대립을 조정한 적이 있다. 이 두 가족은 7년간 싸움을 계속하였는데, 딸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다른 일방의 모친이 몰려가면 다른 가의 딸의 직장 ..................

최후에는 중학생의 아버지와 상대방의 숙부가 살상사태를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두조의 부부외 사건의 확대를 우려한 촌장과 장로과 함께하였다. 촌장은 두조의 가에서

상대에 대한 비난을 매일 듣느라 노이로제가 되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내가 싸움의 원인을 물었더니

두 부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들은 그것을 듣고 난 뒤의 나쁜 표정은 지금도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일방은 타방이 이야기한 사건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개별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그의 오해는 영구히 풀리지 않았을지 모

른다. 빠른 코커스를 권하지 않는 것은 이렇듯 당사자가 상대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를 엠파워한다. 

상대를 눈앞에 두고 그 사람과 싸운 이야기를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당

사자의 마음에는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조정자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이야기 하면 그 자리에서 상대의 반발을 받을지 모른다는 염

려도 있다. 

상황의 설명은 당사자가 그러한 심중의 갈등을 넘어서 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직, 그러면서 이로정연하면 하는 정도 당사자의 자제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

신의 분노와 에고를 억제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각은 당사자의 자존심을 높인다.

결국 조정자에게 사건을 묘사하게 하면 실은 자기자신을 엠파워시키는 것이다.

라. 10 -조정의 테크닉

조정자의 역할은 당사자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조정자는 하

나시아이의 방향지움도 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자유로이 이야기하면 그 방향지움은 불가능하

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위하여 개발된 것이 조정의 테크닉이다. 결국 조정의 기술이란 하나시아



이를 <도 맡아 관리하지 않으면서>리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조정의 흐름의 설명을 우선 접고 조정에서 사용하는 테크닉과 그 active listening 사용법에

관하여 논한다. 조정기술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본은

간단명료하여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도전해보세요.

처음에 테크닉의 수순인데, 이것은 전장의 분노를 소화시키는 대화법에서도 다루었듯이 2단

계로 나누어진다.

조정자는 (1) 당사자의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나간다>는 형으로 대화를 진행한다.

(2)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이나 감정표현을 들으면 그것을 반복한다.

그 반복은 (a) 그 표현을 그대로 강조한다-당사자를 만족시켜 대화를 하게 한다.  

(b) 당사자의 말을 변화시켜 표현한다-그것에 의하여 하나시아이의 방향을 결정한다.

a. 경청/active listening
조정에서는 <듣는다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조정자는 항상 생각하면서 당사자에게 질문하

거나 듣은 것의 확인을 하고,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다. 이와같이 단지 안심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조정에서는 경청,영어로  active listening이라고 한다. active

listening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듣는 방식의 기술에는 paraphrasing, refraining, 그것에

open-ended-question이다.

1) paraphrasing
paraphrasing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요지를 정리하여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을 바

꾸는 것이다. 외국어의 번역작업에 흡사하다. paraphrasing의 작업 그 자체는 단순한데, 당사

자가 받아들이는 만족감은 크고, 조정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도록 한다. 이야기하는 쪽이 분노가

마음에 가득한 때, 흥분하고 있는 때, paraphrasing을 함에 의하여 조정자는 그 중립을 지키면

서 당사자의 분노를 중지시키고, 흥분을 수습할 수 있다. 

또한 상대측에서도 도무지 듣기 어려운 당사자의 이야기와 달리 조정자의 객관적으로 하는

말솜씨는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받아들이기 쉽게한다. paraphrasing은 조정자가 듣은 것을 확

인한다는 의미에서도 유효하다. 

그 기본은

1) 말의 角을 취한다

2) 누구 누구하는 특정의 이름을 될 수 있으면 일반의 말로 바꾼다.

3) 감정적이 아닌 객관적 표현으로 고친다.

paraphrasing의 예 1-5

2) ref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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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ining은 paraphrasing과 같이 말을 바꾸는 것이다. 아메리카에서는 이 두가지 말을 동

의어로 취급하는 조정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조정에서 사용하는 말바꾸기에는 앞

서 술한대로 두 종류가 있고, 그 차이를 적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는 역시 두가지의 다른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paraphrasing과 refraining의 의미를 조금

바꾸어 사용한다. refraining,이  paraphrasing과 다른 점은  refraining에서는 조정자가 당사

자의 발언을 조정자 나름대로 이해하여 당사자가 전달한다는 의미(말이 아님)를 파악하여 그것

을 보다 적확하게 그것도 positive하게 협조적인 표현으로 말을 고치는 작업이 포함되는데 있

다. 결국 당사자의 불만이나 분노를 듣는때 조정자는 당사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반전시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고친다. 조정자가 하

나시아이의 방향을 잡고싶다고 할 때는  refraining이 유효하다. paraphrasing의 작업에는 듣

고, 맥을 잡고, 돌아오는 3스텝이 있는데,  refraining은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되돌아온다.

라는 4스텝으로 <정리하는>작업이 하나 증가되어 있다고 해석하세요. 그 차이를 도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refraining의 례

처도, 자식도 무시하고, 백안시하고 자신이 집에 없으니까, 남과 같이 취급하는데 조정위원님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가정내에서 고립되어 쓸쓸하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

3) open-ended-question
당사자가 재잘거리는데는 한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질문을 하여 입

을 열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입이 무거운 것에는 예컨대 夫의 폭력을 두려워 하고 있다

는 것같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조정자는 그 이유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

사장에게 입을 열개하기 위하여는 예/아니오 라는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 open•

ended•question을 사용합니다.

open-ended-question의 례

1) 언제 어떤 이유로 거기에 갔는가

2) 그때의 기분은 어떠하였는가

3) 싸움을 하게 된데 대하여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그때 당신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현재 2인의 관계는 어

떻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5) 그때의 상황에 관하여(당신의 기분에 관하여) 조금 상세히 이야기하여 주세요 



b. 노트하는 방법
조정자 가운데는 노트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노트를 한다. 그 하는 방법은 이렇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 조정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노트를 반분하여 신청인을 왼쪽, 상대방을 오른쪽으로 정하여 각각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당사

자가 않는 좌석도 같도록 정하여 두면 이름을 잊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설명을 들으면서 상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고 될 수 있으면 내용을 분류하면서 신청인과

상대방으로 나누어 노트한다. 초보 조정자중에는 노트를 숨기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 좋

은 인상을 주지 않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부끄러운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험이 쌓이면 습관이

되므로 처음부터 당당하게 당사자 앞에서 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처음의 인사에

서 노트를 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일반의 룰로는 조정의 노트는 조정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 속행되고 있는 사이는

보존하하는데 언제 당사자의 눈에 띄여도 괜찬토록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여두세요. 조정

의 하나시아이는 비공개이지만 조정자의 태도는 당사자에 대하여 항상 공개되고 있다. 

마. 11 - 상황의 분석

당사자의 설명이 대체로 끝나면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옮겨간다. 그때는

아직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단계인데 조정자의 듣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속에 재빨리 무엇이 트러블의 원인이고, 사건의 어떠한 점이 당사자에게 불유쾌

한가, 트러불을 수습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고 있는가를 생각하

여 조정의 테크닉을 사용하면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a. issue와 position을 알다 
사건의 원인이나 당사자의 주장은 issue와 position이라고 부를수 있다.

issue와 position를 찾음에 의하여 조정자는 혼돈된 상황을 정리정돈할 수 있다. 복잡하게 얽

혀있는 불평불만을 정리하여 당사자쌍방의 issue와 position을 찾아 <이것이 트러블의 실체

입니다>라고 당사자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issue나 position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사자의 이야기는 거의 issue와 position

으로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조정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복하는 말이나 말하는 것을 탐

구함에 의하여 간단히 찾아낼 수 있다. 예컨대 <무단으로 나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셔놓았으

므로 그것을 발견하고 사과하는 것인데, 시치미떼고 있다. 지금 여기서 사과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이슈는 컴퓨터를 친구가 사용하였다는 것, 포지션은 사죄의 요구이다.>

issue와 position에는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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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용은 유형, 사죄는 무형의 이슈이다. 또한 <부셔진 컴퓨터의 수리비를 받고 싶다>는 유형

의 포지션인데, <반성하게 하고 싶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싶다>는 무형의 포지션이다.

issue와 position의 상세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슈-조정에서 하나시아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의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결국 트러블의 직접

의 원인으로 되는 사건, 태도, 손해, 손실 등이다. 그러나 조정에서 말하는 이슈는 법률론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이나 행위의 시시비비를 의론하는 것은 이슈로 되지 않는다.

포지션-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나 주장은,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사죄하기를 바란다,

변상해주기 바란다라는 희망이다. 이혼하고 싶다, 자녀의 양육권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등

도 포지션이다.

issue와 position의 확인 

issue와 position을 알게 되면 조정자는 그것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조정자가 그것을 확실

히 이해하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한다. 이 작업은 당사자의 머리의 혼돈을 정

리함과 동시에 지금부터의 하나시아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확인의 타이밍으로서는 당사자 일방의 상황설명이 끝난 후에 하는 방법과 양자가 이야기한

후, 한번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 1인1인에 관하여 각자

의 설명이 끝난 후 그것을 요약하는 형태로 issue와 position의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

게 하면 일방이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될 위험이 있다. 신청인의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쌍방의 설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조

정자도 있다. 어느 쪽이 적당한가를 완전히 판단하지 않고, 그 경우의 분위기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도 좋으나 조정자 자신의 좋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issue와 position을 확인하는 때의 말하기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을 확인의 의미에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바로 들었는가어떤가, 만약 사실과 다르면 정정하시기 바랍

니다>라는 식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최후에 <이렇게 말하여 갑은 오늘 0000에 관하여 하나시

아이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xxxx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마

무리한다.

처음 당사자의 상항설명이 끝나 그 사람의 issue와 position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또 한사람

의 당사자를 행하여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그 때의 시작하는 방식은 <감사합니다. 갑은 달리

덧붙일 것은 없는가요. 없다면 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을이 참고 들어

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을로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

다.> 조정자가 바르게  issue와 position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확하게 파라프레이즈할 때 당

사자는 안도하기 때문에 숨을 쉬는 듯한 표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후 당사자의 태도가 변하

게 되므로 이 작업을 가볍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화해에의 힌트>확인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issue와 position를 찾는 것은 간단하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조정자의 배려와 기술이 필요하다. 컴퓨터를 무단사용한 위에 그것을 부

셨다고 노한 갑의 주장을 예로 하면 조정자가 <갑의 컴퓨터를 을이 무단사용하여 부셨습니다.

다액의 수리비가 필요한데 을이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늘 컴퓨터의 무단사용과 그 수리대

에 관하여 이야기합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또한 사람의 당사자인 을

은 노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돌아가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무단사용이라는 말은 갑의 견해

인데 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무단으로 사용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런지 모른

다. 조정에서는 하나의 사정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서로 전혀 다른 사실을 술하는 것도 자주있습

니다. 예컨대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여 부신 위에 수리비를 청구한다> 갑의 주장에 대하여 을

은 <갑의 처에게 허락을 받았고 수리비는 지불할 예정인데 갑이 약점을 잡고 필요이상으로 비

싼 부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소프트 까지 넣었고, 그 위에 수리의 출장까지 부탁했다. 그것을 전

부 나에게 지불하라는 것이다>라고 반론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issue와 position의 표현에는

당사자의 어느 쪽이라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와 궁리가 요구된다.

1) 이슈를 전달한다
이슈를 잘 표현하는 비결은 이슈를 트러블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하나시아이

의 테마로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개인적감정을 제외하고, 모가 없이 중성적

으로 일반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조정자로 될려고  할 무렵 누구라도 조정을 하는 것에 열중하

므로 자신도 모르게 1방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슈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조정

자가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줄뿐만아니라 조정자자신을 틀렸다는 암시에 들게 한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면서 정확하게 노트하여 그것을 눈으로 읽으면서 그 정보를 머리로 정리하고 최

후로 파라프레이즈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예컨대 컴퓨터사건의 이슈의 표현으로서 <갑의 이야

기에 의하면 컴퓨터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두 사람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기

에 관하여 하나시아이하십시다. 그것에 수리비의 부담방법에 관하여도 하나시아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어떤가요. 을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것입니다. 이슈와 포지션의

학인을 잘함에 의하여 조정자는 당사자사이의 대립과 반감을 누그려트리고, 협조의 토대를 만

들 수 있다.

화해의 힌트 - 복수의 이슈 - 취급방법    

저명한 전략가 폰 크라우세비치는 <모든 싸움은 보이지 작은 싸움의 집합이다>라고 말하였

는데, 조정에 관련된 사건도 바로  그대로인데, 오랫동안 계속된 작은 에고가 충돌한 것인데, 어

느 사이에 잠재해있던 사건으로 부풀게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슈가 하나인 조정

은 거의 없다. 이슈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슈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 조정자의 일이다. 당사자

가 주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슈부터 하나시아이할 것인가>와 당사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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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슈의 순서는 조정자가 결정해 <이것으로 좋

은가요>라고 가지고 나가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순서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하나씩 29페

이지의 조정의 흐름을 참고하여 각 이슈에 관하여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듯이 조정을 계

속한다. 조정자는 조정중 항상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의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복

수의 이슈를 다루는 경우, 그러한 의식이 결여되면 하나시아이가가 혼돈에 빠지고 무엇이 무엇

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복수의 이슈를 한꺼번에 하나시아이하지 않는 것인데, 이혼과 별거, 어느 쪽에

있는가, 양육비를 말끔하게 주면 이혼하고 싶은데, 받지 못하면 이혼하지 않는다하는 것같은 현

실에는 복수의 이슈가 얽혀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경우 일응 전부의 이슈를 정리하여 이

야기하면서 차례로 하나의 이슈를 다른 이슈로부터 분리하여 나아간다.        

또한 하나의 이슈에 관하여 하나시아이하고 있는 때 이슈가 이곳 저곳 건너뛰는 것이 있다. 특

히 당사자끼리가 직접 하나시아이하고 있는 때 그와 같은 혼란이 일어난다. 그런 때 조정자는

이야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입하여 이슈의 궤도수정

과 교통정리를 행한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건너뛰는 것도 있어 당사자가 알고 이슈를

바꾸었다고 생각되는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임기응변에 대응하는 공부를 하세요.

이슈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는 먼저 (1) 이슈를 그룹으로 나누어 (2) 그 그룹내에서도 순서를

결정한다라는 것같이 서서히 세분화한다. 그 그룹나누기로서는 금전, 감정, 일, 역할 등과 같이

사정으로 나눈다. 혹은 양육의 문제라면 아이가 중학에 다닐 때,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 취직

할 때라는 것같이 시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도 있다. 그룹으로 나눈 후 그 그룹내에서 다시 이

슈의 순서를 결정한다. 그 경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고,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

는 것도 좋은 데 그 目安으로서 다음의 점을 생각할 수있다.

-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케이스

- 긴급을 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케이스

- 불만이 강한 것부터 시작하는 케이스

2) 포지션을 전달한다.
이슈와 달리 포지션의 확인은 주의를 요한다. 포지션은 당사자의 자기주장이므로 그것을 여

러번 반복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거꾸로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다. 보통 당사자는 조정

에 오기 전에 상대방의 포지션을 알고 있으므로 그 점 확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한

다. 실제 친자나 이웃사이의 트러블과 같이 이유보다 감정이 선행하는 케이스, 또는 사과요구와

같이 포지션이 무형인 사건에서는 확인하지 않더라도 화해가 가능하다. 그 경우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이슈를 확인하고 <ㆍㆍㆍㆍㆍㆍ그러면 될 수 있다면 이 점을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갑은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같이 이슈와 함께 말하는 방법이다. 



반면 포지션을 확인함에 의하여 조정자는 하나시아이의 초점을 다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슈의 확인과 함께 포지션을 확인하여 두는 방법이 안전하고, 하나시아이가 나아가기 쉽다

는 이점이 있다. 특히 비즈니스분쟁에서는 유형의 포지션이 많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서로의 포

지션을 확인하여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요구가 금전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 그 액을 확

실히 반복해두어야 한다. 요컨대 포지션의 확인은 조정하는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용태등을 고

려에 넣어 유연하게 행한다.

화해에의 힌트 -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는다

포지션의 확인에 관하여 조정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조정자자신이 당사자자신의 포지션에 <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을 희망하는 처가 위자료를 1천만엔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남편은 10만엔만 줄 수 있다고 하는 때, 이것은 차이가 지나치게 크서 하나시아이가 되

지 않는다고 체념하여서는 아니된다. 혹은 무엇이 어찌되든 이혼한다. 아이는 데리고 간다라고

주장하는 처에 대하여 남편은 죽어도 이혼은 하지 않는다고 외골수로 주장한다. 이러한 때 무엇

이라고 주장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위자료의 액도, 자녀를 데리고 가고싶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포지션이다. 당사자가 포지션을 주장하는 한 혹은 그 포지션의 정당성을 상대방이 납

득하지 않는 한 화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툼이란 근원을 따지면 모두 포지션의 하나시아이이

므로 당사자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조정자는 그 포지션에 묶여서는 아니된다. 그러기

위하여 <왜>를 생각하는 것이다. 왜 1천만엔이 필요한가, 진정으로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그

것이 증명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왜를 납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왜 그 자체가 요구를 들

이되는 상대가 알게하고 싶다는 점이다.

그러한 왜는 니즈(needs)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는데 조정은 새로운 단계에 들

어간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니즈가 만족되면 해결책이 좋은 화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포지션은 상황의 변화나, 상대의 주장을 듣는 가운데 변하는데, 니즈는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c. 당사자의 시점을 <다툼을 넘어선 것>에 향하게 한다.
이미 <동석조정이란>에서 이야기하였는데, 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다툼을

넘어서는 것>에 시점을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황의  설명을 통하여 상대에 대한 불만

을 <벤트>하는 것과 당사자의 마음이 가볍게 되었으므로 <다툼을 넘어서는 것>을 보는 여유

를 가지게 된다. 이슈와 포지션이 나오는 시점에서 조정자는 벤트를 끝내는 것, 당사자의 시점

을 <다툼을 넘어서는 것>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벤트를 끝내는 방법은 단지 <불만을 그만 이야기 하세요>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설명을 들은 후 을의 기분에 변화는 있는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게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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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물어 당사자에게 상황을 바로 보게 한다. 어디까지 벤트할 것인가, 언제 그것을 일단락

지을 것인가 등은 그 장의 상황에서 판단하는데, 그러나 한번더 벤트를 그만둔 뒤 꼭 필요하다

고 느끼면 다시 시작하면 좋은데 벤트에 관하여 신경질이 될 필요는 없다. 

당사자의 시점을 다투므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옮기기 위하여는 예컨대 <2인의 이혼에

의하여 아이들의 생활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한다, 쌍방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나 사

람을 강조한다거나 혹은 당사자의 기분을 과거로부터 장래에 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자주 사

용된다. <괴로운 시기를 보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쯤에 괴로운 이야기는 끝내도

록 합시다. 이 조정을 계기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시

아이해 보지 않으렵니까.>라는 분위기로 가지고 간다.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이란 현실을 보거나 느끼는 기능, 정치와 같이 현실로부터 벗어나 생각

하는 기능, 그리고 도덕이나 사고하는 기능의 3부분으로부터 구성되고 있습니다. <수리대를 돌려받고

싶다>, <반성하게 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배상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포지션의 대부분은 현실을 보거나 느끼는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고, 당사자가 포지션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생각하는 방법이 그것만으로 단일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자에 <다툼을

넘어서는 것>을 드러냄에 의하여 조정자는 생각하는 기능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 결국 하나만이 아

니라 머리의 3기능을 밸런스 좋게 움직이도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차분하게 생각한 결과 그래도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하고 싶다. 상대를 벌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 그 당사자는 상의 3기능을 사용하고 결국 감정에 흐르지 않았고 생각

된다. 그 경우 해결법은 조정보다 재판, 혹은 중재의 쪽이 적합합니다. 조정자는 조정과 기타의 해결법

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여 당사자에게도 그것을 이해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바. 12 - 코커스

a. 코커스는 무엇인가.
코커스는 조정 중에 조정자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하나시아이이다. 그러나 코커스는

별개조정의 동의어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동석 가운데 사용되는 조정테크닉의 하나로 생각하세

요. 코커스에는 비밀준수라고 하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고 조정자는 코커스에서 하나시아이

한 사정을 그 당사자의 허가없이 상대측(을 포함하여 누구더라도)전할 수 없다. 코커스에서 상

대가 아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갑에게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한

다. 내가 이야기하여도 좋으나 그래도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  만약 그

답이 노라면 그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경우 코커스에서 들은 정보를 사용하여, 당사자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않은채 당사자를 유도하거나 노골적으로 하나시아이를 조작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예컨대 그것이 당사자를 위하여라고 생각되더라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각 본



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당사자를 위하게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조정에서는 당

사자가 주역이라는 것을 잊지말고, 당사자의 문제해결능력을 믿고, 당사자의 의지와 프라이버

시를 존중하여 말하고 싶지않다고 부탁하면 최후까지 말하지 않아야한다. 조정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열게되는 코커스는 유효하게 사용하면 조정자에게 있어 대단히 유효한 무기

로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당사자의 마음에 의혹이 생기게 하는 반작용도 있으므로 주

의하세요. 일방이 조정자와 코커스에 들어가고 있는 때 타방은 반드시 자신의 변명할 수 없는

곳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하는 불안이 엄습한다. 불안은 협조에 장애가 되

므로 코커스는 당사자쌍방의 시간을 동등하게, 짧게,빨리 끝내는 것이 기본이다. 대중으로 15

분 정도가 좋다. 15분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리 길지 않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하

는 불안한 기분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긴 시간이다. 만약 20분이상 계속된다

면 도중 이야기를 멈추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쪽의 모습을 보도록하세요.

코커스를 단시간에 끝내기 위하여는 먼저 왜 코커스를 여는가, 조정자는 머리에 넣어둘 필요

가 있다. 예컨대 그 이유가 조정자의 머리가 혼란되고, 조금 냉정하게 되는 것에도 마음을 써야

한다. 코커스에서는 그 목적에 맞추어 이야기하여야 하고, 이야기가 여기 저기 건너뛰는 것같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불유쾌한 분위기일 때는 코커스를 열지 않도록 신경을 쓰세요. 코커스 후 불유쾌를 배제

하지 않고 동석조정으로 되돌아가서는 좋지 않다. 예컨대 당사자 갑은 <조정이 무엇이고 하지

않는다. 재판에 호소하겠다>라고 노하여 소리친 직후, 거기에 반론하듯이 <갑과 코커스를 하

겠으니 을은 자리를 비워달라>라고 조정자가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갑의 불유쾌는 증대

하고 을은 내심 혼자 웃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한 경쟁심은 협조에 장애가 되고 또한 조정자가

당사자의 말에 놀아나는 인상을 주게된다. 당사자가 노하여 소리치면 그 장은 침묵하여 넘어가

조금 시간을 두어 분위기를 갈아 않히고  그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보통과 같은 기분으로 코커

스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코커스를 열려고 생각하는 때부터 실제로 열기까지 조금 시간 틈을 두게 된다. 조정자

는 코커스에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그때가 올 때까지 잊지 않도록 하세요.

노트에 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당사자가 그것을 읽어볼 수도 있으므로 너무 상세히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코커스의 순서는 예컨대 신청인이 먼저, 그 후 상대방이라는 자신 나

름의 룰을 만들어 두는 것이 편리하다. 룰에 따라 행하면 당사자에게 코커스의 이유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 처음의 인사에서 순서를 전하여 두고, 다시 중립을 강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b. 코커스를 여는 타이밍
당사자주체의 조정에서는 코커스는 될 수 있으면 짧고, 적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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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에서는 엠파워나 차이의 인식을 당사자에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있는 자리

에서 액티브 리스닝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쪽이 당사자의 만족감을 증대할 수 있다. 

실제 <비밀준수의 코커스는 마음을 열고 하나시아이를 한다는 조정본래의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코커스는 일체 하지 않고 조정을 하는 시기도 있다>라고 하는 베터랑 조정자도 있다.

그러나 그 유효성을 생각하면 코커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현재는 코커스의 장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상황을 골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양약은 입에

쓰다>와 같이 우리들은 유효한 코커스의 사용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코

커스를 열면 당사자의 불안을 억제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을까. 조정력 20년의 비타 미라씨는

(1)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때, (2)당사자를 달래거나 용기를 북돋우고 싶은

때, (3)코커스를 여는 것이 화해의 성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때의 3가지 점을 들 수 있

다. 그것을 다시 상세히 술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희망하는 때
대부분의 경우 바로 코커스를 연다. 그러나 열기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당사자에 의하여 조정자의 동정을 받기 위하여 혹은 조정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코커스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다. 열기전에 왜 코커스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상대방의 앞에서 듣고, 상대

방을 납득시킨 위에 코커스를 여세요. 만약 상대에게 불리할 것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되면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모인다. 여기서 이야기하여 을에게도 듣게 할 것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

조정의 인사에서 코커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코커스를 열어주세요. 갑의 앞에서

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니 사건에 관하여 조정자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

다>라고 조르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때 <먼저 나의 인사와 조정의 설명을 끝내도록 하여주

세요>라고 넘어가세요. 그후 조정이 시작되고 코커스를 열려고 생각하고, 가끔 그 당사자가 신

청인으로 상대방인 갑의 퇴실을 원한다면 그는 화가나 <결국 지금부터 나의 험담을 하겠군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린다. 

나는 인사시 을의 희망을 잊지 않았지만, 갑도 잊지 않고 있다는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

대로 을과 코커스를 하였는데, 다음에 갑과의 코커스에서 나의 태도가 갑을 불유쾌하였다는 것

을 사과, 나는 코커스를 연 이유는 을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 코커스는 당사자를 신

경질이 되게 한다. 희망하는대로 바로 열개되면 그 당사자가 불유쾌하게 되고, 반대로 <기다리

세요>라고 열면 상대방이 불만을 가진다. 그 사이에 밸런스를 잘 유지하도록 연구하세요.

2) 조정자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때
코커스의 대부분은 조정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때에 열린다. 조정을 하다보면 하나시아이를 앞

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 알아두고 싶은것이 나온다. 그



러나 그것을 상대의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 당사자에게 마이너스가 될 염려가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될 것같이 느낄 때 코커스를 열어 확실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조정의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코커스는 열지 마세

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조정에서 털어놓을지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긴다.

실례

이혼분쟁에서 처가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코커스를 열어 사실

을 확인하였는데, <절대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도록 한다. 동석에 돌아와 어떻

게 하면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것인가를 하나시아이하였다. 납득하기 위

하여 보고 싶은 서류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을 듣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사실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 조정자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물론 납득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처에게 지불하기 싫어서 라면, 그러한 태도는 하나시아이

의 폐해이외, 무엇이 아니다. 장래 차츰 관계가 악화되어 재판사태로 될 지도 모른다. 자녀에게

악영향, 등을 전달하였는데 남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숨긴 재산의 사실을 안 이상,

그대로 조정을 계속하는 것은 중립위반으로 된다. 그래서 조정자는 조정을 끝내기로 결심하여

그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때 남편에게 그만 두는 이유를 알렸는데, 처에게는 전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는데, 조정

자로서 이상더 조정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만 양해해주

세요>라고만 말하고 끝냈고 그 이유를 처에게 알려주는가는 남편의 판단에 맡기겠다.

조정이 이상하게 간단하게 끝나는때도 어느 쪽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트러블이 반복되지 않도록 코커스를 열어 그 점을 확실하게해둔다.

3) 화해책에 관하여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하나시아이하고 싶다고 하는 때
예컨대 집주인과 입주자 사이에 <아파트를 나간다>라던가, 섹스하라 사건에서 사원이 <회

사를 그만두어도 섭섭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때, 진정으로 그렇다는 경우라면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가, 생활의 전망은 서있는가를 상대가 없는 곳에서 확인한다. 그 위에 <그렇다면 금

후 아파트를 2개월내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나시아이를 진행해도 좋은가>혹은 <섹스하라

의 배상금액의 교섭은 당신이 퇴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하여도 좋은가>라고 확인하여 둔다.

조정에서는 화해가 성립한 후, 진정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코커스를 열어서 확인하는 것도

좋다.

실례

사업을 인수한 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한 사건을 조정하였던 것이다. 소형의 슈파마켓의 매매

였는데, 수십만달러의 가격에 매매성립전에 매도인이 사입한 생선, 도구류, 매매후에 구입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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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지불한 점포내의 내장비 론이 있었는데, 복잡한 양상을 드러냈다. 

조정의 결과 지불이 지체된 반년간은 서로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매매시에 약속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재판사태

로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정자로서는 그리 안이하게 합의에 찬성할 수 없었다. 코커스를 열

어 진정으로 그리해도 좋은가, 특히 매수인에게 매주 1만달러라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매수인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괜찮다고 답하여 함께 온 변호사도 그것

을 보증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석으로 왜 전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가를 하나시아이,

전회에 비하여 각 스텝을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 지불방법을 결정했다.

4) 하나시아이가 나아가지 않을 때
커다란 합의는 된 위에 세부적인 점에서 어떻던 합의가 될 수 없다거나 쌍방의 의견 접근이 전

혀 되지 않고, 조정자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조정이 암초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세밀

한 점에서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점이 다툼의 핵심이라 양자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것인데, 코

커스를 열어 그대로 조정이 불성립으로 될 염려를 전달하고 그래도 좋은지 솔직히 들려준다.

5) 당사자의 마음을 열도록 하고 싶은 때
조정에서 특별이유가 없는데 당사자가 완고한 때, 부정적인 태도나 말이 많은 때, 코커스에서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여 당사자의 기분을 일시문제로부터 다른데로 돌리는 것을 시도한

다. 예컨대 양육권의 조정이 되지 않는때 코커스에서 부친과 모친 따로 아이가 태어난 때의 모

습, 그 때의 감동,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녀의 성장의 모습 등, 뚜렷한 목표없이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당사자의 마음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기다리세요. 중학교의 교장과 선

생의 트러블에서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경위로 교사가 되었는지, 이웃끼리의 다툼에

는 어떠한 교제가 이상적인가 묻는다. 이 경우 코커스의 시간은 비교적 길게 된다. 때로는 단순

하게, 그러나 뿌리깊이 노하여 상대측이나 조정자가 무슨 말을 하여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도 있다. 그 경우는 각오를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좋다. 피곤할 때까

지 이야기하고, 그 후 태도가 유연해지는가 모습을 보세요.

화해에의 힌트- 柔의 정신          

柔道에서는  다가오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넘어뜨리는데, 조정에서도 같은 것이 행

해지고 있다. 당사자가 감정적이 되어 그 말이나 태도가 거칠어지는 때에 거기에 정면으로 맞받

아들이지 않고 파라프레이스하여 피한다. 그 후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질문을 하여 당사

자에게 상황을 재음미하는 계기를 가진다. 그리하여 당사자의 강한 반발심을 일으켜 화해를 생

각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하게 한다. 예컨대 당사자가 완고하여 상대의 입장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때 코커스에서 주말이나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함께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곤란하다

고 생각되는 때 상담하는 사람은 있는가, 등을 묻는다. 그러면 거의 <왜 그런 것을 묻는가>라



는 얼굴을 한다. 거기에 대하여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멈추지 말고, 말하면서, 그 사람

이 자신의 태도에 여유가 있게 되는 때 화를 잘내는 성미라는 것을 깨닫는다. 질문의 내용을 그

당사자의 가치관을 묻는 형태로 하면, 지장이 없이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 효과가 올라간다.

그 사건의 원인이 이혼문제라면 당신에게 있어 이상적인 부부란 무엇인가 혹은 신혼시대의 이

야기를 조금 이야기 해보세요라고 묻는다. 같은 모양으로 이상적인 직장이란 우인관계란이라고

질문을 한다. 그 결과 조정자는 말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스스로 깨닫도

록 리더할 수 있다. 다시 질문을 반복하여  현실을  이상에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생각하게 한다.

6) 하나시아이가 에스컬레이터되는 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따지거나하는 때 코커스를 열어 그러한 태도는 하

나시아이의 방해가 될 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린다. 당사자가 상대에 대하여 폭력적이더라도

조정자의 이야기라면 들을런지 모른다.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필요하면 <조정을 계속하는가, 그만두는가는 당신의 기분대로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사자

가 할 기분이 없다. 혹은 이야기의 중간을 자르는 등 솔직하지 않은 때도 코커스를 열어 조정을

계속할 것인가아닌가를 생각해보세요. 조정의 주역은 당사자이다. 그 주역이 하지 않으려 한다

면 그 의지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된다고 언제나 코커스를 여는 것은 아

니다. 노하여 소리질러도 불만의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스스로 그 장을 콘트롤할 수 있다고 생

각하면 코커스를 열지않아도 좋겠다. 반대로 당사자가 냉정을 잃어버렸다면 코커스를 열고 질

문하거나 하나시아이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

7) 파워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때
일방이 이야기하기 어려워 보거나 특별히 기분이 나쁘다면 코커스에서 그 이유를 들어본다.

조정자의 중립을 설명하여 안심하게 한다. 

사. 13 - needs를 찾아낸다.

당사자의 입장이 파악되면, 다음으로 당사자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컨

대 무엇이 불만이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가를 생각한다. 그것이 needs의 발견이다. 인간은 누구

나, 사랑받고 싶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싶고, 즐겁기를 바라고, 자유로이 살고 싶다는 기본

적 욕구가 있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거나, 위협받는 기분이 들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또는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다. 그러한 행동이 주변의 사람과 대립되면

다툼이 되는 것인데,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입장(position)이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동

기가 needs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position(입장)은 말하자면 말하는 이치이고 상황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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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needs는 그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바람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하던 남편이,

이혼은 도리 없지만, 8개월 된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줄 수 없다고 우길 때, 조정자가, 바

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내와 영업직으로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남편 사이에서 어느쪽이 자녀

에게 좋은 양육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도, 그것은 position에 관한 일이지, needs을 찾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needs를 찾는 작업은 <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가>라든가, 두사람의 설명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조정자의 질문에 남편은, 자녀가 어리기도 하니, 내심으로는 아내와 사는 것이 적당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내가 가출한 이상, 아이까지 데려간다면 세상에 대한 체면이 나쁘

고, 회사에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요컨대,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하는 이

유였다, 아내가 바람난 것이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입혔지만, 게다가 아이까지 아내에게 빼

앗겨서 체면을 더욱 잃고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 남편의 needs는 자존심, 혹은 사회적 명예의

충족이고, 아내의 needs는 아이에 대한 애정을 실생활에서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살고. 동시에 남편이 세상에 대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어낸다면, 두사람은  화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조정자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해결의 예를 이야기해

주고, 남편이 생각할 수 있는 재료을 제공한다. 최후로, 양육자를 어머니로 하고, 자녀는 아버지

의 성을 따른다는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것이 win-win이다. 자녀를 맡고 싶다던 남편의

position은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needs가 채워짐으로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는 점을 주

목하기 바란다.

그러나 needs는 간단하게 찾아지지는 않는다. 이미지나 position과는 달라서, 당사자가

needs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거나 당사자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needs를 찾아내는 방법은 앞서 보인 예와 같이, position에서부터, 어째서 그러한 주장을  하

는가를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 외에, 협의를 하는 중에 당사자가 반복해서 쓰는 말, 필

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표현, 그것을 말할 때 보이는 특별한 표정과 어조, 갑자기 드러내는 감정

표현 등으로부터 더듬어 찾는 방법도 있다.

조정에서는 active reasoning(적극적 추리, 능동적 추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

는데, 그것은 주의깊게 들음으로써, 그러한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한 채 되풀이해서 하는 말, 표

현에 생각이 미치게되기 때문이다. 그것과 생각한 것을 들었다면, paraphrasing(부연설명)으

로 확인하고, 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하여 더욱 깊이있게 듣는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컴퓨터의 예를 사용하여 말

하자면,<A씨, B씨가 컴퓨터가 고장난 것을 몰랐다고 말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읍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needs를 듣는 데에 유효하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어째서 그 말을 되풀이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예를 들

면, 컴퓨터가 고장난 A씨의 position은 수리대금을 돌려받고 싶고,  사과를 받고싶은 두가지 점

이다. 그러나 A씨는 그 설명의 도중에 수리대금에 관하여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B씨에 대해

서 <형편없는 사람이다. 배신당했다. 사과받고싶다>고 몇번이나 반복하여 말하였다면, 그 반

복에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 배후에 반드시 크나큰 불만이 숨겨져 있다. 그것이 바

로 needs로서, 그 needs를 찾아내게 되면  조정은 점점 핵심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에 컴퓨터 사건을 사용하여, open-ended question을 활용하여 needs를 찾아내는 예

를 보이겠다.

조정자 : <A씨.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받고싶어하는 이유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사자 A :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40만엔이나 하는 컴

퓨터를, 그것도 완전 새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 고장까지 냈으니, 사과
하는것이 당연하지요>            

조정자 : <그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B씨가 부인에게 연락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
으셨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A : <하지만, 집에 와서 집사람한데 부탁하면 집사람이야 안된다고 할 수 없지요. 나에게 와서
말했으면 좋을 것인데, 나도 바쁜 사람이지만 삐삐도 있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조정자 : <B씨가 왜 직접 묻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당사자 A : <확실히 들은 이유는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거절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이겠

지요. 임시방편을 쓰는 작자인게지요>
조정자 :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인께가 아니고  직접 허락을 받고싶었다고 B씨는 말씀하고 계

신데요. 그러면 만약, B씨가 직접 물었다면 A씨는 어떻게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A : <그렇게 물었다해도 뭐라고도 말할 수 없었겠지만, 아무튼 B씨가 물으러 오지 않

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B씨가 오래 사귄 친구이기 때문에, 물었다면, 나역시도
구실에 따라서는 안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자 : <B씨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별생각없이 자기에게 물어주었으면 좋았다고 하는
것이 A씨의 현재의 기분이군요. 그렇다는 것은 A씨는 B씨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
고 있다, 그것을 가볍게 취급당한 것 같아서 낙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14.  Needs(요구. 필요)를 전달하기

needs를 알게되면 조정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조정자의

일이 아직 반정도도 끝나지 않았다.  조정자가 쌍방의 요구사항을 알게되면, 그것을 하나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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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으로 정리하여, 당사자 쌍방의 needs가 만족되는 것이 문제해결이 아닐까라고 전달하지 않

으면 안된다. 

조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화해는 당사자가 자신의 요구와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깨닫는 일

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미 말했지만, 요구사항을 전달할 때, 조정자는 당사자의 말을 말 그대로

전달해서는 아니된다. 양쪽의 요구를 이해했다면 그것을 당사자 쌍방이 받아들이기 쉬운 모양으로 적

절히 바꾸어서(blend) 양측에 전해주어야하는 것이다. 요컨대, 두사람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먹기 쉽도록 요리해서 한 접시에 차려 손님에게 재차 내어놓는것과 같은 작업을 하는 이치인 것이다.

그러한 일에는 재구성(reframing) 작업이 합당한 것이다.

a. needs의 확인과 재구성작업
needs의 확인과 재구성작업(reframing)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씨의 요구사항                         B씨의 요구사항

확인     설명                 설명     확인

조정자

재구성(reframing)

needs를 통합하여 표현한다.      

b. needs를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작업
needs를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 

조정자 : < B씨. 지금 들으신대로 A씨는 B씨가 직접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
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점 B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사자 B : <지금 생각하면 저도  A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연락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고 할까, 급하게 하다보니, 아무튼 생각보다
일찍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리라고는...  제게도 충격입니다. >

조정자 : <친구라서 더더욱 부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나 지금
은 그것이 조금 경솔했다고 반성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이후에 같은 상황이 되었
을 때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당사자 B :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은 아닙니다. 죄송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자 : <A씨. 지금 B씨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B씨는 장차는 반드시 직접 연락을 취하시

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A씨의 마음은 진정이 되시겠습니까. >



다음으로 조정자는 두사람의 needs를 적절히 조합(blending)한다.  

조정자 : <A씨. A씨는 직접 부탁하지 않은 B씨를 남처럼 서먹하게 굴었다고 분개하시고, B씨
는 반대로 친구 사이라면 부탁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두분
은 서로의 우정을 믿고, 어쩌면 너무 믿어서 그 표현의 방식이 엇갈릴 수 있었겠습니
다. 그 결과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두분 다 우정을 몹시 중요
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군요.  
그러한만큼 두분께서는 가능하면 차후로도 친구로서 만남을 유지하고 싶으시다고 생
각해도  괜챦겠습니까.  두분이 교제를 계속하신다는 전제 하에, A씨 소유의 컴퓨터
를 장차 B씨가 빌려쓰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컴퓨터의 수리가 필요할 때
어찌할 것인가, 수리비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의논합시다.>

나아가 더욱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찌할까

아파트의 세입자와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투고 있다. 아파트 소유자는 세입자가 3개월이나 집

세를 내지 않았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는 누수가 심해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

면 집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살기에 불편한 아파트는 집세를 떼어먹고 나갈 거라고 말하

고 있다.

쌍방이 물러날것(퇴거를 뜻하는 듯)을 입으로 말하고 있다고 해서, 조정자가 그것을 needs

라고 오해해서 “세입자 00씨가 아파트를 나가는 조건을 협의(하나시아이)해보십시다”라고 한

다면 이 조정은 좋은 결과로 끝나지 못한다.

집주인의 needs는 아마 집세를 밀리지 않고 매달 받는 것일 터이고, 세입자의 needs는 누수

가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상호 퇴거를 주장

하며 위협하려는 것은 실제의 needs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00씨가 물이 새지

않는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게 하고, 집주인은 매달 집세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어 주십시오”

1) 화해를 위한 힌트 -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듯한 말과 표현을 쓰면,  조정자는 반드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paraphrase) 강조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태가 되어 유감이다> <다음부터는 다른 태도를 취하

겠다> <반성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등의 말은 사죄에 필적하기 때문에 조

정자가 현장에서 한번 더 부연(paraphrase)하여 상대방에게 재차 들려주는 것이다. 

만약에 완고하여 어떻게 해도 사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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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그 후에는 사죄를 강요하지 않고, <B씨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A씩도 조금 전 들으셨

읍니다만 B씨도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고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B씨

가 태도를 바꾸어서 사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마무리 짓도록 한다. 그러나 너무 반복하면, 자

신은 사과할 의도는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점 신중하게 실행해주어야 할 것이다.

C. 공통점의 확립
이상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needs가 발견되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쌍방에게 공통되는

가치관(common ground)에 연결지어 당사자에게 되돌려주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조

정자는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질적인 인간군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암시를

줄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가치관을 조정 중에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당사자의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여 협조와 호감을 생기게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요컨대 두사람

이 공통으로 가진 가치관을 드러내보임으로써, 새로운 협의(하나시아이)의 출발점으로 삼고,

공통의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의 흐름은 각 포지션의 주장으로부터 해결책을 찾는 협의

(하나시아이)의 국면으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현실문제로서 당사자의 needs가 항상 공통점이 꼭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런 경우  사용하는 가치관은 반드시 상황에 꼭  들어맞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도 좋다. 목적은,

서로 통하는 것을 대화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충 느슨하게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가

치관이라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낼수 있다. 

예를 들면, 중년 부부의 이혼에서, <두분께서는 조부모가 되신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후에

라도 oo아기의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려면, 두분의 관계를 어떤 상태로 해두면 좋으실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라든가, <부부사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남편에게나 부인에게

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라는 점에서부터 두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시

지 않겠읍니까> 라는 등으로. 

두사람의 needs가 거리가 멀어서 공통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리라면, 부드러운 정신

으로, 코-카스(caucus)를 열어  이상적인 부부관계라든가  하는 질문을 해 보는것도 권할 수

있다. 요컨대 당사자의  시각을 <다툼을 넘어가는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정자의 그

러한 말에는 대부분의 당사자가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반응이 없다 해도 꼼꼼히 듣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실행해 주시기를.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컴퓨터사건의 예를 사용하여 적어 본다.

조정자 : <B씨가 컴퓨터를 고장내 놓고 모른다고 말할 때, 어떤 기분이었읍니까>
당사자 A : <B씨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일에

서 시치미떼고 모른체 하는  따위 짓을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배신자예요>



조정자 : <결국 B씨에 대한 우정이 잘못된 것으로 느껴져 슬픈 마음이시군요. A씨는 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군요. > 

A씨는, 우정을 소중히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점을 괴롭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면 조정자는 B씨에게 질문하여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낸다,  만약 같은 욕

구를 갖고 있다면,

조정자 : <A씨도 B씨도 우정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 것을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번의 사건으로 우정에 금이 가버리게 되었읍니다만, 그래도 두분께서 우정을 귀하게
여기는 기분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능하다면 완전히 우정을 망치지 말고 처음으
로 되돌아가고싶다는 바램도 같으십니다.  그러하다면 두분께서 앞으로도 친구로 지
나신다는  전제하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에 대해서 협의하
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말한다.

1) 화해를 위한 힌트 - needs는 하나라고만 할수 없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이슈가 있는 것처럼, needs도 한가지가 아니다. 다툼의 시초에는 없

었던 needs가 있는가 하면 작은 불만스러움에 따른 needs도 있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사소한 불만인가는 처음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 컴퓨터 사건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사

건에서도 컴퓨터의 수리비라는 경제적인 점과,  친구에게 배신 당한점과 우정의 문제 두가지가

존재했다.

어느 쪽이 중요한가를 알려면 paraphrasing(부연설명)과 rephrasing(고쳐말하기)을 실행

해서 당사자의 반응을 기다려본다. 그것을 되풀이하다보면, 점차 중요한 needs가 뚜렷이 나타

나게된다.

예를 들면, 바람기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당신은 책임감도 도덕관도 없는 여자야>라든가,

<바람난 당신에게 대단한 자식을 맡길 수 없지>라고 남편이 소리지를 때, 조정자가  상상할 수

있는 남편의 needs란, 채워지지 않은 애정, 상처받은 자존심, 자녀를 억지로 떠맡는 불편으로

부터의 해방, 어머니를 잃는 자녀를 불쌍하게 여기는 애정 등이 있다.

여기서 조정자는 <당신은 책임감도 도덕관도 없는 여자야>라는 말을 <부인의 행동은 남편

이 보기에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여기시는군요. >라고 paraphrasing(부연설명)하고 <바람난

당신에게 중요한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라는 말은 <남편께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어설

픈 기분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군요>라고 rephrasing(고쳐말하기)하고서,  남편

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자. 14 -화해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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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eds를 만족시킨다.
화해책을 찾는 작업이란 요는 어떻게 상호의 needs을 충족시킬까를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

들이 다툴 때, 서로간의 입장(position)이 대립한다고 해도, 그런 입장(position)을 취하게 된

needs는 반드시 대립하지는 않는다. 서로의 needs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상대가 그것

을 성취하도록 도움으로써 진정한 해결(win-win)이 이루어진다. <자녀를 맡고싶다>고 주장

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자. 그는 자녀가 자기의 성을 물러받는 것으로써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통상 다툼이 심각해지는 것은 당사자가 needs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한가

지의 입장에서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그밖에도 needs를  만족시킬

방법이 있고, 게다가 다툼이 수습되리라고 알면, 당사자는 그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것은 문

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당사자는 제2, 제3의 needs를 충족시킬 방책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position의 대안을 영어에서는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최

선의 대안책), 통칭 BATNA라고 부르고있다. needs를 충족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은 요컨대 가

능한 만큼 많은 BATNA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position                           needs

자녀를 맡는다    ----------     부모로서의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고 싶다.

BATNA (반타)

친권을 유지한다 

성을 물려준다

면회를 인정한다.

b. brain-storming 
반타(BATNA)를 찾기 위한 협의(하나시아이)는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부른다.

브레인 스토밍에서는 자신의 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포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상대의

needs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것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등을 염두에 두

고 협의한다.  기본 규칙은 협의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

놓는 것인데, 당사자에게는 상대의 의견을 듣는 도중에 바로 안된다고 반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는

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조정자가, 어떤 연유로 그런 해결책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당사자에게 open-ended(개방형의, 수정 가능한) 질문을 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needs를 충족시키는 일에는 진지하기 때문에 자기 사정에 유리한 해결책만



을 선택하고, 그 정당성만을 붙들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화

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needs를 모두 만족시키는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한쪽이 불리한 화

해는 조만간에 깨어지고, 더러는 계약갱신이 불가능하게 된다. 조정자는 자기에게 뿐 아니라 상

대에게도 유익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에게도 공평한지 아닌지를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그  해결책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손

에 쥐는 급료가 30만엔 밖에 되지 않는 남편이 매달 20만엔의 양육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그래

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  그런 의문에 납득할만

한 해답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조정자에게는 다소 이치에 맞지 않다

고 생각되어도, 또는 법률에는 맞지 않는 듯 해도,  본인이 승낙하고 그것을 좋다고 하는 경우에

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다만, 그런 때는 코-커스(caucus)를 열어서  현실성 조사(reality

check)를 해 확인한다.

1) 화해를 위한 힌트 - 부정(否定)의 첵크
제안된 아이디어를 어느 한쪽 당사자가 싫어할 때에도 개방형(open-ended question)질문

을 해서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가 부정(否定)의 첵크를 한다. 그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은

식이다.

(a) 왜, 어디가 안되는 것인가

(b) 왜, 어디가 싫은가

(c) 무엇이, 어디가 문제인가

(d) 어째서 실행 불가능한가

브레인 스토밍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자는 협의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과, 화해를 위

해서 새로운 태도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당사자에게 당부하면 한결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의 전

달은 <A씨, B씨.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두분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틀림

없이 불쾌하고 슬픈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난 날 일어난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

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에서 배워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

이되지 않게 하는 것 아닐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이해합니다만, 서로 지난 일은 흘려보내고 새

로운 출발을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요. 물론 제 의견에 찬성하신다면 앞으로 서로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의 관계라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요컨대 과거가 아니고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 화해를 위한 힌트 - needs는 유책성(有責性)에 앞선다
어떤 노포여관(오래된 일본여관)의 경영자의 아내가 남편의 바람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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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데릴사위로서 가업이 성격에 맞지 않아서 친정에서 살고있는 아

내에게 경영을 맡겨놓고 놀러만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말하기를 처와 처가족은 몇

년이 되어도 자기를 데릴사위 취급하기를 멈추지 않고 뭘 해도 기분이 나쁘게 만든다고 했다. 바

람기는 그런 불쾌감을 씻어주는듯 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이혼

하고 싶다면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주장하였다.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원인은 남편의 바람기이고, 이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

불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돈보다 중요하다면 위

자료를 지불하는 것은, 만약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주저할 것은 아니다. 보다 큰 needs를 만

족시키기 위해서 작은 needs를 포기하는 것이다. 

집세를 밀린 채 버티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집주인이 새 아파트의 부금이나 권리

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집주인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그러

나 세입자를 고소하는 경우에 재판은 아무리 짧아도 반년은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집세를 못받

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을 상당히 지불해야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의 금액을 세입자에

게 지불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책인 것이다. 

차. 16 -합의서의 작성

조정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해 둔다. 재판소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만, 개인 법률사무소에도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다. 합의서

는 당사자가 쓰는 말로써 쉽게, 그러나 가능한 상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서술한 사

항을 염두에 두고 장차 오랜 기간에 걸쳐 지키도록 문제재발의 가능성이 적은 기술방법을 쓰도

록 한다. 그러나 그 합의서가 재판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날짜를 쓰고 참가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둔다. 

화해사항의 정리방법
(1) 어렵지 않게 - 당사자의 말과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2) 애매하지 않게 - 장차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적도록 한다

(3) 비난하지 않는다. - 때로는 변상금을 지불할 약속, 사건에 대하여 애석해하는 것이 합의서

에 표현되는 수가 있다. 그러해도, 그 이유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들춰내어 쓰지는 않도록

공부한다.

(4) 밸런스(균형)를 유지한다 - 한쪽의 일만 길게 기록하지 않고, 쌍방의 이름이 고르게 나타

나도록 문장의 균형을 취하여 공평하다는 인상을 주도록 배려한다.

(5) 협조를  유지한다 - 가능한 한 양자를 연결시키는 표현, 예를 들면 A부부, A가의 가족, B



사동료 00그룹, 을 사용하여 협조를 강조한다.

(6) 반드시 확실하게 한다 - 타자를 치기 전에 정말로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는지 확인을 할 것,

필요하다면 생각할 시간과 날짜를 주도록.

(7) 변경도 받아들인다 - 타자를 친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고친다.

화해사항은 우선 당사자 쌍방이 실행할 내용부터 먼저 기록하고,  다음으로 각자가 행할 약속

을 계속하여 적는다. 또한 서로 지장이 되지 않는 일부터 중요한 일로, 산기슭으로 갈수록 넓어

지는 것처럼, 또는 협조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사항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

는 식으로, 문장 전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화해를 위한 힌트 - 애매한 표현은 피한다.
예를 들어서 이혼이 성립되어, 이혼한 후에도 남편이 아내의 자녀 양육을  전면적으로 돕겠다

고 약속했다 하자. 그것을 그대로 적는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전면적이라고 하는 것

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가르키는 것인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적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매달 면회 회수와 날짜, 면회 때에 어머니가 데려다 줄 것인가, 아버지가 데리러 갈 것인가,

만날 장소는 어디로 하는가, 여름과 겨울 휴가때의 면회에 대해서는, 조부모와는 만나게 할 것

인가, 아내가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자녀를 맡을 것인가 아닌가, 자녀가 병이 났을 때 연락이나,

특별한 비용의 부담, 양육비,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에 동참하느냐 여부, 학부모회에 참여할 것

인가, 등등이다.

남편이 처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매달 20만엔씩 지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장차 남편이 생활비를 늦게 준다든지, 보내지 않는 구실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

는다.  남편은 매월 0일까지는 아내의 은행계좌****번에 입금한다. 만약에 입금이 늦어지는 경

우에는 반드시 문서(또는 전화)로 연락하고, 추후 입금일자를 알려준다. 지불이 늦어지면 이자

를 붙여 줄 것인가 여부.  또한 아내의 연락처를 적어두고, 연락처가 바뀔 때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알리며, 남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등등의 것을 생각해야한다. 

카. 17 - 조정의 종료와 끝맺음 말

조정이 끝나면, 조정자는 끝맺음 인사를 하고 마감을 한다. 인사를 나눈 후에 퇴실을 바라지

만, 당사자가 남아서 조정자에게  말을  걸거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먼저 돌

아간 당사자가 오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끝낸다. 이야기가 길

어지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조정자는 당사자 한쪽과만 만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만약 무

언가 질문이 있으시면,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이상 이야기할 수 없으니, 죄

송합니다만,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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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의 인사
<오늘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두분께서 회해하시게 되어서, 조정자로서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

니다. 두분께서는 합의서 사본을 가지고 가시되,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생활하시는 것이 도리겠읍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납득하여 무리가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차 이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지킬 수 없게 되었다든가, 무언가 불편한 사정이 생겼다면, 언제

라도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

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b.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개중에는 아무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정도 있다. 결말이 나지 않는다고  깨달은 시점에서

협의를 끝낼 수 있지만, 그때는 실수로라도, 사건을 포기하는 듯한 모양으로 조정을 끝내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찌해서 해결할 수 없는가를 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권한다.

조정자로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고, 만약 당사자가 찬성한다면 다

음 조정 날짜, 다음에 협의할 순서, 해결책의 원안 등을 협의해 본다.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에서는 상대의 입장이랑 차이를

아는 것이 장차, 당사자들간의 관계개선에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에 전부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닌

것이다.  되도록이면 빨리 기분을 바꾸어서, 다음 조정을 도모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그에 앞

서 선배에게 개요를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진행 방책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않는대로, 무엇이 문제라서 풀리지 않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조정의 기술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인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더 이상 이야기해도  진전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조정이 성

립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오늘은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역부족인 점, 드릴 말씀

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판을 받으시든지, 중재에 부치시든지, 두분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해결방

법을 찾으시겠읍니다만, 만약 다른 조정자에게 한번 더 조정을 받아보고 싶으신 경우  아무쪼록

기탄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냉각기간을 두고 다른 날 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

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재판으로도, 중재로도 사건의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분께서 만들어내는 해결

은 아니고, 재판관이나 중재자, 제3자가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변호사가 필요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법정에서는 자기가 말하고싶은 것을 발언하기도 어렵습

니다. 스스로 발언해서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고, 게다가 비용도 덜 들어가는 해결법이라면



조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이만 수고 많으셨

습니다.>

타. 18 -조정자가 직면하는 곤란

우선, 암초가 없는 조정이란 없다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 조정이 간단히 해결된다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런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재차 진심으로 좋은 것인가를 코-카

스(caucus)를 열어 현실검증(reality-check)을 할 것을 권한다. 당사자 중 한편, 또 는  양쪽

이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조정자가 부딪치는 곤란이란, 조정자가 당사자가 말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협

의가 전혀 진전이 없이 헛돌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두가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말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조정자는 당사자가 하는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 듣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사람의 말에

찬성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상, 당사자 한쪽에 대놓고 당신

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때 조정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쌍방을 향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다. 조정자가 설교를

하면, 당사자는 놀랄만큼 간단히 받아들인다. 당사자는 대저 도움을 청하러 조정자에게 온 것이

므로, 조정자를 믿고, 조정자의 조언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또한 조정자의 배경에는 재판소

가 있다는 뜻에서도, 조정자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설

교로써 트러블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선 무난한 방법은 코

-카스를 열어 솔직하게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외로는, 인간의 심리를 이

용하는 방법이 있다. 냉정하게 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설명할 때, 마음 저 밑바닥에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반드시 갖게된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여 더욱 강하게 의식하게

만듦으로서 말하는 쪽의 마음에 나도 나빴어라고 하는 반성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1) 선행 질문(leading question)을 한다.
leading question이라는 것은 네, 아니오로 답하는 질문으로서 예를 들면, 발끈해서 아이를

때리고 만 상황을 설명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요컨대 그때, 자신을 잃으셨군요. 그래서 아이에

게 손을 대고 말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질문의 결과, 아버지가 <네, 죄없는 아이에게는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

했다면 의도한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써 드러내어 표현하지는 않았다해도, 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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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했을 때는 반드시 마음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일터이다.

2) 상황설명을 반복해 줄 것을 부탁한다
<죄송하지만,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쟁이 어떻게 폭력사태로 되어

버렸는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 않겠읍니까> 몇 번씩 설명하는 중에 어조가 조금씩

바뀌게 된다.

b.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
협의가 진전이 없는 원인으로서는 다음의 상황이 생각된다.

1) 당사자가 화해할 기분이 아닐 때
당사자가 말허리를 자르고, 싫어하는 말투,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나 않은가. 개중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노여움으로 머리가 가득차 있어서, 무슨 말

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조정해봐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해줘라

고 말하기 위해서 조정에 나온 것같은 사람도 있다.  재판소로부터 사건을 위탁받은 경우, 극히

드물지만, 사기나 야바위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하러 오는 일도 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나 다 코-커스를 열어서 차분하게 협의하는 것이다. 필요하다

면, 셔틀조정(shuttle. 정기 조정)으로 당사자가 협의할 기분이 될 때 까지 코-커스를 계속해

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당사자가 그럴 기분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도 없다. 화해를 할지 안할지 결정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을 연못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격언을 생각하고, 조정을 끝낸다. 

2) 당사자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경우
종교, 습관, 문화, 언어 등에 기인한 분쟁의 조정은, 상호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데서 협의가 시

작된다. 개인의 가치관은 누구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어느 쪽

이 옳다든가 하는 의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관념론을 피해서, 차이를 인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협의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연령의 차이, 성의 차이에 기인한

다툼에 대해서도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정자의 경험부족
당사자가 언제까지나 불만을 주고받는 단계(제 3단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있다.

이것은 조정자의 경험부족으로, 질문의 방법을 잘 몰라서, needs를 파악하지 못해서, 조정자

자신이 방향성을 상실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

그러면 그 타개책을 몇가지 적어본다.



1) 까닭을 설명한다.
당사자가 제멋대로의 주장을 할 때는, 확실하게 그러한 주장은 통하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 이

러한 설명은 코-카스를 열어서 행하기에 무난하다. 이때 조정자는 말이 설교조가 되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행하면 의외의 효과가 있다. 

당사자가 협의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 어중간한 태도나 대꾸를 할 때에도, 그래서는 조정

이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알고싶다는 뜻을 전한다. 

2) 일방적인 단정이나 오해를 푼다.
조정자에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싫다, 이런 사람이 상대라면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는 한 해결은 안

되는 일, 상대가 무엇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실제로

그사람의 말을 듣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사자를 empower한다.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처럼 여기 모였으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선 서로의 가슴을 열

고 협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    

3) 견해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일방적 단정이나 오해를 푸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그런 오해가 종교의 차이, 식습관의 차

이, 개인적인 호, 혐오, 가치관이나 인생관의 차이에 기인한 경우, 오해를 푼다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차이는 차이로서 받아들이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 받아들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권한다. 예를 들면, 종교가 다른 이웃간의 다툼에서, 서로의 종교의 차이

를 인정한 다음에, 두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혹은 교제를 전부 끊을 것인가를 물

어본다. 만약 교제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이웃으로서 교제는 계속하드라도, 차후로 서로 종

교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모순을 지적한다.
단순한 예이지만, 이혼쟁의에서 자녀의 양육비는 낼 수 없고, 그러나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자. 모순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어느

것이 진심인지 들어본다. 사건에 따라서는 협의 때마다 의견이나 주장이 자꾸 달라지는 당사자

도 있다. 무언가 말하고싶지 않은 일,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가슴에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도 조정자로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전하고, 대답을 기다린다. 그때

비난하는 어조가 되지 않도록, 또한 반드시 거기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

면서 실시한다. 모순은 쓰기에 따라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

록 한다. 

5) needs를 긍정적으로 바꾼다.
딸과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였던 딸의 상대를, 무슨 일이 있어도 허락할 수 없다는 아버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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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이유는 그 남자가 미워서가 아니고 딸이 가엾어서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만약 그 남자

가 데릴사위가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그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서,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쌍방의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다.

6) <조정을 넘어서는 것>에 시선을 향한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 비난의 세례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그에 앞

서 어찌하면 좋을까를 모색한다.

7) 화해를 하지 않으면 어찌되는가를 설명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있을 다음 단계는 재판으로 가든가, 또는 이

대로 불유쾌한 것을 참고 지나든가이다. 어느 쪽이든 금전적, 정신적 부담이 큰 점이 있다. 그래

도 다툼의 상대를 마주하면, 분노가 앞서서, 설령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상대를 완

전히 지게 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당사자도 있다. 냉정하게, 시간을 들여서 예상되는 불

편함을 설명한다. 

8) BATNA 를 교환한다.
쌍방의 주장을 다시 한번 더 음미하고, 당사자 쌍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

색한다. 그러는 한편, 또는 다른 편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서로 무엇을 단념할 것일까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웃집 젊은이의 스테레오 소리에 괴로워하던 노인에게 있어서 편안한 잠

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잠을  푹 잘 수 있다면 약간의 비용이 드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매일 매일 잔업에 시달리며 바쁜 젊은이에게는 밤근무를 끝내고 귀가하여 듣는 록

음악이 오직 한가지 오락이어서 절대 단념할수 없다. 그렇다면, 노인은 젊은이에게 이어폰을 사

주고, 젊은이는 밤 10시 이후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도록 하는 해결책은 어떨까.

이것은 일종의 trade-off(교환.협정, 거래)인데, 트레이드 오프는 타협에서는 없다. 타협에

서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중요한 사항을 추구하지 않지만, 트레이드 오프는 상호 원하는 것

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희망 사항을 포기하는 것이다. 트레이드

오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자기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코-커스(caucus)에서 BATNA의 리스트를 작성

할 것을 권한다.

4. 끝으로

앞서 2012.부산법조에서 레빈고바야시 히사코씨의 조정이론을 소개하면서 조정를 가르친 교

수들로부터 들은 <조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정자도 성장하게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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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부터 자신의 성장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맞보면서 조정을 하세요>라는 취지의 조정하는 사람

을 격려하는 말을 다시 강조하여 봅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교수의 남편 에드워드 레빈(Edward Levin) 의 말도 다시 강조하여 봅니

다. ‘인생은 다툼의 연속이다. 그리고 다툼은 기회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활용할 줄안다면(Life

is a series of conflicts, and conflict is opportunity- if you know how to use it.)’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는 개념
강영진박사의 ‘갈등해결의 지혜’의 말미 부분에 ‘상처받은 치

유자(Wounded Healer)’란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신분석

학자 칼 융이 이를 학문적 개념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을 치

유하는 정신과 의사 혹은 심리치료사들은 일종의 ‘상처받은 치

유자’란 것이다. 그 자신의 마음 역시 온전하지 않고 상처가 있

기 때문이다. 융은 환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

에 의사 자신의 상처와 상호작용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자신의 상처로부터 진정 다른 이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힘

이 나온다고 한 헨리 나우웬의 얘기가 새삼 와 닿는 대목이다.

힘들게 사는 이들이 주위의 힘든 사람을 진정으로 더 잘 돕는 것

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상처받은 치유자’는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적잖이

볼 수 있다. 큰 병을 앓거나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같은 병을 앓았거나 비슷

한 상처를 겪었던 주변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그래도 그런 삶을 살만하게 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 서

로에게‘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간이란 자기자신인 동시에 자신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 흐

름을 헤아리고 보살피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감의 능력이 조정자들에

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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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right to jury trial is one of the oldest guarantees in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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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the central component in the American justice system. In addition many scholars

view the jury service as a political right.  It is the only mechanism that citizens participate

in as a form of direct democracy in today’s representative government. Jury functions have

a great importa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because jurors perform the crucial tasks of

weighing the evidence, determining the credibility of witnesses, finding the facts, and ulti-

mately rendering a verdict of guilty or not guilty (Ferdico, Fradella, and Totten, 2009).  Even

though the American jury system derived from the English system, the jury system in Amer-

ica has firmer roots in the American legal institution than Great Britain.  Most of the world’s

jury trials – as much as 80 percent of all criminal and civil jury trials – now take place in

America.    This essay describes the history, functions, procedure, and issues of the Amer-

ican jury system in order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it.  However, due to the com-

plexity of the jury system in America, we will only discuss it in regards to criminal cases in

this paper. 

History of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o begin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important to first understand the jury system of Great Britain, as the U.S.’s system was

initially modeled after it.  In England, the Magna Carta of 1215 first formalized the modern

jury trial system in place today.  According to the Magna Carta, a jury trial should call upon

lay citizens to act as impartial finders of fact.  Initially, the right to be tried by a jury of one’s

peers applied only to noblemen; juries were composed of witnesses who knew the facts of

the case. The English jury system was adopted by other colonies of the British Empire in-

cluding Canada.  During the 19th century, the jury system was introduced to many Euro-

pean countries as well, but it was either abolished or has a limited use now.   

Compared to the amount of scholarly work devoted to the early English jury systems,

there are not many written studies available concern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arly American jury.   Scanning through historical documents,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 early American jur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legal system.  The American jury

system is rooted in the early English jury so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jury, the nature of judicial control exercised over the jury,

and the jury’s role in the adjudicatory process” (Smith, 1996).  In the English jury system,

jury selection was more random and not dominated by lawyers, jurors were more experi-

enced, judges exercised greater control over the jury, and the role of the jury in the adju-

dication process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modern American jury.  The early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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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system, however, seemed to possess greater power than its English counterpart, re-

sulting from its authority in many cases to judge issues of law and issues of fact.

For the founders of the American Republic, the jury system was essential to the society

and government they sough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 jury trial by one’s peers meant

a great deal to colonist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general colonial population to

participate in court proceedings. The jury system played a role in the experimental democ-

racy of the new American nation as it was a means by which citizens could engage in self-

government. Therefore, the right to jury trial in criminal cases wa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f 1789. In 1791, the Sixth Amendment further guaranteed all federal criminal

defendants the right to a jury trial.  However, until 1968, the Sixth Amendment right to a

trial by jury in criminal cases didn’t apply to state cases.  This meant that even though

states provided jury trials before 1968, these trials could be limited according to peculiar

rules of state law. Service on a jury was also limited, and rules varied by state.  While every

state limited jury service to men, most states (except Virginia) limited jury service to prop-

erty owners or taxpayers.  In addition, three states (South Carolina, Georgia, and Virginia)

permitted only whites to serve, and Maryland disqualified atheists.  

Modern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icult to summarize and explain the current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e-

cause America doesn’t have a unified jury system.  The Sixth Amendment guarantees that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The Amendment, however, doesn’t contain reference to the proper size, decision rule, or

selection procedure.  As a result, a great variety in jury procedures exists across states.

Each state,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s its own courts, laws,

legal procedures, customs, and practices. Even within a single jurisdiction the jury system

varies from one community to another (Jonakait, 2003).  

All these systems, however, follow the same constitutional standards for trials for all crim-

inal cases.  The Supreme Court has concluded that the Sixth Amendment right does not

guarantee jury trials for “petty” offenses which are defined as crimes carrying a potential

punishment of less than six months’ imprisonment. Since 1968, this constitutional right to

a jury trial has applied to all states and deferral criminal cases.  Moreover, juvenile offenders

have no right to a jury trial. (Jonakait, 2003)   The right to a jury trial can be waived, but in

some situations the case goes to bench trial only if both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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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 to waive the right to a jury. (Hail, 2009)

The jury system became a part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to balance and check the

powers of governmental officials.  The jury system serves three purposes in today’s criminal

justice system.  First, it provides fact finders who examine evidence, assess the truth of

witnesses, and determine which legal account presented makes the most sense.  Second,

it acts as a safeguard between defendants and the government, thus protecting individuals

against biased judges, prosecutors, and legislators.  Third, it functions as a representative

of community values.  The jury holds practical common sense and community values be-

cause they are drawn from the community.  Juries introduce the community’s conscience

and commonsense judgments into judicial decisions.

Jury Selection

Selecting the right people for juror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trial process. The

main objective of jury selection is to eliminate any bias. The procedure of jury selection

consists of three steps:  compilation of a master jury list, venire (jury pool), and voir dire.

The first step of jury selection is creating a master jury list.  The jury pool is supposed to

represent the population of the society.  In other words, the idea that jurors are our “peers”

means that the jury should be selected from a cross-section of the society’s adult popula-

tion.  In most states, jurors must be 18 years old or older. Federal and most state laws re-

quire that no citizen be excluded from jury servic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gender,

national origin, or economic status.  In reality, however, the middle-aged to older white male

group has been over-represented for decades due to the fact that the master list of all those

eligible for jury duty was drawn from the voter-registration rolls.  To correct this unexpected

discrimination pattern in the master list, some states have begun to use telephone lists,

motor vehicle or driver’s license rolls, and welfare and unemployment lists in assembling

the list (Ferdico, Fradella, and Totten, 2009).  

Once the master jury list is completed, the next step is drawing of the venire.  Court clerks

randomly draw names from the master jury list and send those people a jury questionnaire

to make sure the potential jurors are qualified to serve as a member of the venire panel.

Those who are excused from jury duty include non-U.S. citizens, people who didn’t meet

a minimum local residency requirement, and people who are not able to understand Eng-

lish. In addition, felons are excluded from jury service in more than half of the states and in

the federal justice system; the remaining states place some restrictions on jury service for

convicts including for those on probation or parole.  Individuals who are qualified for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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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can be legally excused and each state has its own list of reasons for an exemption.

Two of the common statutory exemptions many jurisdictions accept are bad health and a

financial hardship caused by loss of wages during jury duty.  Many state legislatures also

passed statutory exemptions that excused certain individuals in specific occupations such

as doctors, lawyers, educators, ministers, and various other occupational groups

(Neubauer, 2009).

After the first screening of the jury pool, courts summon the prospective jurors for the

case.  Prospective jurors are told to report to the courthouse on a given date. Once the

prospective jurors arrive at the courthouse, they wait in a holding room until they are ran-

domly assigned to a particular trial.  After being called for a trial, the process of questioning

called voir dire (“to speak the truth”) comes next.  This phase is to determine if a person is

qualified to judge the case fairly and impartially.  Both the method of conducting voir dire

and the scope of the questioning vary significantly by jurisdiction. In some jurisdictions,

only the judge conducts the voir dire, while in other jurisdictions attorneys participate in

some or all of the questioning.  Again, in some jurisdictions, the scope of the questioning

may be limited to certain issues such as the potential juror’s knowledge of the case,

whereas, in other jurisdictions, more expansive questions such as juror’s attitudes, general

experiences, and preconceptions of the case are allowed.  Many jurisdictions allow exten-

sive questioning that can be invasive of the privacy of prospective jurors. This aspec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Canada where the pretrial phase (voir

dire) is normally absent and questioning jurors about their beliefs is forbidden except for

special circumstances.  Usually, the voir dire process can take from a couple of hours to a

few days.  For some major cases, however, jury selection may take six weeks or more. 

Even though the main purpose of voir dire i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venire person

is eligible to serve as a fair and impartial law-abiding juror, attorneys use this process for

other purposes as well.  Attorneys may use voir dire to educate the jury about the law that

is relevant to the case since jurors often demonstrate poor understanding of judicial in-

structions on the law.  Some attorneys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ingratiate themselves

with the jury.  Since this is the first meeting with the jurors, some attorneys seize this op-

portunity to make a positive first impression on the jury.

After observing venire during voir dire and evaluating potential jurors’ answers, attorneys

may challenge the impartiality of venire members and request them to be removed from

the jury pool.  Therefore, it is more accurate to call this process a jury de-selection because

rather than choosing jurors who are favorable to their side, attorneys identify those ven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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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 they believe will be least receptive to the evidence they intend to present and attempt

to have them removed (Kovera, 2012).  Eliminating some of these jurors is done by exer-

cising one of two challenges – either challenge for cause or a peremptory challenge.  Chal-

lenge for cause includes principal challenges and fact-partial challenges.  Principal

challenges involve strikes of potential jurors because they have some relationship to one

of the principals or participants in the case, which is presumed to indicate partiality on the

part of the juror. Fact partial challenges involve striking potential jurors because of a pos-

sibility that juror may become biased, prejudiced, or predisposed to an outcome of the trial

based on his or her belief system, experiences, or media exposure to the case.  

Both parties also exercise peremptory challenges to eliminate venire persons without

good cause.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both sides to excuse a potential juror without

providing a reason for their decision.  There is, however, a restriction on this challenge that

no potential juror can be dismissed because of his/her race or gender. (Jonakait)  Most at-

torneys depend on their hunch, insight, whim, or prejudice for this type of excuse.  In recent

years, both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have adopted a more scientific approach to

jury selection which includes evaluating psychology or body language.  Many now hire

jury consultants to assist in jury selection.  The jury consultants are usually behavioral sci-

entists from various disciplines including sociology, psychology, marketing, and commu-

nications.  They help lawyers formulate questions to uncover hidden biases potential jurors

may possess and to develop a profile of jurors who are most and least favorable to each

side.  Defense attorneys hire trial consultants more often than prosecutors do, and these

hired consultants mostly focus on deselecting jurors who are likely to be adverse to the

client (Neubauer, 2010). The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gives both sides twenty

peremptory strikes in capital cases, the prosecution gets six and the defendant ten in non-

capital felony cases, and each side gets three in misdemeanor cases.  Most states have

similar rules (Ferdico, Fradella, and Totten, 2009).   

The number of jurors selected varies according to jurisdiction, but the number generally

falls between six and twelve.  The Supreme Court has set a minimum size of six jurors in

criminal cases, and each state legislature has the right to set the jury size as long as there

are at least 6 jurors (Hails, 2009). Many misdemeanor cases use six-person juries.   

Jury Trial Procedure

After the jury is selected, the presiding judge provides jurors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the basic law and procedures that apply to the case as well as requirements of jury



부산지방변호사회•269

갈등해결의 지혜- 레빈고바야시 히사코교수의 조정이론

duty.  This is followed by opening statements by the prosecution and then by the defense.

These statements outline the evidence each party expects to produce.  Then, the prose-

cutor presents evidence through witnesses, documents, or other materials that are impor-

tant to the case.  After the prosecutor presents the evidence, the defense presents

evidence.  During the trial, jurors play a passive role; they are not allowed to ask questions

and are prohibited from taking notes during the trial. When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is

complete, each side makes a closing argument to the jury.  These statements summarize

the evidence and present the inferences and conclusions a jury should draw from that ev-

idence (Jonakait, 2003).  

The trial judge then gives instructions to the jury defining the legal principles that are to

be used in reaching a verdict.  These instructions include discussions of general legal prin-

ciples, specific laws governing the current case, the meaning of the specific criminal law

the defendant is charged with violating (for example, burglary), and possible verdicts in

the case.  After that, the jury retires to a secluded jury room to deliberate the verdict.  The

foreperson of the jury is elected by the jury members immediately after the jury retires to

the deliberation room.  In most cases, a verdict requires unanimity, meaning every juror

must agree to a verdic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verdicts of 6 member juries

must be unanimous, but it allows less than unanimous verdicts for some cases.  For exam-

ple, when a 12-member jury is used, concurrence of 8 or 9 or more jurors qualifies as a

valid verdict.  The jury delivers a general verdict which means the jury either convicts or

acquits the accused of criminal charges without revealing the grounds or logic supporting

the decision (Jonakait, 2003).  The length of time for jury deliberation is determined by the

judge.  When a jury can’t reach a verdict, this results in a hung jury and thus a mistrial.

These cases can be tried again before another jury, and there is no constitutional limit on

the number of re-trials that may result after a hung jury. 

Issues with American Jury System

Even with its democratic purpose and the significance of its place in the legal institution,

the American jury system has endured a series of criticisms throughout its history.   These

criticisms include that jurors can’t understand the evidence and issues in the complex mat-

ters that come to court; jurors do not understand the law; jurors disregard the law; jurors

decide cases along racial lines; jurors do not honestly assess who is at fault but simply re-

distribute wealth by moving it from an institution with deep pockets to less fortunate indi-

viduals; jury verdicts are primarily determined not by the evidence, but by the tactics of



attorneys, by a few strong-willed and biased jurors or by hired psychologists and social

scientists who determine which jurors to select and how to persuade them. Due to these

limitations, the existence of the jury system has shaped how lawyers plea-bargain in crim-

inal cases. Often, lawyers and litigants prefer to settle cases on their own terms rather than

take a gamble with an unknown lay jury.  

One of the most frequently criticized issues related to the American jury system is jury

impartiality.  Many critics believe that jury selection, not evidence, truth nor justice, decides

the verdict of the case.  Due to the fact that the American population consists of a variety

of ethnic groups, selecting racially unbiased jurors has been a challenge.  In addition, nei-

ther side wants impartial jurors.  Both prosecutors and the defense want jurors who are

sympathetic to their side.  As mentioned earlier, the use of consultants has become com-

mon in high-profile criminal cases.  Another factor that deepened the problem of jury im-

partiality has been preemptory challenges.  Preemptory challenges have contributed to

under-representation of minorities in trial juries.  The Supreme Court, therefore, decided

that preemptory challenges based on race or gender are unconstitutional if such chal-

lenges are admitted by the lawyers or proved by the opposing party.   

Besides the problem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jury, another major obstacle

has been jury nullification. Jury nullification occurs when a jury decides a case contrary to

the weight of the evidence presented during the trial.  In other words, the jury acquits or

convicts the defendant of a lesser offense despite the evidence presented.  Jury nullifica-

tion has been a part of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process for a long time and is tradi-

tionally seen as a shield against prosecutorial excesses by the government.  Jury

nullification usually takes place in two instances: 1) when the jury sympathizes with a guilty

defendant (a husband killed his wife who suffered from a painful terminal disease); and 2)

when the law is controversial or morally debatable (prostitution or marijuana possession).

The critical part of jury nullification is that same offense can’t be brought to court again due

to the violation of double jeopardy. Jury nullification, therefore, is a final act to which there

is no legal alternative.

In addition, recent advancements in media technology have allowed the general public

easy access to information on crimes. This poses a large challenge to finding an impartial

jury that has not been influenced by prejudicial pretrial publicity.  To reconcile these con-

flicting principles of the First (freedom of press) and Sixth Amendments, trial courts employ

three techniques – limited gag orders, change of venue, and sequestering of the jury.  Lim-

ited gag orders forbid those involved in the case from talking to the press to limi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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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ks.  Violation of this order is punishable as contempt of court.  The change of venue be-

comes an option when a case has received extensive local publicity so that selecting an

impartial jury is impossible.  Shifting a trial to another location, however, poses a risk for

big city defendants especially when they are racial minorities because citizens in more

rural and conservative areas can be hostile to these defendants.  To avoid extensive expo-

sure to the press coverage of the ongoing trial, it is now common to sequester the jury.

When sequestered, the jurors live in a hotel and their activities are carefully monitored. 

In spite of all objec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jury functions and its purpose has kept

the system in the legal institution.  The jury functions to balance power, fact find, and reflect

community values.  It also serves the purpose of protecting citizens against arbitrary gov-

ernmental actions.  Unlike other countries that use trained legal experts, ordinary citizens

are impaneled to weigh evidence and render verdicts. Thus, the use of juries represents a

deep commitment to the role of lay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Social research

argues that juries, as a group, offer more informational resources and self-correct biases

and misunderstandings of evidence.  

Jonakait (2003) argued that “no matter how strong the objections to the American jury

system, it is not going away… The most important debates are the ones that discuss how

to make that system better.”  Some scholars have proposed reform ideas that would result

in a more active jury.  Those reforms include: 1) allow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potential jurors to be an advantage to being placed on the jury; 2) eliminating or cutting

back on peremptory challenges and extensive voir dire processes; 3) retaining the rule of

unanimity and the twelve member jury; 4) drafting jury instructions in plain English and pre-

instructing the jury; 5) requiring the judge to comment on the evidence and the credibility

of witnesses; 6) relaxing the rules of evidence to allow hearsay, character, and past con-

viction evidence to be heard by the jury; 7) giving juror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sk questions of sanction in criminal cases; and 9) requiring the jury to give reasons

for its verdict in a written decision (Smith, 1996).

One of the recent attemp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ry trial is the call-in-system.

To reduce the inconvenience of jury duty, courts in all states use a call-in system so that ju-

rors call to learn whether their attendance is needed on a particular day.  To reduce the

number of days a person remains in the jury pool, a new approach called the one-day/one-

trial jury system was developed.  Traditionally, jurors were asked to serve for a full month

and the entire pool had to be present in the courthouse every working day.  Instead, this

new system requires jurors to serve either for one day or for the duration of one tr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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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exempts them from jury duty for a year or more.  It shows a promising success in

meeting the goals of creating more favorable juror attitudes and a more representative

cross section of the community, saving money, and increasing the public’s exposure to the

courts (Neubau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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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심공판의권리는 미국헌법에서 가장 오래된 조항의 하나이며 미국 사법제도에서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오고 있다. 더불어 많은 학자들이 배심원임무를 정치적 권리로 보고있다. 배심원

임무는 오늘날 간접대표제 정부제도하에서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행사할수 있는 유일한 형

태이다. 배심원의 역할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배심원들이 증거를 검

토하고, 증인들의 진실성을 결정하고, 진상을 밝혀내고, 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심판하는

결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Ferdico, Fradella, and Totten, 2009). 미국 배심원제

도가 영국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영국보다 미국의 배심원제도가 사법제도에내에 더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전세계의 배심원재판 중 대부분이 – 형사와 민사사건전체의 80% - 미국에서

행해지고있다. 따라서 이글은 미국배심원 제도를 잘 이해할수 있도록 돕기위해 그 제도의 역사,

임무, 절차,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배심원 제도의 복합성 때문에, 우리는 이

글에서는 형사 사건에 관해서만 토론하기로 한다. 

▒ 미국 배심원 제도의 역사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배심원제도가 영국의 제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의 제도를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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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대 배심원제도가 성립되었다. 마그나 카르타에 의하면 배심원재판은 평민들을 호출시켜

중립적 입장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료로 모여진 배심

원재판을 할 수있는 권리가 귀족에게만 주어졌다. 그리고 배심원는 재판사건을 잘 아는 증인들

로 구성되었다. 영국의 배심원제도는 카나다를 비롯한 다른 영국 식민지에서도 시도 되었고 19

세기에는 다른 많은 유럽국가에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극히 한정

되서 이용되고있는 실정이다.

초기 영국 배심원제도에관해서 연구한 글들의 양에 비해 초기 미국의 배심원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많지않다. 그러나 역사적 문헌을 통해보면, 초기 미국의 배심원제도가 법체계에서 뜻깊

은 역할을 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 배심원제도가 영국의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유사

한점들이 있다. 그 유사점들은 “ 배심원 구조와 구성원, 배심원을 통제하는 사법권의 본질, 그리

고 판결 과정에서의 배심원의 역할” (Smith, 1996) 등이다. 현재의 미국 배심원제도와 비교해

볼때 초기 영국제도는 배심원 선택이 변호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임의 선택이었고, 배심원들

이 좀더 경험이 많았으며,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통제권이 컸고, 판결절차에서 배심원의 역할이

더 컸다. 그러나 초기 미국의 배심원제는 영국의 제도보다 더 권한이 많았는데 이는 미국 배심

원들이 법과 사실을 가리는 문제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미공화국을 세운 창시자들에게는 배심원제도가 그들이 희망했던 사회와 정부를 건립하기 위

해서 필요한 요소였다. 동료들로 구성된 배심공판이라는 개념이 식민지 개척자들에게는 큰의미

가 있었으며 배심공판은 일반 시민들이 재판과정에 참여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이라는 새나라가 건설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실험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시

민들이 자치정부에 관여하는 도구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789년 헌법이 형사사건에 관련해

배심원재판의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더 나아가 1791년에는 제 6 헌법수정조항이 모든 연방 형

사사건 피고인들에게 배심공판의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이 헌법수정조항은 1968 전에

는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주정부가 1968년이전에도 배심공판을 열었지

만 이 재판들은 주정부의 독자적인 법령에 따랐다는 것이다. 배심원으로서의 임무도 제약이 있

었고 규정들도 각 주마다 달랐다. 초기에는 모든 주들이 배심원 임무를 남자에게만 한정했고

Virginia 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그 임무를 재산 소유자나 납세 의무자에게만 으로 제한했다.

또한South Carolina, Georgia, Virginia주에서는 백인만 배심원 임무를 할수있게 했고

Maryland주는 무신론자를 제외시켰다.

▒ 미국의 현대 배심원 제도
미국의 현재 배심원제도를 간략히 요약하고 설명하기란 힘든 일인데 이는 미국이 획일화된

배심원제도를 갖고 있지않기 때문이다. 제 6 헌법 수정조항이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신

속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해 이루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수정조항은 배심원의 크기, 판결에 관한 규정,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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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발절차등에 관한 지시가 없다. 그 결과로 각주마다 배심원절차는 두드러진 다양성을 보이

고 있다. 각주와 연방정부는 각각 독자적인 법원, 법률, 법절차, 관습, 그리고 소송절차를 갖고

있다. 하물며 같은 사법관할권내에서도 각 지역마다 체계를 달리한다 (Jonakait, 2003).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들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재판기준을 따

른다. 대법원에서는 제 6 조항의 권리가 경범죄에 대한 배심공판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결정했

다. 여기에서 경범죄는 6개월미만의 감옥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를 이른다. 1968 이후로 헌법

에서 규정하는 배심공판의 권리는 6개월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에게만 한정된다는 규

정이 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들도 배심원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인은 배심공판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경우에는 검사와 피고

인 양자 모두가 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동의해야만 판사재판으로 갈수 있다 (Hail, 2009). 

미국의 배심원제는 정부관리들의 권력을 통제하고 저지하는 헌법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

한 배심원제는 오늘날 미국의 사법조직에서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제도는 진상

을 밝히는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의 진실성 여부를 타진하며 어떤

법적 해명이 가장 타당한지를 결정한다. 둘째는, 이 제도가 피고인과 정부사이에서 보호수단으

로 작용함으로써 일반 개인을 편견에 치우친 판사, 검사, 그리고 의회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세째는 배심원들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배심원들이 지역사회로 부터 축

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질적인 상식과 지역사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

는것이다. 배심원은 사법 결정에 지역 사회의 양심 및 상식적인 판단을 도입한다.

▒ 배심원 선택
재판 절차에서 옳바른 배심원을 선발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배심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선입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배심원 선택절차는 세가지 단계로 구성 되어있다:

배심원 메스터목록(master jury list) 모으기, 배심원 풀 (venire), 그리고voir dire 이다 .  배

심원 선택절차에서 첫 단계는 배심원메스터목록을 만드는것이다. 배심원목록에 오른 집단은 사

회의 전체 인구를 대변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다시말해 배심원들이 우리의 “동료”라는

의미는 배심원들이 사회의 전체 성인 인구의 특징을 나타내고 대표하는 사회구성원중에서 선발

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배심원은 18세이상이어야 된다.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

법령은 규정하기를 어떤 개인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기반해

서 배심원 업무를 박탈 할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수십년간 중년이상의 백인남

자층이 과도하게 많이 대표되어 왔다. 왜냐하면 배심원목록이 투표권등록 명부를 기반으로 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차별경향을 수정하기위해 어떤주에서는 배심원 목록을 작성

하는데 전화부목록, 자동차나 운전면허증명부, 그리고 생활보호금수급자, 실업자명부등을 함께

쓰고 있다 (Ferdico, Fradella, and Totten, 2009). 

일단 배심원 메스터목록이 완성되면, 다음단계는 배심원풀이다. 법원 사무원이 메스터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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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의추출로 이름들을 뽑아내어 배심원설문지를 보낸다. 이 설문지는 각 개인이 배심원 풀의

회원으로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다. 배심원임무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로는

미시민권자가 아닌자, 법적 거주자로서의 요권을 갖추지 못한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않되는자

들이다. 더불어 과반수가 넘는 주들과 연방사법제에서는 중범죄인도 제외시킨다. 다른 나머지

주에서도 기결수들에게는 –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포함해 - 제약을 가하고 있다. 배심원 임

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임무를 면제받을수 있는데 그에 관한

규정은 각 주마다 목록이 있다. 두가지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받아 들어지는 면제 이유는 건강

상의 문제와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봉급을 잃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이다. 많은 주에서는 또

한 특정한 직업을 가진 개인들도 법적 공재대항에 포함 시키는데 그에 해당되는 직업으로는 의

사, 법률가, 교육자, 목회자등이다 (Neubauer, 2009). 

이렇게 배심원 풀에 대한 첫 심사와 선발을 거쳐 자격이 있는 배심원들을 추출하고나면, 법원

은 이러한 장래 배심원들을 특정한 날짜에 호출한다. 일단 이들이 법원에 도착하면 대기실에서

임의로 추출될때를 기다린다. 재판에 요구되어 불리면, voir dire (“to speak the truth”) 단계

가 다음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개인이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voir dire를 관리하는 방법과 질문의 범위들도 사법관할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

다. 어떤사법관할권에서는 판사만이voir dire를 할수있고 다른 사법관할권에서는 변호사도 일

부 혹은 전반적인 질문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어떤 사법관할권은 질문의 범위를 특정한 문제로

제한하여 배심원들의 사건에 대한 지식도같은것만 허용하는반면, 다른 사법관할권은 보다 광범

위한 질문들을 허용해 배심원의 태도, 일반적인 경험, 그리고 사건에 대한 선입관같은것들을 물

을수 있다. 많은사법관할권들이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질문들을 허용한다. 이것이

미국의 제도가 영국이나 캐나다와 다른점이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공판전 절차 (voir dire)

가 보통 없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배심원에게 그들의 신념/믿음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금지되

어 있다. voir dire 과정은 보통 2시간 정도 부터 3~4일 까지 걸릴수 있다. 그러나 가끔씩 중요

한 사건인 경우에는 6주나 그 이상 걸릴수도 있다. 

비록 voir dire 의 주목적이 배심원 풀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며 법을 준수하는 배심원으로

엄무를 행할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지만 변호사들은 이 절차과정을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한

다. 변호사들은voir dire를 통해 배심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법에 관해 교육시키는 기회로 삼

는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흔히 법에 대한 사법적 지시 사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어떤 변호사들은 이 과정을 배심원들의 환심을 사는 기회로도 이용한다. 변호사와 배심원

들이 처음 만나는 기회가 voir dire이므로 어떤 변호사들은 이 기회를 잡아 배심원들에게 긍정

적인 첫 인상을 보이려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과정동안 배심원풀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답들을 평가하고 나서, 변호사들은 배

심원풀 회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해서 배심원풀로부터 제외되도록 요청 할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배심원제외 과정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겠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자기편에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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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배심원을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들을 제일 받아들여주

지 않을 것같은 배심원풀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제외 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Kovera, 2012). 이렇게 배심원풀에 있는 회원들을 제외 시키는 작업은 두종류의 도전 – 근

거적 도전(challenge for cause)과 절대적 도전(peremptory challenge) – 을 통해 시행된

다. 근거적 도전에는 다시 주범도전 (principal challenges)과 사실왜곡 도전 (fact-partial

challenges) 이 있다. 주범도전은 배심원이 사건에 관련된 주범이나 다른 가담한사람과 연관

관계가 있을 때 배심원이 편파적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 사람을 제외 시키는 것이다.  사

실왜곡 도전은 배심원의 개인적 신념, 경험, 혹은 사건에 관한 보도에 많이 접했다던지 하여 재

판의 결론에 도달할때 그들의 편견, 선입관, 혹은 특정한 경향 이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로 배심원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양측 모두 (검사와 변호사) 또한 정당한 원인 없이 배심원풀의 사람을 제어하기 위하여 절대

적 도전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도전에서는 양측이 잠재적 배심원을 제외시키는 결정에 대해 이

유를 제공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도전에도 제한이 있는데 잠재적인 배심원을 그/그녀의 인

종 또는 성별 때문에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Jonakait, 2003). 절대적

도전의 결정을 할때 대부분의 검사는그들의 예감, 통찰력, 순간적 기분, 또는 편견에 의존해 왔

다. 최근에는,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 양측 다 배심원을 선택하는데 심리학 또는 신체 언어를 포

함하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배심원 선택을 돕기 위하

여 배심원 고문을 고용한다. 배심원 고문은 보통 사회학, 심리학,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포

함하는 각종 분야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그들은 변호사가 잠재적 배심원이 소유하

고 있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편견을 노출시키는 질문을 고안하고 어느 배심원이 어느 편에 호의

를 가지는지 아닌지의 윤곽을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찰 보다 피고 변호

인들이 고문을 더 자주 활용하고 고용된 고문은 대부분 의뢰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배심원을 제

거 하는일에 주로 집중한다 (Neubauer, 2010). 범죄 절차의 연방 규칙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은 양측에게 사형선고 사건에는 20개, 사형이 아닌 중범 사건에는 검사

는 6개, 피고는 10개, 경범죄 사건에서는 각 측에게3개씩 준다. 대부분의 주에도 유사한 규칙

을 가지고 있다 (Ferdico, Fradella, & Totten, 2009)

선정된 배심원의 수는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명 에서 12 명 사이다. 대법원은 형

사 사건에 있어서는 최소한 6명의 배심원제를 구성할것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각 주 의회는 최

소한 6명의 배심원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배심원의 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많

은 경범죄 사건은 6 명의 배심원을 사용한다 (Hail, 2010).

▒ 배심원 재판 절차
배심원이 선정된 후에는, 재판관이 배심원에게 배심원 의무의 필요조건 뿐만 아니라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 및 기본법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검사의 open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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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와 변호사의opening statements가 따른다. 이 연설은 각 측이 제출할 증거들을 대략해

서 설명한다. 그 후에, 검찰이 증인, 문서, 또는 사건에 중요한 다른 자료등의 증거를 제시한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 후, 다음은 피고인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

심원은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에게는 질문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메모를 하는것도

금지된다. 증거제시가 끝나면, 각 측은 배심원에게closing argument를 한다. 이 연설은 증거

를 요약하고 배심원들이 증거를 통해 내려지는 추정과 결론을 제시한다 (Jonakait, 2003).

그 다음으로는 재판관이 배심원에게 평결을 내리는데 사용될 법적 원리를 정의해 주는 지침

을 준다. 이 지침은 일반적인 법적 원리, 현재 사건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률, 피고가 기소된 범

죄행위 (예를 들면, 강도)에 관련된 법률의 의미 및 이 사건의 가능한 평결들을 포함한다. 그 후

에, 배심원은 평결을 심사하기 위해 격리된 방으로 물러난다. 배심장은 배심원이 방으로 옮겨진

직후에 선임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평결은 각 배심원이 평결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대법원에서는 6명의 배심원제의 평결은 만장일치이어야 한다고 결정했

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몇몇 경우에는 만장일치 평결보다 낮은 결과를 허용한다고 했다. 예

를 들면, 12 명 배심원제가 사용될 때, 8~9명이상의 배심원들이 동의하면 그 평결을 유효한 평

결로 인정해 준다. 배심원은 일반 평결을 전달하는데 이는 배심원이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뒷바침하는 배경이나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Jon-

akait, 2003). 배심원이 심의를 하는 기간은 재판관에 의해 결정된다. 배심원이 평결을 내릴 수

없을 때, 이것은 불일치 배심이 되어 오판이 된다. 이런 경우는 다른 배심원에 의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는 이러한 재심 시도의 횟수에는 제약을 두지 않는다.

▒ 미국 배심원제도의 문제점 
배심원제도가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 기관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 ,

이 제도는 미국의 역사를 통하여 일련의 비판을 견디어 왔다. 이 비판들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배심원이 증거와 법정에서 다루는 복잡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없다; 배심원은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다; 배심원은 법률을 무시한다; 배심원은 인종 선에 따라서 사건을 의결한다; 배

심원은 정직하게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정을 하지않고 대신풍부한 재력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운이 적은 개인으로 부를 옮김으로써 부를 재분배 한다; 배심원 평결은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들의 책략, 의지가 강하고 편견에 치우친 몇몇 배심원, 또는 어떤 배심원을

채택하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를 정하는 고용된 심리학자나 사회 학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배심원 제도의 존재가 변호사가 어떻게 형사 사건을 탄원 매매 (plea bar-

gain) 하는가를 형성 하였다. 수시로, 변호사및 피고인들은 불명확한 평민 배심원에 도박을 거

는것 보다는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수습하는 것을 선의한다.

미국 배심원 제도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강평을 받는 문제점의 하나는 배심원의 공명정대

성이다. 많은 비평가는 사건의 평결을 결정하는것이 증거, 진실이나 공정성이 아니라 배심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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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미국 인구가 다양한 인종그룹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 는 사실

때문에 인종상 공평한 배심원을 선정하는것이 쉽지 않다. 더하여, 양측 모두 중정한 배심원을

원하지 않는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사 둘 다 그들 측에 동정적인 배심원을 원한다. 먼저 언급했

던 것과 같이, 고문의 사용은 큰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현상이 되었다. 배심원의 공명정대성 문

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절대적도전이다. 절대적도전은 소수 민족이 배심원에

적게 뽑히는하는데 공헌해 왔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그런 도전이 인종 또는 성별에 근거한 것

이라는 사실이 변호사에 의해 시인되거나 상대측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는 위헌으로 결정한다.

배심원의 인구학 특성에 대한 문제외 또 다른 중요한 장애는 배심원의 무효화이다. 배심원 무

효화는 배심원이 재판 동안에 제시된 증거의 중요성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때 일어난다. 즉 배

심원이 제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석방하거나 낮은 단위의 범죄로 유죄 평결을 할 경우

를 일컫는다. 배심원 무효화는 미국 사법공정 과정의 한 부분으로 장기간 있어왔고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한 검찰권 과잉에 맞서는 방패의 역할로 보여져 왔다. 배심원 무효화는 대부분 두가지

경우에서 일어난다: 1) 배심원이 유죄인 피고인을 동정할 때 (남편이 괴로운 말기병으로 고통

받는 아내를 죽였다); 그리고2) 법률이 논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미해결 일 때(매춘 또는 마리

화나 소유). 배심원 무효화의 중요성은 동일한 범죄가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 위반 때

문에 법원에 다시 제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배심원 무효화는 법적인 대안이 더 이상

없는 최종 결정이다. 

이에 더불어, 최근들어서의 매체기술 진보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은 공판 이전에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좌우되지 않은 중립적 배

심원을 찾아내는데 큰 도전을 제기한다. 법원은 이러한 제 1 개정 조항 (출판의 자유) 과 제 6

개정조항의 상반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세가지 방법들을 도입했다 - 한정된 발언금지 명

령, 재판지 변경, 및 배심원의 격리. 한정된 발언금지 명령은 뉴스 누출를 막기 위해 사건에 관

련된 사람들이 메스컴과 연락하는것을 금한다. 이 명령 위반은 법원모욕죄로 처벌 한다. 재판지

변경은 사건이 현지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중정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할때의 차선

책이다. 그러나 다른 위치로 재판장소를 옮기는것도 위험이 따르는데, 시골 및 보수적인 지역에

있는 시민이 대도시의 피고인에 대해 특히 피고인이 소수 민족인 경우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행되고있는 재판의 보도가 광대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최근에

는 배심원을 격리시키는경우가 흔하다. 격리시키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은 호텔에서 거주하고

그들의 활동은 주의깊게 감시된다.

이렇게 고찰된 바와 같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제는 그 기능 및 목적의 중요성때

문에 사법기관내에서 그위치를 계속 지켜 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배심원제는 권력의 균형유

지 , 사실 발견, 그리고 지역 사회 가치를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또한 부당한 정부의 활

동에 대하여 시민 보호의 목적을 가진다. 훈련된 법률 전문가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반 시민이 증거를 저울질하고 평결을 내린다. 따라서, 배심원의 사용은 정의를 수행하는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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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깊은 의미를 둔다는점을 표시한다. 사회현상 연구에 의하면 배심원

이, 그룹으로서, 일 개인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증거에 관한 각자의 편견 및 오해를 자체내

에서 수정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Jonakait (2003년)는 변론하기를 “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강할지라도 이

제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토론은 이 체계를 어떻게 더 나은 체계로 만드느냐를

논의하는것이다." 라고 했다. 몇몇 학자는 좀더 활동적인 배심원제가 귀착될수 있는 개혁 아이

디어를 제시했다. 그 개혁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잠재적인 배심원의 지식과 경험을 배심원이

되는데 이점으로 인정한다; 2) 절대적 도전 및 광대한 예비 심사 과정을 삭제하거나 줄인다; 3)

만장일치와 12명의 배심원제 규칙을 유지한다; 4) 배심원 지침서를 쉬운 용어로 작성하고 배

심원들을 미리 교육시킨다; 5) 재판관이 증거에 대해 주석을 달고 증인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

평할 것을 요구한다; 6) 증거에 관한 규정을 관대화 해서 소문, 특성, 그리고 과거 유죄판결의

증거등이 배심원에게 들려지게 한다; 7) 배심원에게 서로 소통하고 형사 사건의 벌칙에 대해 질

문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9) 배심원들에게 그들이 내린 평결에 대한 이유를 서두로 제시할것을

요구한다 (Smith, 1996).

배심 공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최근 시도 중의 하나는 call-in 체계이다. 배심원 의무의 불

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주에 있는 법원들이 이 제도를 쓰도록 해는데 배심원들이 전화를

해서 어느 특정한 날에 그들의 출석이 요구 되는지를 알아 낼수있게 한다. 더불어, 배심원 풀에

들어있는 날일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일일/한번재판 배심원 제도가 개발되었다. 전통적으

로, 배심원은 한달 내내 봉사하도록 요청받고 전체 배심원 풀이 매일 재판소에 출석해야 했다.

대신, 이 새로운 체계는 배심원이 하루 또는 재판 하나 기간 동안만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그 후

에 일년 혹은 일년 이상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제도는 배심원에게 보다 긍적적인 태도

를 조성하고, 배심원이 지역 사회 전체 인구를 대표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경비를 절약하

며, 대중들에게 법원을 알수 있게 하는 기회를 증가 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Neubau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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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법무와 기업 리스크 관리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보다 많은 이익창출을 위하여 철저하게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21세기의 기업들은 효율성이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법

령에 위반하거나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나머지 도산의 위기에 이르는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현재 기업의 기업리스크와 기업법무부서

의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불상사를 야기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기업은 효율성 추구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두 바퀴를 잘 굴리지 못하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그 실례로 일본 야마토 은행 뉴욕지점 직원이 약 11년간 재무성증권을 무단으로 부외(簿外)

매매를 하여 11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발생시킨 사건1)에서 임원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상

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는데 그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고 본 판례에서 내부통

제시스템과 관련한 임원의 책임을 묻고 있다.2)

배기석 교수 

기업법무와 기업 리스크 관리

1) 야마토(大和)은행 뉴욕지점 주주 대표 소송사건 大阪지방재판소 판결(2000년 9월 20일)
2) 森原憲司, ＇コンプライアンス経営をサポ? トする弁護士の役割＇｢日本弁護士聯合會 現代法律實務 の諸問題｣ 平成 17

년, 1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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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회사경영을 행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불가결하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

모, 특성에 따라 리스크 관리 체제(소위 내부통제시스템)를 정비할 것이 요구되며.... 회사경영

의 근간에 관련되는 리스크관리체제의 대강(大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설정할 것을 요하고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대표이사는 대강을 제시하여 담당하는 부문에 있어

서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직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이 대표이사 또는 업무담당이사로서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의무

를 진다. 나아가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해야할 의무를 이행하

는지도 감시할 의무를 지니고, 나아가 이사회로서 중간지위의무 및 충실의무의 내용을 이룬

다. ...... 감사는 상법 특례법 제2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소회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체제 정비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할 직무를 가지고...... 감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내용을 이룬다...... 또 어떤 내용의 리스크 관리체제를 정비해야할 할지는 경영판단의 문

제이며 회사경영의 전문가인 이사회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진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주도로 ｢코퍼리트가버넌스3)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4) 그 지침 내용은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불상사 방지를 비롯하여 기

업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기업의 체력(경영의 질을 포함한

경영력)을 자양(滋養)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제고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코퍼리트가버넌스의 확립 및 적정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의 정비·운용이 불가결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코퍼리트가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담당자를 어떻게

규율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는 기업경영자 자신이 스스로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며 더욱이 내부통제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전제로 되는 것이어서 특정한 내부통제가 구축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를 뒷

받침하는 것으로 되고 그로부터 내부통제는 리스크의 인식, 평가 및 대응방법을 근거로 하여

리스크 관리와 일체로 되는 형태로 다이내믹하게 정비, 운용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5)

기업법무와 기업 리스크 관리

3)‘corporate governance’라는 용어는‘기업지배’또는‘기업지배’ 구조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기업통치’
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기업통치’는 그 용어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 때문에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나‘기업
지배’나 또는 ‘기업지배 구조’라고 번역하는 것은 ‘corporate governance'가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통치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통치라는 용어는 기업지배, 기업지배 구
조라는 의미는 물론 경영적 측면, 회사의 내용에 대한 공시, 회사의 활동에 대한 내외의 견제력, 회사의 내적책임(주
주에 대한 책임) 및 사회적 책임과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기업통치와 이사의 책임｣,황동욱 동현출판사 (1999.1.5.) 이하 본고에서는 영어발음 한글 표기 형식으로’코퍼리트
가버넌스’로 표기한다.

4)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장의 사적 연구인 기업행동의 개시. 평가에 관한 연구의 corporate governance 및 리
스크 관리·내부통제에 관한 제시·평가의 구조에 관하여 구축 및 제시를 위한 지침(필자역). (2005. 8. 11. 공표)

5) 谷口好幸,‘近未来の弁護士論　第1３回~リスク管理と企業法務部そして企業內辯護士~’ 法律のひろば　2009。6. 70면.



가.  리스크 관련 일본 회사법 2006년 5월 1일 시행(제362조 제4항 제6호)

위의 법은 건전한 회사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특성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체제, 즉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 체제를 포함하는 소위 내부통제시스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사회는 이사회의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기타 주식회사

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법무성령(法務省令)에서 정하는 체제의

정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사회 설치회사로서 대기업인 경우에는 강

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나. 일본 회사법시행규칙 제100조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뿐만 아니라 위 법 제362

조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체제란 다음과 같은 체제를 말한다. 

① 이사회의 직무의 집행에 관련되는 정보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② 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체제

③ 이사의 집무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④ 사용인의 직무의 집행이 법률 및 정관에 적합한지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⑤ 당해 주식회사와 그 모기업이나 자회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집단에 있어서 법무의 적성을 확

보하기 위한 체제

⑥ 감사가 설치된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하여야 할 사용인을 두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용

인에 관한 사항

- 위 사용인인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 보고 하기 위한 체제, 기타 감사에 보고 관한 체제

- 기타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위한 체제

이와 같이 재판례나 행정지침, 그리고 입법례를 보더라도 리스크관리가 기업경영에 있어서 극

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명치32(1899)년에 제정한 상법 제2편의 규정

으로 주로 규제하여 왔던 회사를 21세기 초에는 797조에 이르는 회사법으로 규제를 하면서 동

시에 리스크 관리체제의 정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21세기에 있어서 기업의 존속에 있어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의미로서 생각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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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谷口好幸, 70면.



다.  리스크관리와 기업 법무

기업법무란 기업 활동 중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업무를 의미하고 기업 활동을 법률에 정합

시키기 위한 다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 

① 예방적 기능 : 리스크가 법률위반사건이나 법적분쟁(손해배상 등)으로 발전하여 현실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기업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

② 치료적 기능 : 법적분쟁이 생긴 경우에 이를 처리·해결 하도록 하는 것

③ 전략적 기능 : 기업 활동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경영전략에 대하여 법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

원·입안 하는 것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예방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은 법적 리스크 관리 기능이라 하여

도 좋다. 법적 리스크는 법률위반 리스크와 법적분쟁 리스크로 나누어 질 수 있고 법률위반 리

스크는 문자 그대로 각종 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리스크이다. 이에 대하여 법적분쟁

리스크는 기업이 각종 불법행위, 불법 계약위반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정분쟁에 말려듦으로서 생

겨나는 리스크이다.7) 

그리고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소위 리스크 현재화의 최종형태라고 봐도 좋고, 경미한 불법행

위나 계약위반은 적절한 법적 조정에 의하여 소송에 까지 이르지 않고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소송형태의 법적분쟁에 이르게 된다. 또 컴플라이언스를 경시한 경영에

서는 추상적인 법률위반 리스크가 상시 내재하고, 고의·과실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법

률위반으로 현실화되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됨으로서 회

사로서는 중대한 경영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적 리스크가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법무 리스크에 관하여 잘 알고 있

는 법무부서는 최악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 위치에 있을 필요가 있다.

라. 법무부서의 구축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무부서가 리스크 관리 일반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을 필요

가 있다고 한다면 선관주의(善管注意)의무의 실행으로서 이사는 법무 부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8)

마찬가지로 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가 이사에게 법무

부서 구축의무를 지우는 내부통제시스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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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게논문, 71면.
8) 앞서 본 야마토 은행 주주대표소송사건 판지의 일부 내용과 일치한다.



① 현실의 위험의 관리에 관한 체제

② 사용인의 직무의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여야 하기위한 체제

③ 당해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집단에 있어서 업무의 적성·적합

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는 법무부문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앞서 본 지침에서 말하는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코퍼

리트가버넌스의 확립에 있어서도 법무부서가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즉, 경영 리스크란 기

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리스크이며 경영판단을 잘못하면 기업의 존립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

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건전한 코퍼리트가버넌스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자를 적정하게 규율

하고 경영리스크를 회피할 필요가 법무부서는 경영담당자에 대한 법적 어드바이스 등을 통하여

건전한 코퍼리트가버넌스를 유지·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9)

마. 법무부서의 조직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에 있어서 법무부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하여도 그 조직을  법

무부서로 할 것인지, 법무과 또는 법무담당자에 그칠 것인지의 문제는 기업의 규모나 경영리스

크에 대한 경영자의 사고방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서와 법무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

을까. 부장과 과장의 차이는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용 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부와

과의 차이는 각각의 장(長)의 권한에 상응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달려있고, 업무범위라고

하면 전자의 경우가 넓은데 반하여 후자는 그보다 협소한 것이고, 이런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담당하는 조직을 ‘부(部)’라고 하거나 ‘과(課)’라고 하거나 각 기업의 업무의 효율화의 관점에

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기업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그 회사 존립의 기초로 되는 중요한 과제이며 법무부서의

구축이 그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이상 법무부서는 기업 법무를 넓게 포괄적

으로 담당하여야하고 ‘부’라고 하여도 조직화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더욱이 법무부

서가 취급하는 법무리스크는 광범위하게 회사 전체 업무를 통틀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러한 점에서 본다면 ‘부’로 조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상당 규모 기업에서는 법

무부서를 조직화하는 경우는 특정부서의 ‘과’로 하기보다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부’로 조직화하는 경향이 대세라고 할 것이다.10) 

바. 법무부서의 기업 내에서의 지위

법무부서가 ① 예방적 기능 ② 치료 기능 ③ 전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개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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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谷口好幸, 72면.
10) 谷口好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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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부문(라인부문)이 담당하는 특정업무수행에 불가결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독점금지법,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직무의 내용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

률(소위 ‘공통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통법은 결국 실무부서가 준수하지 않고서는 업무

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준수에 관하여 실무부서에 맡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지만 공통법

의 준수에 관하여는 법무부서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서가 취급하는 업

무는 간접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한 라인부문을 조언하고 지원하는 전사횡단(全社橫斷)적 업

무인 경우가 많고 그 기업 내에서의 지위는 인사부나 재무부와 같이 참모조직으로 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된다.11)

사.  법무부서의 편성과 사내변호사의 활용

1) 전문가에 의한 편성
법무부서의 세 가지의 기능인 ① 예방적 기능 ② 치료 기능 ③ 전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

여 기업 활동을 법률에 정합(整合)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에 대하여서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법무부서는 법무 전문가로 편성된다. 그리고 기업이 ｢행정

지도에 따르기만 하면 충분한 사회로부터 분쟁이 생기면 법을 사용하여 해결 한다｣고 하는 사

회, 즉 법화(法化)사회가 되고 기업에 있어서 법무의 중요성이 매우 강하게 인식됨으로써 나날

이 그 힘을 더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내변호사의 활용
이상과 같이 법무부서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면 법무부서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많

이 채용하는 것이 조직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12)

그러나 모두에서 설명한대로 21세기 기업에 있어서 효율성의 추구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

는 두 가지 과제는 차의 두 바퀴와 마찬가지로 동시 병행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

이다. 그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우량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나아가 기업업무 리

스크의 현재화의 최종형태인 법정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사건이나 분쟁이

라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변호사가 기업에 진출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

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채용하고 활용하는

11) 위 같은 면.
12) 사내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경험자 단체인 일본 사내변호사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에 있어서 사내변

호사의 총 수는 346명이고 2005년 9차 조사로부터 3년 가까이 급속히 사내변호사의 총수가 증가하고 있다. 74면.
13) 谷口好幸, 75면.
1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어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13)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14) )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며 기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주, 거래처, 종업원 등의 이해

관계인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전체에 크나큰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리스크

를 현실화시키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전체를 위한 것으로 이를 일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기업 내에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과도 연계되

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15)

나) 분쟁의 예방 
변호사라 하여도 변호사회에 막 등록한 신인 변호사로부터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견 변호사까

지 그 능력은 다양하다. 그러나 신임 변호사라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사법연수원에서

소송실무를 배우고 학습한 것을 통하여 리스크의 최종형태인 소송에 대한 지식이나 분쟁처리에

관하여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적법절차에 대한 지식을 몸에 익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라면 일반으로 분쟁이 생긴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사내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될 만한 사실관계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경

우 리스크의 최종형태인 소송에 대한 지식을 몸에 익힌 변호사라면 분쟁의 맹아로부터 리스크

의 최종형태인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장래의 불이익을 예상할 수도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예방책을 입안할 수도 있다.

또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과도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사내변호사가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대한 감성을 몸에 지니고 있는 변호사라면 불이익 처

분에 있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절차상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기 때

문이다.16)

다) 적절한 소송수행
기업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의 경우는 그 사건을 외부의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사내변호사가 재직하는 법무부서는 리스크관리의 핵심부

서로서 미리 분쟁을 예방하여야 하는 곳이고 법무부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변호사

의 소송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송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경

험이 풍부한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적절한 소송 수행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소위 ‘싸움도 싸워본 놈이 잘한다.’라는 속담을 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적절한 소송수행에 있어서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88•제30호 부산법조

논  문

15) 谷口好幸, 75면. 
16) 谷口好幸,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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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법정에서의 소송수행 기량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가 불가결하다. 또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적절한 분쟁해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적절하고도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외부변호사와 기업법무 담당변호사

간에 적절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원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업 내에서의 소송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대

한 감성이 몸에 배인 변호사라면 소송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

고 외부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같은 자격을 소

지한 변호사라고 하는 점에서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도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

에 있어서 사내변호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은 상대방보다도 소송에 있어서 우위성

을 가지게 되고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17)

라) 건전한‘코퍼리트가버넌스’의 형성에 의한 경영리스크 예방
미국에 있어 기업통치의 출발점은 대기업 소유와 경영(지배)의 분리라는 현상이다. 출자자로

서 회사소유자인 주주와 이러한 주주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자와의 관계를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파악할 때 경영자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주에 의한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불가결하게 된다. 즉, 기업이 존재하면 이를 운영

하는 경영진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출자자인 주주가 있다. 출자자인 주주들이 기업경영

을 스스로 행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고찰되

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경영진의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생기는 권한남용 또는

주주이익의 침해의 우려 및 그 방지 문제와 코퍼리트가버넌스의 중요요소인 방지문제가 코퍼리

트가버넌스 시스템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이다.18)

경영리스크란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의 하나이다. 경영판단을 잘못하면 기업

의 존립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기업법무는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업법무의 책임자

즉, 법무부서장은 대표이사 특히 사장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른 한편 법

무부서장은 사장이 행하는 업무집행을 법률에 맞도록 조언 하고 경영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최소

화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런 점으로부터 사장의 직접적 구체적 지휘명령에 따른 업무집

행이 법률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서장은 법률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장의 지휘

명령에 반하여서라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즉 이율배반

적 입장에 서야하는 경우가 있다.19)

이런 점은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영진을 규율하는 것이 코퍼리트가버넌스이고 건전한

17) 谷口好幸, 75-76면.

18) ｢기업통치와 이사의 책임｣, 황동욱 동현출판사 (1999.1.5.), 14면.
19) 谷口好幸, 전게논문, 76면.



코퍼리트가버넌스의 형성에 따라 경영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를 활용하는 것

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즉, 변호사는 일반 법무사원과는 달리 전문가인 프로페셔널이다. 전문가란 ① 국가 내지 그

에 필적하는 유력한 사회적 조직단체로부터 공인된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뢰인의 의

뢰에 대처하는 직업이고 ② 전문가 직업의 고유한 사명 내지 목표를 추구하여야 하고 ③ 자기의

행위나 업무에 대하여 통상적인 책임과는 다른 책임을 지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리고 위 ①②③에 관하여 전문가단체는 구성원을 통제하는 자치적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

거나 용인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도 국가로부터 공인된 직업이며 변호사 윤리를 위시하

여 고유한 사명을 추구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그러한 독립성이 보장된 결과 결국 변호사회라

고 하는 변호사를 보호하는 자율적 직업단체도 존재하기에 이른 것이다.20) 그렇다면 기업이 변

호사를 조직 내에 고용하는 경우 과연 그러한 변호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인 것을 전제

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무부서장이 변호사라면 역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

라도 사내 법무부서에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업은 법률위반 리스크 방지를 위하

여 법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채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아직 일본 기업에 있어서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평가가 확립되고 기업

풍토로 자리 잡게 되면 이러한 풍토에 따라 코퍼리트가버넌스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사장 기타

경영진도 스스로 규율을 준수하게 됨으로서 사내변호사를 활용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법률위반

에 대한 경영 리스크가 극소화될 것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채용을 촉진하고 변호사가 조

직 내에서 그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평가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코퍼리트가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사내변호사의 참여
여기까지 서술한 바대로 기업에는 그 존립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많다는 것은

경영판단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

를 기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너럴 카운슬러의 본

질적인 특징은 프로페셔널한 변호사이면서 사내 비즈니스업무에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

각된다. 그 업무는 일반 사내의 법무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그 운영

기타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있어서 회사로 하여금 방향을 결정하도록 조언하고 그대로 실현되

도록 하는 것이다.21) 

제너럴 카운슬러의 본질적 특징은 단순히 법률분석을 논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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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小島武司 외3, ' 法曹倫理', 有斐閣, ( 2006.11.15. 제2판) 4면-12면 참조
21) ' ｲﾝﾊｳｽﾛｰﾔの 時代 '(株式會事日本評論社, 2004), 1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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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일원으로서 회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판단하고 이를 실

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사안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혹은 발생가능성이 있는 리스

크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회피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

고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리스크를 회사 입장에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피할 것인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선택을 하여야 할 경우에 순수한 법적 요

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즈니스상의 요소를 필연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

이다. 더욱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사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는 책임,

즉 이사회나 사장 등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제너럴 카운슬러는 회사의 의

사결정 메커니즘 밖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할 것이다.22) 

사내변호사에 간에도 조직과 사내변호사간의 의견이 상반(相反)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제너럴 카운슬러가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의 틀에 따라 상사나 동료들의 의견이 각각 상

이하더라도 이를 조정함으로써 일단 조직에 몸담은 이상 그 자체 의견상반되는 것은 논리적으

로 불가능 하다 할 것 이다. 제너럴 카운슬러든 이사직법무부서장이든 기업 내 변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들어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 즉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

업에 있어 중대한 경영리스크를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23) 

바) CSR과 자동차와의 비유
규율과 감시 시스템이 있는 자기 통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본체, 엔

진, 핸들, 브레이크, 백미러가 모두 중요하지만 코퍼리트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핸들보다 브레이

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충돌이라도 하게 된다면 에어백도 매우 중요하며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에는 잔량계나 알람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리스크를 발견하였거나 실

제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사람 즉, 경영자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영자에게 없

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성능 자동차라면 200km/h

까지 달릴 수 있고 다른 자동차들을 제치며 고속으로 달리면 기분은 좋겠지만 노면에 어떤 문제

가 있을 때 그 스피드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

도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실적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가도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제심은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인성요소이며 그러한 경영자가

22) 谷口好幸, 전게논문, 77면.
23) 상게논문, 78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했어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

급한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브레이크가 있고 그것을 밟으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단지 밟느냐 밟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

인드 문제니까 여기서 제대로 밟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판단이 가능한 자제력을 가진 경영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기업이라는 자동차가 공용도로를 달리는 것과 관련하여 CSR에 대한 문제를 비유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로를 달리려면 다른 차나 보행자, 동승자, 환경(예를 들면 가로수) 같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자기 회사라고 하는 차는 쾌적하게 달릴지 모르지만 무인도를 달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도 있을 것이다. 다른 차와 보행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잠재적인 고객을

위시하여 시장에 있는 손님을 말하는데 그러한 손님에게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한다. 동승자라

는 것은 종업원이다. 종업원에 대한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컴플라이언스를 자

동차에 비유하다면 바디(body), 엔진, 핸들, 브레이크 전부가 컴플라이언스의 구성요소라는 것

이다.24)

II. 기업법무의 향후 전망

가. 기업법무부서에 요구되는 기능의 변천

기업 내에 법무부서가 생겨난 과정을 살펴보면 회사 내에서 기존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

면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회사법률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서로부터 발전하여온 경우와,

법률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채권회수업무를 행하여오던 부문이 발전한 경우와, 최고경영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고경영자 직속부서로서 생겨난 경우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와 같은 출발의 차이에 따라서 회사 내 법무부서는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있어 약간의 차이

가 보인다. 초창기 기업법무부서의 기능은 대개 기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회사의 법률 관련업무, 즉 채권회수, 일상적 계약서의 검토·작성, 거래관련 법률 검토 및 소

송대응 등의 분쟁해결 업무가 주된 업무였다고 생각된다.25) 

이어 법률사무 처리와 영업부문의 지원 업무가 중심으로 되면서 거기서 일하는 법무부서원의

의식도 점차 자신들이 ‘영업지원(support)직원’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초창기 기업법

무 부문의 출발은 그와 같이 비교적 소박하였던 것이었지만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거래 그 자체

도 단순한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사업도 활발해 지면서 업무 또한 복잡화 되고, 또 고도화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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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松木和道, "企業法務 の"軌跡と展望," NBL No.900. 2009.3.1,5면.



서 문제 발생 후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대증요법으로는 그 해결이 어려워지자 사전에 미리 문제

점을 발견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법률적 접근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시대로 이행되어

왔다. 사업투자를 포함한 거래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리스크가 내재 하는지와 같은 리

스크 분석 그리고 그와 같은 리스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것을 구체

적인 거래의 구조에 맞추어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서라는 문서

에 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등에 대한 모든 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가

기업법무의 요체라고 생각되기에 이르렀다.26) 

예방법무의 실천으로서 기업법무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업지원 기능을 발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견제기능과 경영보좌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므로 밀접불가분한 그 두 가지 기능이 기업법무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견제

기능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준수이지만 오히려 영업지원기능을 통하여 경제기능, 경영보

좌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기업법무부서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할 것이다. 일찍이 현장에

서 문제점을 살피고 선택지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대안을 연구·제시하여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단순한 계약서의 점검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방

업무에 따라 회사 경영에 밀착한 전략업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 중 버블(bubble) 발생과 그로 인한 파열이라는 불상사가 빈발하고 사전 규제형

사회에서 사후제재·규제형 사회로 변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투명성이 있는 룰(규칙)을

전제로 하여 자기책임 하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시대에 이르렀

고 단순한 영업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라고 하는 기축(基軸)

으로부터의 검토와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보좌기능이 기업법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인

지되기에 이르렀다.27)

여기까지 논술한 여러 가지 기업법무의 기능은 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하여 회사의 의

사결정이 적절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결정되는 경영의 의사를 착실

히 현장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경제의 글로벌화도 기업법무의 바람직한 형태라는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경

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M&A 등 복잡한 문제도 빈번하게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기

업법무 부문은 일개 국가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법률문제 대응을 요구하기에 이

르렀다. 특히 최근의 미국, EU 등의 독점금지법 문제 대응에 있어서는 위반한 경우에 국가에 따

라 차이는 있으나 담당자 개인에게 실제 금고형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제재금(制裁金)

액수가 매우 고액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면 기업의 존속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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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게논문, 6면.
27) 상게논문, 같은 면.



있다는 문제에 이르게 되고 경영관점에 입각한 법무 대응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나. 기업법무의 향후 전개

기업법무 부문의 강화는 더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후 기업법무의 진전은 어떠하

여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기업법무의 다양화와 기업 내 협동의 중요성
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적정성을 담보하고 경영진의 의사를 현장

에 착실하게 반영시키도록 기업법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

쳐 기업법무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인사, 노무,

기획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법무부서의 전문성에 기초한 비즈니스매니지먼트(business

management)도 요구된다. 더구나 개별 문제 대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내 제도설계 등에

도 관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인사부문이나 기업 내 리스크 관리 부서와

의 협업도 지금보다 더욱 중요해지면서 법무부서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8)

2) 기업법무를 지탱하는 인재의 육성과 활용
현재의 기업법무 부문에 요구되는 기능은 회사의 모든 거래활동에 관하여 회사의 입장에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의 적정

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사를 현장에 착실하게 반영시켜 기업방어를 도모함과 동시에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의의를 두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법무적 측면 지원을 통하여 영업

부문과 실무상의 협력 및 협동 작업을 행함으로서 예방 법무를 실천하고 장래 발생할 지도 모르

는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거래형태 방법이나 거래계약을 동시에 관리함으로

써 회사의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회사가 입을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종국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회사 스스로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적절히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을 내부통제시

스템의 하나로서 구비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되는가를 이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 설정하

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전체과정을 체크하는 것도 기업법무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이다.29)

즉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기업법무부서가 관여하지 않는 상황은 오늘날 생각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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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기업법무부서에 요구되는 것은 기업의 실태, 사회의 요청 등을 모두 인식하고 이해한

다음 법률적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무엇이 회사에게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법무부서원에게 글로벌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과 세계 각국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거래에 내재하는 장래 리스크를 샅샅이 들추어

내어 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여 종국적으로는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창조력과 추진력을 동반하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성을 담보하며 회사와 임원을 아울러 지킴으로서 회사에 이익을 가

져오도록 하는 것도 사회규범준수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준법정신과 고도의 윤리관을 실

무에 반영하는 자질도 요구된다.30) 

이러한 기업법무부서원을 책임지는 기업법무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최고경영자의 상담역을

겸하여 그 의견 개진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위 미국의 제너럴 카운슬러로서의 역할이 기대 되며

회사로서도 최종적으로는 그와 같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법무부서원을 채용하고

교육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높은 자질을 요구하는 법무부서원의 채용, 육성에 있어서 그간 법학부 졸업 학생을

무자격상태로 채용한 후 기업에서 실제 훈련을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모델이 주류이었다.

한편 법조인구의 증가에 수반하여 법조자격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법률사무소 경

영지향형이 대세였지만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앞으로는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변호사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서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처우문제를 포함한 회사의 인사

제도 문제이다. 이것은 전문성과 기업인으로서의 속성, 그 밸런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

한 문제이다. 즉 법무부서원,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는 법무부서원은 그 전문성 때문에 입사

하여 퇴직할 때까지 법무부서 안에서 승진하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자격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입사하였던 인재의 순환보직 문제는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더구

나 여기까지의 통상의 회사의 인사제도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전문성에 기한 평가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매니지먼트 능력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승진여부를 판단하여왔던 종래의

인사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이다. 즉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기업법무 부

문에 있어서 종래의 인사평가시스템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부

장은 한 사람이지만 전원이 부장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특히 그 중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

는 법무부서 소속직원을 다른 사원과 똑같이 처우하거나 특별히 처우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회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사제도 그 자체 때문에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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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31) 

특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유동화는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수습 후 바로 인하우스(In

house)로 불리는 기업법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변호사사무소에 취직한 후

에 기업법무에 흥미를 가지고 전직하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유자격자가 기업법무

를 경험한 후에 변호사사무소로 돌아가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32)

기업으로서는 어쨌든 열심히 교육시켜 회사를 잘 이해하는 인재로 양성하였던 것을 사외로

내보낸다는 것은 물론 아쉽지만 다른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할 것이다. 

변호사사무소로부터 1, 2년 기업 법무를 체험하기 위하여 기업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례도 증

대하고 있다. 모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법무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나 실무

가 또는 경영자 사이에도 인식의 갭이 많다고 생각되며 특히 개업 변호사나 로펌 소속 변호사가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기업법무의 인식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분쟁해결업무의 대응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격변기에 있는 만큼 법률분쟁은 오히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동반하여 해외에서의 분쟁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같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도 국내외 소송 건수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본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제3자인 법원

에 판단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민사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다른 윤리문제가 없다

고 보고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소송에 따른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일

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투명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것은 이사의 선관(善管)주

의경영에 기초한 업무수행으로서도 요구되고 있고 소송에 따른 분쟁 해결도 아주 투명한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33)

발생한 분쟁 및 계쟁 상황을 관리하며 영업부문과 협력하여 이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은 전통

적인 기업법무부서의 수비 범위에 들어 있다. 분쟁·계쟁은 모두 거래관계로부터 생겨나고 그

해결도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종의 거래, 즉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적

절히 처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데미지컨트롤(damage control)을 실현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창

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분쟁 해결에서는 특별히 법무의 전문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의 소송개시, 화해해결 등을 확실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재판절차 등의 준수라는

준법정신 및 윤리성이 특히 필요하다. 앞으로 법무 분쟁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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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이와 같은 역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분쟁의 해결에 부수하는 각국의 각종 소

송의 절차 대응, 예를 들면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법무

부서는 계속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법조유자격자가 기업법무부서에 채용됨에 따라 소송대응이 기업에 내재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무경험 없는 새내기 변호사에게 소송을 모두 맡기려고 할

리는 없을 것이고 한편 기업에서 그 처리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송사가 많은 기업도 많지 않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야는 오늘날 외부변호사사무소와 협동작업의 분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4) 입법에의 적극적 관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이 룰에 기초하여 해결된다고 하는 체제하에서는 기업법무도 가능한 한

법률을 이해하고 그 법률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법률에 관

해서는 그 입법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법률안에 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진

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일 매일 사건에 대응하면서 위와 같은 입법 활동까지 검토하여

대응한다는 것은 대부분 기업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전에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법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 금후의 전망34)

1) 법무부서의 핵심 역량
경영전략상 자사(自社)의 강점(强點)이 있는 영역에 자본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법무부서의 강점은 법률지식이나 법률경험, 또는 강한 윤리관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난해한 용어나 개념을 평이하게 설명하는 실력이나 M&A등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팀의

결속력과 교섭력, 해외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대응능력 등도 생각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법무부서의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런저런 일상의 활동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자체이기도 하다. 계약서 작성 및 심사나 M&A에 있어 기업실사 업무

(due diligence) 등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형이다. 계약서의 심사에 있어서 ‘장래의 물가변

동에 대비하는 가격조항’의 조언 등, 법적리스크 이외의 리스크 대응도 행하고 있다. 더욱이 법

적리스크가 현재(顯在)화 한 때에는 위기관리로서 소송이나 분쟁에도 대응하고 있다. 또 리스

크는 손실가능성과 동시에 수익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수비와 공격의 양면

적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계약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격리스크 매니지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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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DCA (Plan -> Do -> Check -> Action 관리) 사이클 



반면 전통적인 법무업무는 의뢰인과의 일대일의 법무가 많았지만 타 부서를 통할하여 PDCA35)

를 가동하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36)

2) 전략적 기업윤리 : 리스크 매니지먼트
특히 ｢윤리관｣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생겨나도록 하는 활동 그것이 법무부서의 사명이고

주력해야할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컴플라이언스는 법무부서의 강점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컴플

라이언스 침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기보다 오히려 윤리관을 높이는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생

각된다. 다만 윤리관이 높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리스크 매니지

먼트는 필요하다. 윤리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이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규범적 행위의 초점화
37)｣나 ,｢내(內) 집단 편들기｣ 또는 ｢외집단  배척하기｣ 등의 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38)

언제든지 윤리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행동 할 필요가

있다. 윤리판단은 회사의 평판을 좌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며 사외활동 방향에 관한 정보제

공을 비롯하여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39)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상술한 바와 같이 ‘리스크 드러내기’라고 생각된다. 사내의 현재화한 리

스크를 제거하고 그것을 사내에서 공인하면서 계약서 작성, 심사,  M&A due diligence, 컴플

라이언스의 표준, 사내교육 및 감사 등, 법무부서가 관계하는 전 국면에서 마땅히 제거하여야할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서 통합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실행하고자 한다. 

3) 가치의 정량적 평가
법무부서의 활동에 있어 사내에서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상·이익 등의 수치에서 업무

를 관리하는 임원, 사원에게 이런저런 제공가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윤리관의 경영평가방법으로서 사원의 앙케이트 조사가 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예를 들면 정보보안 분야에서 그 보안 대책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레

벨을 5단계로 수치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다른 리스크 매니지먼트 활동에 관해서도 평가지표

를 개발하여 같은 척도로 다른 리스크 현상 간에도 수치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계약서의 작성·심사는 소송분쟁대응이라는 지원업무의 가치를 수치화 하기는 더욱 어렵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서의 활동의 가치평가의 방법으로서 평가자의 개별면담, 평가자의 집단회의,

앙케트 조사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법무부서의 강점인 항목을 열거하고 각 항목의 대해서 10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부문으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 내에서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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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복수의 규범이 있을 때 개인이 초점을 맞추는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38) 자신의 내집단을 우월시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게논문 13면. 
39) 玉置秀司, 전게, 같은 면. 



다. 또 사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현장도 전문성을 충분히 평가 할 수 없다. 이런 점은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일반 컴플라이언스의 기준은 균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

어서도 이해하기 쉽고 이런저런 비판도 받게 된다. 이런 시련은 반대로 법무부서가 한 단계 도

약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좋은 점을 강화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

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는 글로벌한 기업법무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소  결

20세기 경제성장시대의 기업이 철저한 업무 효율화와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한

것과 달리 21세기 기업은 경제적 이익추구와 기업을 에워싼 전체 이해관계인의 기대를 조화시

키기 위하여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서는 조연(助演)에 불과하

였던 기업법무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핵심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핵심부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법무부서에 소속된 전문가인 변호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적

자원의 낭비이며 크게 보면 사회적 손실이기 때문에 기업법무부서에 있어서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윤리·투명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도 윤리

경영을 단순한 도덕적 차원이 아닌 기업의 성과와 사회적 평판을 좌우할 수 있는 필수요인으로

하게 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

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실천면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국제수준에도 미흡한 상황이

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위주의 정책추진과 사회집단의 반(反)기업정서

를 불식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윤리 초기단계로서 아직

윤리강령 제정과정에 있으며 형식적인 헌장보유와 구체적인 실천지침 미비로 내부직원들의 헌

장인지도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천조직이 미비하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보유기업이 거

의 없으며 대부분 기존의 인사, 감사 심지어는 재무팀에서 맡고 있으며, 실천을 유도하는 윤리

이행 프로그램 부족으로 실무자들의 기업윤리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40) 어쨌든 앞

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

벌한 기업법무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기업법무 부문의 강화는 더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기업법무 대응 분야의 다양화와 기업 내 타부서와의 협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법적 리스크 매

니지먼트를 통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의 적정함을 담보하고 경영의 의사를 현장에 착실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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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동호, ｢한국 기업부문 부패의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안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2.



시킨다고 하는 기업법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회사업무 전반에 이르는 기업법무

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영업 관련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노무, 지적재산권, 영업기밀

보안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에 기초한 비저니스매니지먼트(business

management) 통하여 더구나 개별 안건 대응뿐만 아니라 인사부문이나 기업 내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협업이 지금 이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법무부서가 스스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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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 2647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1 대 441㎡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9.88㎡의 소유자인데, 1993. 11. 5.부터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여군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27 및 그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인 ‘궁남지·화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부여군수는 2007. 7. 1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부여군수의 위 요청에 따라

2007. 12. 27. 부여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고 보상액을

수령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9. 1. 1. 원고가 부여군수로부터 받은 보상액 중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조립식건물에 대한 보상액 201,052,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

당된다고 판단하고, 그 공급가액 182,775,000원을 원고가 2007년 2기분으로 신고한 부가가치

김백영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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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22,903,690원의 부과처분을 하

였다.

원고는 2009. 2.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세무서장은 대전고등법원의 항소를 제기하여 일부항소인용의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

[판결요지]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

식점을 운영하다가 2007. 12. 27. 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여군수에게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등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에 관하여 부여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여군수가 유적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

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조세법규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 취득한 재화를 철거

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권조사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평석]

Ⅰ. 서 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 지장물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 등 수용과 관련하여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므로 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루

어지거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302•제30호 부산법조

논  문



문제는 사업용 지장물의 수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수긍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주제 판결은 이에 관한 논의를 하기에 적절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Ⅱ. 수용과 재화의 공급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경매,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

대방 내지 최종 소비자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과

세표준에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2)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

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의 증빙과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벌로서

가산세부과와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 처분 등으로 강제하고 있다.

3. 공매, 경매, 수용과 재화의 공급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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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 경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고, 과세관청은 압류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공매를 하게 된다.

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고 채권자는 법원 등 집행기관을 통하

여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경매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또는 채무자는 사실상 압류된 재산의 가격 결정이나 대금영수 등 매각에

관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당하여 왔다.

반면에 경락을 받은자가 소유자(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정당한 세

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 9136판결은

“민사소송법 제615조, 631조, 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

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요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과세당국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3)

이러한 세정운용은 국민의 원성을 낳고 민원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2006. 2. 9.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

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

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

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경매의 경우 문언상 강제경매로 표현하고 있어서 임의 경매

등은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2008. 2. 22. 다시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

조에 따른 강제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렸다.

(2) 수용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 전단계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여 협의 취득

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 취득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수용절차가 취소되는 예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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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수용보상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재결과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종국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당하는 것뿐만 아니

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하지도 않았고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

정하여 보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하자 이에 관한 쟁송이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태도는 해석론을 통하여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는바 대표적

인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 747판결
건물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실제로 매

도인이 매수인 측과의 약정에 따라 잔대금 지급일 이전에 그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고 그 이름으

로 멸실 신고와 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대상이

부존재하게 되었고 그 의무도 없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가

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 4713 판결
도시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업 시행자인 을에게 그 매

도가격을 토지 평당 가격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서 갑이 을과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자기

명의로 건물 멸실 신고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서는 매수인에게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토지 가격 속에 건물 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

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4두 10579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건물 철거 계약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 14350 판결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 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이었

으므로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 24475 판결
매매대금에는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매수자는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건물은 누가 철거를 하든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매매 계약시 매수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점, 실제로 매도자 명의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 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다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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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뿐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

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서울행정법원 2004. 8. 12. 선고 2004구합 9906 판결
이 사건과 같이 도시 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도시 계획 사업에 필요

한 물건은 토지이지 건물이 아니므로 그 건물은 지장물로서 누가 철거를 하든지 철거될 운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을 협의 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이 경

우 사업시행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하여 지급하는 돈의 성격은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일 뿐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

누7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시행자와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수액에 관한 의견

의 합치를 보지 못하여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비록 법적으로는 수용

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난다고 평가된다 하더라도(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민법

제187조) 건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성격은 여전히 지장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자진하여 손실보상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공탁하지 않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이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

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규정만으로는 공

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고 해석되는 이상 토지 소유자가 협의절차가 아닌 수용재결절차

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인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이한 상황에서 사업자

인 건물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수액에 불복한 결과, 사

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법률적 형식을 선택하지 않고

수용으로 인한 건물 양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

은 사업자인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응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심

히 부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

한 토지 위의 건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되는 경우에는 건

물 자체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절차에 이르는 경우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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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어야 할 것이다.

⑦ 소결 : 생각건대 도시재개발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이나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 등 지장물 중 철거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

고 토지 취득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철거물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예정한 통상적인 재화

의 공급과는 상이한 현상이고, 지장물의 소유자 역시 지장물의 양도나 철거와 관련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법원의 판례를 받아들여 2007. 2. 28. 부가가치세법세행령 제14조 제4항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송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다.” 신설하여 과

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하였다.

4. 대상 판결의 검토

(1) 협의 취득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전단계로서 수용될 목적물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이 협의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본다.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면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에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략

3. 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건물 등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하든지 형식상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철거를 하든지 묻지않고 재

화의 공급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왜냐하면 협의취득의 경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매매가격 등 매매조건을 교섭하여 결정하는 것

이 아니고 감정가격을 바탕으로 매매대금이 정하여지므로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소유

자는 서명 날인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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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형식으로 협의를 하도록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1심 대전지방법원은 건물 등 지장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업시행자에게 경료 되었

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지장물의 철거의

무를 부담하나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사업시행의 편의상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하고 그 철거비용

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고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지장물 중 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 한 이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해석상 공익사업 등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

는 조건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 등 양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이 사건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절차 이전에 협의 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생각건대 협의 취득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이므로 원고가 협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철거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오늘날 수용의 전단계인 협의의 현실을 모르는 극히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이고, 반면 수용을 당하는 국민은 지식과 경험

면에서 이들의 상대가 되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실질을 보면 철거당하는 지장물의 보상금을 받

았을 뿐이고, 철거는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하므로 대법원의 형식논리대로라면 시행령 제

14조 제4항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심 판결에 찬성한다.

(2) 수용 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법상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할 여지가 없고, 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장물의 철거를 소유자가 하든지 사업시행자가 하든지 구분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문구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

우” 문구의 주어이고,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문구는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문구를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는 수용절차에 있어서 철거당하는 재화에 주안점이 있

으므로 반드시 소유자가 철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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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점은 재화가 철거된다는 것이고, 누가 철거하느냐에 따라 공급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제판결은 수용에 따른 철거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향후 필

자의 견해와 동일한 판시를 기대한다.

Ⅲ. 결론

이 사건에서 비록 협의 취득의 형식에 따라 철거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건물

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형식논리에 찬성 할 수가 없다. 법원은 형식논리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 감정을 벗어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론과 논리를

모색하고 시대에 맞는 결론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추후 수용재결에 의한 철거 사안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기대가 크다. (20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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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년법의 목적 : 소년의 건전한 육성

1. 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의미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1) 다시 말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의미를 풀어 본다면, ‘소년을 비행(또는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조적(自助的)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비행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1차적 목표는 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재비행의 예방’이다. 비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소년이 성인범으로 전이(轉移)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해를 끼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영

위해 갈 수 있는’ ‘자조적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5년에 발표한 바

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간 서울소년원을 출소한 946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1994년 6월까지 저지른 전체 범죄를 추적·분석한 결과,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발전하는데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년기의 범행횟수이다. 소년기 범행이 1~2회인 경우

는 370명 중 192명(51.9%)만 성인범으로 발전한 반면, 3~4회인 경우는 349명 중 245명

(70.2%), 5회 이상인 경우는 227명 중 196명(86.3%)이 성인기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기의 비행이 많을수록 성인범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조사 대상자의 약 67%에 달하는 633명이 성인기에 접어든 20세부터 30세까지 11년간

1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송치처분을 받는 경우는 중한 비행을 저지

르거나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경우이므로, 이 통계치 또한 소년이 비행을 반복할 경우 성인

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통계를 보면,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소년범죄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범죄증가율 6%의 약 2배에 해당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전체 소년범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소년의 재비행률(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3) 소년범죄 증가율과 소년의 재비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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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첫째, 소년이 장래에 비행이나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소년이 안고 있
는 문제를 해결시켜 평균적 내지 보통의 상태의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숨은 가능성
을 끌어내어 개성미 넘치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한다.{沢登俊雄 ‘少年法入門’[제4판](有斐
閣ブックス) 38쪽}  

3) 통계를 보면 소년범 수는 2008년 12만 3,000명에서 2010년 9만 5,00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소년범 재범률은 같
은 기간 26%에서 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는 ‘재비행의 예방’이고,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전제  

가.‘관용’과‘용서’
사회는 관계의 세계다. 관계의 준칙인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나, 실상은 법

속에 스며들어 있는 덕목(또는 정신)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은 그러한 덕목의 세부적 표

현에 불과하다. 실정법을 지배하고 있는 덕목은 ‘신뢰’와 ‘책임’이다. 민법 제2조에서는 ‘신의와

성실’로 표현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신뢰와 책임만으로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관계의 덕목’이 필요하다. 정직, 양보, 존중, 봉사, 자선, 관용, 용서,

자비, 박애, 희생, 헌신, 우정, 효, 충성 등이 이러한 덕목에 포함된다. 이러한 덕목들은 법의 영

역에서는 규율되기 어려운 것들로서 ‘법을 넘는 법’의 영역에서만 의무지울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덕목들이 사라져 간다면 사회는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존엄

과 가치도 소멸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실정법 중에는 예외적으로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소년법’이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이다.4) 소년의 건전한 육성

이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의 탈법적 행위에 대하여 ‘범행’이 아니라 ‘비행’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년법의 목적 때문이다. 소년보

호사건의 운용의 묘미는 바로 이 관용과 용서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나. 소년을 절차의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목적 내지 주인공으로 대우
소년법의 목적을 실현코자 한다면, 소년을 단순히 소년재판절차(소년보호재판절차와 소년형

사재판절차)의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대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년재판절차, 특

히 소년보호재판절차에서는 성과가 목적이 아니라 소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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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
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보호사건 관계자 중에는 소년과 소통할 생각은 않고 소년에게 형식적으로 검사지나 질문

표를 던져놓고 거기에 기재된 것만을 바탕으로 소년이 이러이러한 아이라며 보고서를 제출하

고, 향후의 감호방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 또,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는 한 명의 소년이라도

제대로 교정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실적에 급급하여 소년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인격적으로 모독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소년법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소년보호재판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법원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다. 가족캠프나 청소

년법정의 경우에도 이들을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가족관계의 회복이나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당해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 환경의 조성
비행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환경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

져야 한다. 국가는 국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최선을 다해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하

지만 청소년, 특히 비행소년과 관계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수도권과 지

방 사이의 격차도 매우 커서 지방에 대한 차별로 느껴질 정도이다.

특히, 경상남도에는 소년원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또 비행예방센터는 창원에 한 곳뿐이라

서부경남 쪽에 거주하는 소년들은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160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의령에

소년원을 지었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지은 지 몇 년 만에 폐쇄해 버렸고, 그 이후

지금까지 수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5) 그러면서도 소년분류

심사원에서는 소년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며 소년들에 대한 ‘임시위탁(臨時委託)’6)을 자제

해 줄 것을 부탁해 오기도 한다. 요일을 바꿔 재판을 하고자 하여도 ‘소년분류심사원’7)의 수송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럴 수도 없다.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지 시설을 보조하기 위한

재판인지 혼란이 생긴다. 2010년 이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터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그 외의 시설도 마찬가지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는 소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들이

너무나 형편없어 보호소년들을 위탁하기가 꺼려진다. 좁고 낡은 임대 건물에서 십 수 명의 소년

들을 불러 놓고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느 시설 관계자에게 환경을 개선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년들을 보낼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이 말을 그대로 상부기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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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는 사인이 임대를 받아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6) 통상 가위탁(假委託)이라고 한다.
7) 종전에는‘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라고 하였다.



고를 하여 2012년 들어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다. 옥상을 활용해 비행소년들의 부모들이

쉴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동안 왜 미루고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민간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비행 문제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기관이

라고 자랑하는 기관들의 교육장과 인적 구성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많은 아이들을 수용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도 낡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의문마저 든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어 비행으로 내몰린 소년들이 그들의 비행을 예

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설에서도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들도 인적, 물적 시설 정도

를 보고 자신들이 존중을 받고 있는지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낀다. 소년들에게 푸대

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주게 된다면 교육 효과가 높아 질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Ⅱ.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분류

1.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형벌이나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까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벌부과에 관

한 절차를 ‘형사재판절차’라고 하고, 소년보호처분 부과에 관한 절차를 ‘소년보호재판절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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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연령

1호(舊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舊2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舊3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舊4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舊5호) 법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처우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舊6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舊7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한다. 형법소년보호재판절차를 통해서 소년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을 소년보호처분이

라고 하는데, 소년보호재판절차에서 보호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정되어 있다.8) 편의상 제1호에 규정된 처

분은 ‘1호처분’이라고 부르고, 제10호에 규정된 처분은 ‘10호처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처분도

마찬가지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근거를 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목적도 소년법과 마찬가

지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있다. 

2. 소년보호처분의 분류 :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

소년보호처분은 관점에 따라 다각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사회 내 처

우’와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는 것이다.

보호처분 중 6호에서 10호까지는 격리시설인 소년보호시설(복지시설), 의료보호시설(일명

의료소년원) 또는 소년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시설 내 처우’라고 하고, 나머지 1호에서 5호까지

는 ‘사회 내 처우’라고 한다. 

사회 내 처우의 핵심은 1호처분, 즉 보호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고, 나머지 2호 내지 5호처분은 보호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제

도적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의 원칙적 차이점은 소년이 사회로 복귀하여 자유를 누리느냐 그

렇지 않고 격리되어 자유를 제약 당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보호소년들은 ‘시설 내

처우’를 매우 꺼린다.

Ⅲ. 보호소년들의 실상과 환경

이에 관해 언급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보호소

년들의 실상은 대부분 2011년 12월 대구와 영주 학생 자살 사건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파악된 것이라는 점이다. 위 사건

이후 급증하고 있는 소년부 송치사건을 보면, 보호소년들의 가정 환경 등이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있으므로 계속적인 실태조사와 통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신체적·정신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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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가 7가지였다. 



가. 병들어 있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년들이 많다. 가정의 불화나 해체로 보살

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 음주, 외박, 가출, 성매매 등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무절

제한 생활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애정결핍 등으로 인한 폭식(暴食)으로 비만에 걸린 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멈추어 버

린 듯한 소년들도 있다. 소년들 중에는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9)에 위탁된 이후 센터

운영자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키가 쑥 자라고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소년들이 많다. 

또 결핵이나 성병을 앓고 있는 소년들도 꽤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어 가서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결핵에 걸린 것이나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토바이 무

면허 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으로

건강을 잃은 소년들도 있다. 

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년들도 의외로 많다. 소년들 중에는 게임, 인터넷, 니스 중

독에 걸린 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소년은 니스를 흡입한 후 옥상에서 투신자살하기도 하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년들도 많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로 고생하는 소

년들도 많다. ADHD 증세의 소년들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는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그 숫자

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소년들 중에는 도벽(盜癖)을 치료해야 할 수준에 있는 소년들이

많다. 경계선상의 지적 능력을 가진 소년들도 상당수 존재하는가 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들

도 꽤 있다. 치료해야 할 도벽을 가진 소년들,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들은 대체로 가난 때문

에 절도를 반복한다. 치료해야 할 정도의 절도 습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

년이 도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과 사회가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 경험상

도벽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고, 부족한 지적 능력과 지적장애는 개선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함에 있어 이 부류의 소년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기가 가장 어렵다. 일

반적인 소년들이 아니라서 청소년회복센터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래서 소년원이나 의

료소년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기간을 마치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재비행을 저지

른다. 이 부류의 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나. 성격적·행동적 장애가 많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정신병까지는 아닐지라도 성격적 장애를 가진 소년들이 많다. 특히, 충동

조절능력이 부족하다. 소년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비행소년들의 성행이 몇 년 전에 비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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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 등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특정한 일과 관련해서는 편집증적이라고 할 정도로 집착하는 소년들이 있

다. 목숨을 걸고 오토바이 폭주를 즐기는 소년들, 밤새 길거리를 배회하며 비행을 저지르는 소

년들, 음란물을 탐닉하는 소년들, 물건을 보기만 하면 훔치지 않을 수 없는 소년들 등 각양각색

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재미가 없거나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보이지 않는다. 잠시 관심을 보

였다가도 이내 딴청을 피우고 만다. 무언가를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 유익한 정보를 배우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은 힘들고 지겹다는 이유로 제대로 할 생각

을 하지 않는다. 차라리 차량털이를 하여 돈을 마련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다. 찰나의 쾌락을

잘 이겨 낼 수가 없다. 자립의 기반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 소년들을 실제 현장에 투입시켜 기

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어느 후원자는 소년들이 지각을 예사로 하고, 사전 예

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으며, 심지어 현장에서 공구를 든 채 졸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는 자신도 어렵게 성공하였는데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두른다.  

더 나아가 무기력증이라고 할 정도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소년들도 있다. 특별히 흥미를 가지

며 집착하는 일도 없다. 그냥 그날그날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 질병, 가난, 소외감에 짓눌려 인

생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절망감만 키워나간다. 아니 절망감조차도 못

느끼는 소년들도 있다.

게다가 보호소년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보통의 소년들에 비

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를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정신여자정보산업

학교(안양소년원) 소녀들 중 잘사는 사람을 보면 적개심을 느낀다고 대답한 소녀들이 34.1%

에 이른다고 한다.

다. 관계능력이 부족하다.
관계능력은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관계능력이 또래에 비해 미

달되거나 문제가 있는 소년들이 많다. 이는 보호소년들은 일반 소년들보다 정상적인 관계능력

을 함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가족의 해체나 가족 내부의 불화

를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많아 그들이 주로 관계하는 사

람들은 비행성 있는 소년들이기 때문이다. 

관계능력을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끝맺음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척도는 자기조절능력

과 관리능력이라고 할 것이다. 관계능력에 문제를 보인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행성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이

나 분노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이는 관계를 폭력적으로 다루려는 성향을 띠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소한 문제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소년들이 많은데, 이도 결국 충동이나 분조조절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관계능력을 제대로 함양하지 못한 보호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어렵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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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도 견뎌내지 못하여 일터나 조직에서 오래 버텨내지 못하는 성격상의 문제점을 가진 소

년들이 있는가 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는 소년도 있다. 또 보호소년들은 비행 이후 사태

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적합한 판단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이끌려 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2. 학업 상태 등 - 상습적 가출, 학업 중단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들, 특히 재비행을 저지른 소년들 중에는 가출을 경험한 소년들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일시 중단하였다가 학교로 복귀한 소년들의 비

율도 상당히 높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일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가출과 학업의 중단은 소년들을

비행의 세계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기학생’이란 과거에는 위험행동 혹은 문제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에

는 위기학생이란 위험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는 요인’(자존심, 또래의 지지, 학

교에 대한 흥미 등)이 없고 위험요인이 높은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23.9%인 1,779,871명이 위기학

생에 해당하고, 그 중 4.5%인 335,122명이 고위기학생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한 학급당 위

기학생은 5~6명, 고위기학생은 1명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

준이다. 

학업 중단의 이유는, 적성 등에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행 등

으로 전학을 권고 받았으나 새로운 학교를 찾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비행 등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복귀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그는 또래보다 나이가 많

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비행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학교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심지

어 비행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반대로 복학생 중에는 나이 등의 문제로 복귀한 학

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많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중 가출·중퇴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7

만 명에 달하고, 그 중 학업 중퇴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경남

3,000여명, 부산 3,700여명, 서울 12,000여명 등). 만약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졸학력

이 없는 많은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로 배출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

차별, 양극화 등 이들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해져 갈 것이다.

시간이 빠듯하다. 학업 중단 학생들과 복학생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 가정 환경 - 결손가정 및 저소득·빈곤층의 가정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들의 가정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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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정10) 이 46.54%에 달한다. 그리고 사건처리 경험상 비결손가정의 경우 적어도 50% 이상

의 가정이 저소득·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면 보호소년의 약 70%이

상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빈곤층 가정의 소년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체 소년들 중 재비행을 저지르는 보호소년들의 가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56.7%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결손가정 중 저소득·빈곤층의 가정의 비율을 고려하면 최저로 잡

는다고 하여도 재비행 소년의 약 70%이상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빈곤층 가정의 소년들이라

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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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① 보호소년의 부모 중 일방이나 쌍방이 없는 가정(부모가 사망한 경우, 보호소년이 고아인 경우 등) ② 보호소년의
부모가 이혼한 가정(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경우는 제외, 재혼한 경우는 포함) ③ 보호소년의 부모가 법률상으로는 부
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고 있는 가정 ④ 보호소년의 부모 중 일방이나 쌍방이 정신
병, 알콜중독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 있는 가정을 ‘결손가정’으로 분류하였고, 그 이외의 가정을 ‘비결손가정’으
로 분류하였다.

11) 보호소년수에는 종국처분이 내려진 사건(보호처분변경신청 사건은 제외) 중 가정환경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
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호소년의 불출석 등으로 가정환경이 조사되지 않은 소년은 제외하였음.

12) 재비행보호소년수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비행을 저질러(한 사건에 수건의 비
행이 경합된 경우는 재비행보호소년수에서 제외)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가정환경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호소년의 불출석 등으로 가정환경이 조사되지 않은 소년은 제외하
였음.

분 류 보호소년수(명)11) 비율(%)

결손가정 660 46.54

비결손가정 758 53.46

합계 1,418 100

전체 보호소년 가정현황
기간 : 2010년 3월 8일 ~ 2011년 3월 7일

분 류 재비행보호소년수(명)12) 비율(%)

결손가정 540 56.78

비결손가정 411 43.22

합계 951 100

재비행 보호소년 가정현황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이상과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특히 재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들 중

에서 결손가정 내지 저소득·빈곤층 가정 출신 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사회환경 - 유해하다.

유해한 사회환경은 가정의 불화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소년들의 비행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든다. 소년들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을 무시한다.

주점, 여관, 모텔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 그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어른들이 있

다. 어떤 어른들은 소년들의 말만 믿고 주민등록증을 보지도 않고 출입을 허용하기도 한다. 19

세 미만의 여성들을 접대부나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주점이나 ‘티켓다방’도 있다. 이른바 ‘보도

방’은 미성년자들이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일하는 것을 알선한다. 찜질방은 성적으로 미숙한 소

년들에게 유혹거리를 제공한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찜질방에 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 어느 보호소년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여 집을 정리한 뒤 소년에게 돈을 주며 찜질방에

서 생활하라고 하였는데, 결국 그 소년은 돈이 떨어지자 찜질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결국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술과 담배 등 청소년들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파는 어른들도 있다. 어떤 어른들은 청

소년들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판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니

스는 가격이 매우 싸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흡입을

위해 니스를 구입한다. 왜 니스를 구입하는지 물어보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피자집이나 치킨집에서는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뒤 배달

을 시킨다. 피자나 치킨을 배달하는 청소년들은 오토바이 운전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라 곡예운

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운전면허가 없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물

건배달을 위해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에게 오토바이로 물건 배달을 맡긴 아버지도 있었다. 그 소

년은 배달 중 4번 사고를 일으켜 1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3건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운전으로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잦다.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

로 소년보호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운전을 하다 사망한 소년도 있었다.

둘째, 술을 강권(强勸)한다. 

성인들의 음주문화가 영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로 인해 청소년들에게도 음주 강요 문화, 폭탄주 문화가 꽤 널리 퍼져 있고, 이를 이용한 성범죄

도 빈번하다.   

셋째, 폭력이 묵인 내지 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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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폭력을 낳는다고 했는데, 가정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폭력적인 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증오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들은 폭력에 대한 증오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의 가

해자로 변해간다. 

드라마, 영화, 오락방송 등에서는 욕설과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거나 심지어 묵인 내

지 미화까지 한다. 우리가 늘 비교하는 일본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든 우리만의 드라마문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욱 하는 성격이 있다’는 표현이 있다. 보호소년들 중

에도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소년들도 많다. 이 표현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남성적 폭력’일 것이다.    

넷째, 음란하다.

심야가 되면 케이블TV에서는 포르노수준의 영화가 방영되기도 한다. 소년들은 인터넷을 통

해 무한정의 음란물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소년들은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음란물을 게시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란물에 접근하는데 스마트폰이 활용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전파된다. 

일부 몰상식한 어른들은 이른바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감행한다.

인터넷사이트의 ‘조건만남’은 미성년자들의 성매매행위(일명 ‘원조교제’)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

실이다. 그런데 범행이 발각되면 모두들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발뺌을 한다. 

가정에서의 성폭력도 위험한 수준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가족들한테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

다. 심지어 부, 조부, 오빠들한테 동시에 성폭행을 당한 소녀도 보았다. 두 딸과 수년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며 임신까지 시킨 사실이 있는 어떤 아버지는 성관계가 딸들의 자발적인 동의 아

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항변하기도 하였다. 섬마을에 사는 관계로 놀 친구가 없었던 여자 아이가

친오빠 및 오빠 친구와 함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오빠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친

오빠와 오빠 친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다. 

이상의 것들은 세상에 알려진 것들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접했을 때 비행성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조하거나 더 나아가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우리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Ⅳ.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 필요성, 제도적 근거

1.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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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받도록 예정된 소년들



가.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13) 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청소

년회복센터라는 명칭은 가정위탁을 통해 비행소년의 정신심리상태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도

모한다는 취지에서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청소년회복센터의 성격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의

제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생활가정’14)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혈연관계가 없이 가정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므로 ‘대안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의제된

공동생활가정이 형성되므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소년의 처벌보다는 소년법의 목적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주안점을

둔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이다.

나. 청소년회복센터의 필요성
청소년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중에는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소년들의 비

율이 매우 높고, 이들의 재비행률도 매우 높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때문에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가 꺼려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들을 소년원에 송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소년원과 같이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시설은 사춘

기에 있는 소년들의 마음의 상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기를 기회도

잃게 만들 수도 있어, 정신심리 및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소년원은 외국과는 달리 소년들에게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게다가 소

년원에서는 야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들끼리만 생활하게 하는데, 이는 소년의 교정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저녁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가정교육은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바로 가정에서의 저녁시간

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 본다. 마찬가지로 소년원이 제대로 된 재활 교육을

시키려면 야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2박3일간 소년원을 체험한 기자의 보고를 통해 소년원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엿볼 수 있다.

기자는 소년원을 체험하고 자신이 느낀 바를 “소년원, 그곳은 감옥일 뿐이었다. 재활보다는 감시 위주”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다음, 덧붙여 “CCTV로 24시간 감시가 계속되었다. 조금만 누워도 경고방송이 흘러 나왔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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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생활가정이란‘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보통 그룹홈이라고 한다.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하루 한, 두 시간 운동할 때가 전부였을 뿐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했다”라고 한다.  

이러한 소년원에 한창의 사춘기에 있는 소년을 송치할 경우 재원 기간 동안은 재비행은 막을

수 있으나 집단적이고15)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들이 입게 될 정신적, 심리적 상처와 소년원 생활

중의 부정적인 경험들(예를 들어, 다른 소년으로부터 배우게 될 범행 기법 등)로 인하여 출원

이후의 비행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년원 출신자들의 성인범 전이 비율이 67%나 된다

는 것과 2011년도에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76%가 재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소년원에 무턱대고 송치하

기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가정이 없거나, 가정이 있더라도 그 보호력이 미약하여 재비행이 강하게 예측되는 소년들 중

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만 해 준다면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 소년들이 꽤 있다. 그러한 보호 조치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년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거나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를 마련해 주

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재비행의 예방에 있어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소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인데, 소년의 상처 치유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이

기 때문이다.

‘폐쇄적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부모와 가

족을 대신하여 소년들을 보호해 줄 장치’,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청소년회복센터가 지향

하는 모습이다. 

2.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적 근거 :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 다시 말해 ‘1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

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말한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를 ‘위탁보호위원(委託保護委員)’16) 이라고 한

다. 그 중에는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하는 ‘신병불인수(身柄不引受) 위탁보호

위원’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하는 ‘신병인수(身柄引受) 위탁보호위원’으로 구분된다.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는 ‘신병인

수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소년들을 위탁받는다.

Ⅴ. 청소년회복센터의 설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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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5월 소년원 한 방의 평균 수용인원은 10~11명이라고 한다, 7, 8명이 공동생활하는 곳도
있고 수용인원이 15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선진국 소년원은 1인 1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한 방에 수감되는 소년범이 3, 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16) 종전 명칭은‘소년자원보호자(少年自願保護者)’이고, 2012년 3월 명칭이 변경되었다.



1. 청소년회복센터의 착안

2010년 2월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2008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위

탁보호위원이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과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함에 있어 신병인수위탁위원 제도를 많이 활용해 보

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근무할 당시의 경험이 큰 작용을 하였다.

필자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지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

지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담당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가사사건이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근무하는 동안 조춘자 위탁보호위원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행적은 필자에게 큰 영

향을 끼쳤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조 위원은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제도가 도입되기 오래 전부

터 자비(自費)로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의 봉사와 헌신은 많은 소년

들을 재비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었다.

2. 청소년회복센터의 발굴

2010년 2월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1호처분 집행기관인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으로 ‘하라단기

청소년쉼터’(하라쉼터), ‘마야청소년쉼터’(마야쉼터), ‘통영한울타리쉼터’(한울타리쉼터)가 지

정되어 있었고, 6호처분 집행기관으로는 소년을 수탁하는 동해청소년학교가 지정되어 있었다.

소녀를 수탁하는 6호처분 집행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2010년 4월경 집행기관 방문기간에 각 쉼터와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동해청소년학교를 방

문하였다. 방문을 통해 얻은 결과 및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출한 소녀들을 위한 쉼터인 한울타리쉼터는 비행소녀들을 관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

다고 판단되어 이후로는 소녀들을 위탁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소녀를 위탁할 기관이 없

어졌다.  

다음으로, 하라쉼터와 마야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기 전에는 보호소년들을 위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

가출청소년과 법원에서 위탁되는 보호소년은 쉼터에 머무르게 된 과정과 기간 등에 차이가 있

어 서로 이질감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은 감호상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보호소년을 위탁할 곳이 이 두 쉼터뿐이었고, 소년을 받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기에 결원이 생기는 대로 소년들을 위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한 일은 소년보호사건 및 보호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

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택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라고는 소년보호사건 관계자들로 하여금

소년법정을 방청토록 하여 직접 보호소년들의 애환을 체감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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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위탁보호위원 등에게 소년법정을 참관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재판이 마치면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법정을 참관한 분들에게 보호소년들이 처한 형편을 설명하면서 소년들의 재비행을 막

기 위해서는 대안 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소년법정에서의 충

격과 필자의 열정에 공감을 하였는지, 그 분들은 창원지방법원 소년법정의 이야기들을 주위 사

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협의회의 소개로 ‘이레청소년회복센터’(이레센터 ; 센

터장 이상오)를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하고, 마산에 소재한 ‘로뎀의 집’(관장 조정혜)

을 6호처분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두 곳 모두 소녀를 수탁하는 기관이라 소녀들을 위

탁할 기관을 찾고 있던 필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로써 보호소년들을 수탁하는 기관은 모두

모두 5곳(소년수탁기관 3곳, 소녀수탁기관 2곳)이 되었고, 이들이 보호소년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2010년 8월경 6호처분 집행기관인 동해청소년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실관계

를 조사하던 중 필자가 예상했던 바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리하여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지정을 취소하였다. 사정이 그렇게 되니 소년들을

위탁할 곳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레센터장의 소개로 2010년 10월 28일에

‘샬롬청소년센터’(샬롬센터 ; 센터장 유수천)를 개소하게 되었고, 이는 뜻밖의 희소식이었다. 샬

롬센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법형 그룹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사법형 그룹홈의 발굴을 위해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 결과 소년을 수탁하는 ‘자

운영청소년센터’(자운영센터 ; 경남 의령, 2011년 2월 개소, 센터장 조경숙), ‘열린청소년쉼

터’(열린센터 ; 부산 명지, 2011년 4월 개소, 센터장 김영식), ‘소망청소년회복센터’(소망센터

; 창원시 마산 합포구, 2011년 6월 개소, 센터장 박현숙)와 소녀를 수탁하는 ‘성산청소년회복

센터’(성산센터 ; 경남 거제, 2012년 3월 개소, 센터장 조월선)를 추가로 신병인수위탁보호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 한편, 부산에도 사법형 그룹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소년을 수

탁하는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어울림센터 ; 부산, 2011년 5월 개소, 센터장 이경우), 두드림

청소년회복센터(두드림센터 ; 2012년 9월 개소, 센터장 양동헌)가 부산가정법원에서 1호처분

기관인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되게 하였다.17)

2012년 현재 창원지방법원이 위촉 내지 지정한 보호소년 수탁기관은 소년원을 제외하고, 1

호처분 집행기관으로서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인 샬롬센터, 소망센터, 열린센터, 자운영센터,

성산센터, 하라쉼터, 마야쉼터가 있고, 6호처분 집행기관으로는 로뎀의 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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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재 창원지방법원 소속 청소년회복센터는 5곳이고 부산가정법원 소속 청소년회복센터는 4곳이다. 그런데 열린센터
는 부산가정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위탁되는 보호소년들을 모두 감호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산경남의 청소년회복
센터는 모두 8곳이다.



3. 청소년회복센터의 활용과 지지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원 등과 같이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시설에의 위탁을 통해 소년을 교정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교정을 꾀하면서도 소년을 무방비 상

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자들은 소년들을 그냥 방

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 24시간 소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그들의 건전한 성장

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소년의 정신심리 및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 다시 말해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의 회복과 지속적 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보호처분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행성

초기의 소년들 중 결손가정이나 부모의 보호력이 약한 소년들을 중심으로 회복센터에 위탁하였

다. 일부 소년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을 별다른 말

썽 없이 잘 채우고 있고, 어떤 소년들은 자발적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하여 머물기도 한다. 더구

나, 돌아갈 집이 없어 위탁기간인 1년이 지나서도 계속 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소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소망센터, 샬롬센터, 열린센터, 자운영센터, 성산센터는 2012년 8월 31일 현재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에서 지급하는 교육비와 자원봉사

자들의 후원금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운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준다는 생각

으로 회복센터를 자주 방문하였다. 위탁된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보호처분 변경권을 가진 판사

가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센터를 자주 방문하면 할수록 센터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년들과 친해졌고, 그들과의 에피소드들을 엮어 만

든 것이 소책자로 배포된 ‘청소년회복센터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Ⅵ. 청소년회복센터의 기능과 운영상 중점 사항

1. 청소년회복센터의 기능

가. 대리부모와 가족으로서의 역할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회복센터 운영자들은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유전적인 조건을 관찰하고, 가정환경과

교우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의 조정을 시도(특히, 전학이나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

는 등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자들은 보호소년들의 부모가 되고, 보호소년들은 그들의 자녀가 되어

혈연관계가 전혀 없지만 가족을 형성한다. 이들 센터에서는 보호소년들한테서 ‘엄마’라고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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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분들이 존재한다. 센터장이나 그 부인, 지도 선생님 등 다양한 분들이 엄마의 역할을 맡는

다. 이들은 친모 이상으로 ‘엄마’나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

하게도 ‘아빠’나 ‘아버지’로 호칭되는 분들은 별로 없다. 소년들은 엄마라는 말은 쉽게 해도 아빠

라는 말은 그러지 못한다. 왜 그런지는 짐작은 되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나. 상담자 및 상처치유자

청소년회복센터는 비행청소년의 심성 회복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소년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개인적으로 지닌 문제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소년들은 성장기에 부모나 사회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하여 자신들의 내면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이 지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고 긍정적인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해야 하는데, 회복센

터는 소년들에게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사회화의 장 - 관계능력의 함양

인생의 성패는 결국 ‘사회성’이라고도 하는 ‘관계능력’에 달려 있다. 관계능력의 기초를 제대

로 닦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호소년들의 관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보호소년들의 건전

한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은 관계능력의 함양이라고 할 것이다. 야생아와 피학

대아의 예에서 보듯이 비행소년들의 경우도 관계능력 함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

른다.18) 가족을 회복시켜주거나 대안 가정이라도 만들어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기회라도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장차 사회의 부담이 적어진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건전

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부모나 사회와의 갈등이 심한 소년들에게

부모와 화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회복센터는 그들

에게 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은 해체된 가정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복센터가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 폐쇄적이고 운영자의 이념이나 사상

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센터는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센터의 개방에 있어

서는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시로 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신뢰관계를 쌓아 나

가는 동안 비행소년들은 부지불식간에 좋은 습관과 태도를 배우게 된다. 한 두 명의 어른들로는

에너지가 넘치는 비행소년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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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극단적인 예가 있다. 드물긴 하지만 야생에서 동물들에 의해 양육되었던 아이들이 발견되거나, 끔찍한 학대를 받아
몇 년 동안 벽장에 갇혀 산 아이들도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어능력이 계발되지 않고 영구
적인 발육장애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과 관계를 맺지 못해 관계능력이 계발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소년들이 회복센터에 위탁된 것은 비행

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운영자들의 센터의 운영

원칙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에 휘말

려 운영자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복센터가 개방되는 데 대해 ‘낙인화이론’을 들며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센터에 위탁하는 소년들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비행성이 초기단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개방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비행이 사회에서 관용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의 장

청소년회복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노블리스 오블

리주’의 실천을 통해 빈부간의 위화감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소년들에 대한 인

적·물적 지원은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려 그들로 하여금 건전

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된 ‘묻지마 범죄’

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지도 모른다.

아직 회복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가 ‘복지의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짤 때까지는 센터가 빈곳을 메우고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운영자들도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운영자들이 보호소년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지만, 봉사자라는 지명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동

안 보호소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게 되는 일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상 중점 사항 :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의 회복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나 가족이 없는 소년들에게 ‘가정과 가족’을 제공하

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는다. 일종의 대안 가정이다. 따라서 센터의 운영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면 차라리 인적, 물적 시설이 월등히 뛰어난 복지시설이나 소년원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것이

보호소년들에게 더 유리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법형

그룹홈’이 아니라 ‘관리자와 보호소년이라는 관계만이 존재하는 복지시설’을 지향한다면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정식으로 관련기관의 인가를 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소년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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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센터는 가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인

정받는 것이다. 대충 시설을 마련한 다음, 정작 보호소년에 대한 감호는 운영자 자신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회복센터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시작할 때는 대안 가

정을 표방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가정의 모습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단순한 위탁시설처럼 운영하

면서 소년들을 방치해 온 회복센터에 대해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에서 해촉한 것도 바로 이 때

문이었다. 

회복센터의 운영자들은 소년들의 부모를 대신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소년들의 가족을 대신하

여야 하며, 보호소년들은 서로 형제가 되어야 한다. 센터의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센터의 운영자들은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을 고집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을 막아서

는 안 된다. 소년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기호에 따라 자신을 지

지해 줄 멘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 명의 소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의 센터에 위탁되는 소년들의 수는 열 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상

을 넘어가면 다시 소외되는 소년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소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탁되는 소년들의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본다.

센터를 활용하게 된 근본 동기가 집단적 교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야 한다.

Ⅶ. 청소년회복센터에 관한 전망

1. 청소년회복센터의 성과

가정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없

거나 보호력이 미약한 가정을 대신하는 대안 가정을 지향하므로 가정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소

년의 비행을 예방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작된 제도다. 그런데, 회복

센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재비행에 관한 통계를 보면 그러한 판단이 옳았다

고 본다.

다음 표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샬롬센터에 위탁된 보호소년들 중 위탁현황

표이다. 이 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위탁기간을 만료하였거나 기간 만료 전 이탈한 소

년은 총 27명이다. 이 중 재비행을 한 소년은 5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5%에 불

과하다.

둘째, 기간 만료 전 이탈한 소년은 6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2%이다. 이들 중 2

명이 재비행을 하였고, 그 비율은 33.3%이다.

셋째, 6개월의 위탁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친 소년은 21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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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이다. 이들 중 3명이 재비행을 하였고, 그 비율은 14.9%다.

결손가정의 소년들의 재비행률이 57%에 달하는 점, 2011년도에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소

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76%가 재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대단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대안 가정을 지향하는 사법형 그룹홈이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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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센터 위탁 현황
기간 : 2010년 11월 ~ 2012년 7월

순번 이름 / 처분일 6개월 만료 6개월 만료 전 이탈 재비행 비    고
1 박○○ / 2010.11.1. ○
2 예○○ / 2011.5.16. ○
3 장○○ / 2010.11.1. ○ ○
4 서○○ / 2010.11.1. ○ 6개월 연장
5 박○○ / 2010.11.1. ○
6 최○○ / 2010.11.22. ○ ○
7 노○○ / 2010.11.22. ○
8 최○○ / 2010.11.22. ○
9 박○○ / 2010.12.13. ○
10 김○○ / 2010.12.13. ○
11 민○○ / 2011.1.10. ○
12 강○○ / 2011.1.31. ○ 6개월 연장
13 김○○ / 2011.2.21. ○ 6개월 연장
14 김○○ / 2011.2.21. ○ ○
15 김○○ / 2011.4.4. ○ 10호처분
16 김○○ / 2011.4.4. ○ 6개월 연장
17 서○○ / 2011.5.16. ○ 6개월 연장
18 정○○ / 2011.5.30. ○
19 김○○ / 2012.6.4. ○ ○ 6개월 연장
20 박○○ / 2011.10.10. ○ 6개월 연장
21 임○○ / 2011.10.17. ○ 6개월 연장
22 이○○ / 2011.10.31. ○ ○
23 곽○○ / 2011.11.7. ○ 6개월 연장
24 정○○ / 2011.12.5. ○ 6개월 연장
25 조○○ / 2011.12.26. ○ 6개월 연장
26 조○○ / 2011.12.26. ○ 6개월 연장
27 박○○ / 2012.1.16. ○ 6개월 연장 



2. 청소년회복센터와 위탁가정제도

한국은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 압축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는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가정해체는 그러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가정해체는 곧

요보호아동청소년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19)

성장 중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과 관계능력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

이기 때문에 요보호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위탁시설’보다는 ‘위탁가정’이 효과

적이다.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설위탁보호’에서 좀 더 발전된 모델이 ‘가정위

탁보호’이며, 실제로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아동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

요한 대리보호의 형태로 가정위탁보호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2003년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아동복지법상의 ‘위탁가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내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청소년회복센터는 아동복지법상의 위탁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소년까

지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 특히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

호하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는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이 보호소년의 비행성에 물들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염려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

선의 방법은 보호소년만을 위한 위탁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바로 그러한 취

지로 시작된 것이다.

3.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적 수용을 바라며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지금까지의 통계만으로도 청소년회복센터는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 회복센터는 아동복지법상의 위탁가정제도를 보완

내지 확대할 수 있는 기능도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보호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회

복센터를 확산시킬 필요성은 충분하다. 회복센터가 확산된다면 더 많은 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회복센터의 확산을 위해 요청되는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회복센터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소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도

호의적이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지급되는 교육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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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사회는 경제개발기의 대가족붕괴로 핵가족화 되었다가, IMF사태가 터진 1997년 무렵부터 핵가족마저 붕괴됨으
로 인해 가정해체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1인가족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35
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는 가족 구성 비율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25.3%로 집계됐다. 



유일한 공적 지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최장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사법부의

지원도 끊긴다. 실제로 위탁기간이 끝나고서도 청소년회복센터에 계속 남아 있는 소년들이 꽤

많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립관의 제공 등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 강기일 창원시의회 의원의 도움을 받아 2012년 1월 30일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발

효되었으므로 창원시내에 있는 회복센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다. 이 조례가 시발점이 되어 회복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회복센터에 위탁되는 보호소년에 대한 친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영국, 미국, 캐나다는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 중독 등 심각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고, 아동을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에 위탁한다.20)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실시된 지 2012년 들어 9년째가 되고 있지만, 친권상실선

고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 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아동들을 보살핌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밖

에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되기라도 한다면 위탁가정의 보호자로서는 속수무책이다. 휴대전화조차도 개통할

수 없다. 이는 회복센터 운영자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다. 위탁가정이나 회복센터로 하여금

위탁아동이나 보호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하려면 친권상실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친권상실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 내지 그룹홈이 광범위하게 정착

되어 있을 것이 선결조건이다. 친권을 박탈한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해 줄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친권상실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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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별지 기사 참조. 별지 기사는 학대 아동의 기구한 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자국 아동이 아닌 타
국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영국 사회의 의지와 타국 아동마저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위
탁가정이 보편화되어 있는 영국 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를
조사하여 소년의 보호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권을 박탈하고 소년을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에 위탁시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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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선원법은 해상근로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육상근로관계와는 별도로 해상근로 관계를 규

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현재 그 제정으로부터 50여 년이 경과했다. 이렇게 오래 세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확립된 법원의 선례나 유권해

석이 충분하지 않아 그에 관하여 소송 내, 외에서 해석상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선원법의 제정 및 개정의 과정에서 일본 선원법을 심각한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반영

해왔다는 점과 법 적용을 하는 법원을 포함하여 실무가들 역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선원법의 재해보상에 있어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

하여 합리적인 결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냄에 있어서는 선원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재해보상책임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과는 달리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도출된 합리적 결론을 법개

정으로 선원법에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승무 중 직무외 원인에 의한 보상, 행방불명급여, 일시보상,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선원노동위원회 

[영문초록]

임방조 변호사

선원재해보상 관련 소송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It has been around 50 years since the Seafarers Act was enacted.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sharp conflicts in and out of legal proceedings as court precedent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has not be firmly established on the accident com-

pensation based on the Seafarers Act. These conflicts are caused by uncritical ac-

ceptance of Japanese Seafarers Act in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Seafarers Act, and by the lack of critical minds of people including judge who actually

have applied the Seafarers Act. Thus, it is necessary to debate and make a rational

conclusion on the issues that are practically problematic regarding the accident

compensation under the Seafarers Act. In drawing a rational conclusion, together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ccident compen-

sation that ship owners should bear under the Seafarers Act is a liability without

faul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a civil liability for damages. Ultimately, the Sea-

farers Act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rationally drawn conclusion.

[Key Words]

Accident compensation due to a cause not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while working aboard a ship; Missing compensation; Lump-sum compensa-

tion; Limitation on the coverage of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Seafarer Labor Relations Commission  

I. 서 론

선원법은 선원 근로의 대부분이 해상 혹은 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 근로의 제공이 장기

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 등 해상근로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육상근로와는 별개로 해상근로관

계만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1962. 1. 10. 법률 제963호로 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치

면서 현재까지 50여 년 동안 해상 근로관계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가장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실제로도 소송화되고 있는 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는 50여 년 역사에 비추어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원의 판결 및 유권해석이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송대리인 사이의 주장은 첨예한 반면 그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고, 법원

조차도 같은 이유로 판결에 의한 사건 종결보다는 조정에 의한 종결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원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에는 직무상 원인에 의한 재해에 대한 것(이하 “직무상 보

상”)과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재해에 대한 것(이하 “직무외 보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직

무상 보상의 경우는 직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것이라는 직무관련성을 핵심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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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하는데, 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육상근로에 관한 근로기준

법 혹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차용하여 해결하고 있기 때

문에1) 실제 법률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는 영역은 직무 외 보상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무 외 보상을 포함하여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있어 소송상 쟁점화된 사항

들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소송실무에 참고할만한 합리적인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선원법상 재해보상 관련하여 필자가 소송실무에서 접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 핵심적 내용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겠다.

II. 유족보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사망의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1. 법규정과 쟁점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

한다)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

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하여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재선원의 유족이 선박소유자에게 유족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① 승

무 중에 ② 직무 외의 원인으로 ③ 사망할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승무 중’이

라는 시간적 범위에 발생되어야 하는지, 특히 위 법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에서 말하는 요양기간 내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하는지에 대

하여 견해 의 대립이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335

선원재해보상 관련 소송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1) 근로기준법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
여, 양자는 행위주체가 근로자인지 선원인지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는 견해(동일설- 김성환, “선원재해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24-25쪽)와 직무상 재해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
법의 고유한 개념으로 업무상 재해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견해(권창영,“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35집),
2002, 653쪽)가 대립된다. 한편, 대법원은 1999. 9. 17. 선고 99다24386호 판결에서“망인이 휴무기간 중 갈 곳이 없어
서 승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선기간은 사무가 아닌 '승무 중' 이라고 보아야 하고, 휴무기간 중 하선하였다가 휴
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로 복귀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이를 두고 대법원이 동일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권창영, 위 논문, 650쪽). 



2. 견해의 대립 및 법원의 입장 

이와 관련하여 승무 중이라는 시간적 요건이 직무 외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승무 중에 직

무 외의 원인만 존재하면 된다는 견해(원인제한설), 재해의 발생시기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승

무 중에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견해(결과제한설), 재해의 원인과 재해라는 결과

가 승무 중에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원인, 결과 공동제한설) 및 재해의 원인과 재해라는 결과

중 어느 하나만 존재하면 족하다는 견해(원인, 결과 선택적 제한설)의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2)

국내에서는 ①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하나만을 제한하거나 혹은 양자를 모두 제한하게 되면 직

무 외 재해보상 범위가 좁아져 선원과 그 유족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② 질병의 발현 혹은 질

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질병 자체의 발견 내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장기간 소요

되는 경우가 많아 우연한 질병의 발견시기나 원인 파악의 시기 또는 재해의 결과발생시점에 따

라 직무 외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③선원재해보상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

을 가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인, 결과 선택적 제한설이 유력한 입장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는 없고 다만 하급심 판결들은 원인이 승무 중에 발생되

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사망이 승무 중에 발생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

과제한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3)

3. 검토 

필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 선원법이 결과제한설에 입각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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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내용은 김동인, 선원법(제2판), 법률문화원, 2007, 570쪽 및 권창영, “선원법 제90조의 유족보상청구권의 성
립요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노동법 연구(2002하반기 제1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506쪽
각 참조

3) 이에 대한 하급심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방법원 1995. 12. 15. 선고 94가합4830 : “나아가 위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선원의 사망
이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유족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사망이 승무 중 발생하였
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승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
족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1가합61161 :  “선원법 제90조 제2항이 ‘승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의무를 지는 3개월의 범위 내의 요양기간만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직장암 치료를 위하여 하선하여 요양을 시작한 2000. 10.경부터 약 11
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1. 9. 15.경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선원법 소정의 ‘승무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2001. 7. 24. 선고 2001가합5534, 5541(병합)  : “특히 망인의 사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상 사
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선박의 승무 중 또는 3월 이내의 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선원법
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선원법 제9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가합2850 :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승무 중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점인 2003. 9. 4.로부터 3개월의 요양기간이 개시된다고 하더라
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3. 12. 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원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
금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 직무 외 재해에 대한 보상의 인정 취지

육상근로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직무 외 보상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상에 계

속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위험이 내재하는 ‘바다’라는 장소에 항시 노출된다는 점, 육상

근로와는 달리 당직 수행 등 야간근무, 시간외 근무가 본질적으로 내재한다는 점 등 육상근로와

는 구별되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다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이유로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이 육상근로자들에 비하여 확장

되었다고 하여도 그 보상을 받게 되는 대상 혹은 범위를 동일한 근거나 맥락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입법적 혹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선에서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

히 직무 혹은 승선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오로지 피재선원의 유전적 기질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에 대하여도 선박소유자가 오로지 사용자라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직무 외 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떠 올리면 그러한 제한과 한정의 필요성은 쉽게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무 외 재해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발생된 것이지만 장소적 혹은 시간적으로 선박소유자

의 관리 범위인 ‘승무 중’에 포섭되어 있다는 사정에 착안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

책임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 대상 혹은 범위는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는 달리 취

급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은 선원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 및 제90조

제2항에서의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선원법에 반영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견해들 중 국내의 유력한 입장(원인, 결과 선택적 제한설)은 하급심 판결의 입

장인 결과제한설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의 부상을 당한 갑과 을이 있는데, 요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갑은 3개월 만료일에 사망하고 요양을 열심히 한 을은 3개월 만료일 다음날에 사망한

경우 갑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을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

하겠지만, 이러한 불합리는 입법자가 보상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선을 그음에서 비롯

된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피재선원이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질병으로 3개월 동안 요양을 받아 더 이상 요양

보상을 받지 못하던 중 2년 정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보면 유력한 견해에

의하여도 법이 요양보상을 3개월로 한정하여 그 이상으로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

해 놓고는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자 유족보상만을 강제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에 귀착됨은 마찬

가지이다. 결국 유력한 견해가 제시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는 것은 선박소유자에게 직무 외 보상

책임을 인정함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불가피한 결과를 내세우며 선원보

호만을 이유로 보상책임을 확장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우리 선원법의 모태가 된 일본 선원법은 우리법상 직무 외 보상에 해당하는 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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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존속 중 직무 외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요양보상은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사망 시 유족보상(정확한 법문상의 표현으로는 유족수당)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4)

(2) 법조항의 연혁에 따른 접근 및 법문언의 문법적 이해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은 선원법 제정 초기부터 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1973. 2. 5. 법률 제246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 때에는 ‘승선 중 사망’이라고 규정

되어 있었고 이는 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개정되면서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정되었다. 결국 승선 중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자구 수정으로 승무 중에 사망의 결과가 아닌 원인만 발생되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직무 외 원인에서 비롯된 사망이라는 결

과가 승무 중에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으로 더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III. 직무 외 원인에 의한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요양보상의 기산시점과 관련하여

1. 법규정 및 쟁점

선원법 제85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乘務) 중(기항지에서의 상륙 기간, 승하

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

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38•제30호 부산법조

논  문

4) 일본 선원법

(療養補償）
第八十九条 ① 船員が職務上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つたときは、船舶所有者は、その負傷又は疾病がなおるまで、その費
用で療養を施し、又は療養に必要な費用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船員が雇入契約存続中職務外で負傷し、又は疾病にかかつたときは、船舶所有者は、三箇月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費用で
療養を施し、又は療養に必要な費用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負傷又は疾病につき船員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の
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遺族手当） 
第九十三条 船員が職務上死亡したときは、船舶所有者は、遅滞なく、国土交通省令の定める遺族に標準報酬の月額の三十六
箇月分に相当する額の遺族手当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船員が職務上の負傷又は疾病に因り死亡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박 소유

자에게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하여 3월의 범위 내의 요양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요양보상 책임기간인 3월은 어느 시점에 개시되는지에 대하

여는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는바, 이는 다

음과 같다. 

2. 견해의 대립 

(1) 하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선원이 승선 중 일시 하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하는 경우 선원

은 그때부터 승선생활이라는 제한된 상황을 벗어나 그 의지로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통상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

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 승선생활 역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하선 후

기간의 경과가 오래될수록 질병의 발병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요

양기간의 기산점은 선원의 하선일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요양이란 질병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진단 등으로 질병의

발생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요양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 있는점, 선원법 제86조가 요양의

범위를 진찰, 병원 진료소 그 밖에 필요한 자택 외 곳에의 수용 등을 예시하고 있는 점, 평균임

금 산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서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선원의 경

우에도 재해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사유발생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

기준법이나 산재법 소정의 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인 점5) 등을 고려하면, 요양

기간의 기산점은 하선일이 아닌 진단일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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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원법 제3조의 제8의 2호에서는“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6) 이철원,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에 관한 일고찰-실무상 몇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해상보험연구 제2호, 해상보험
연구회, 2002, 101쪽



(3) 객관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기산점이라는 견해

피재선원이 객관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선박에 의사가 승선하지 않으면 통상 하선일이 될 것이고 잠재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진단 등으로 질병의 발생이 확정된 날이 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국내의 유력한

견해들이 제시하는 입장이다.7)

3. 검토 

(1) 기존 견해들에 대한 검토 

우선 위 견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하선일로 보는 견해는 하선 시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와 실제 요양을

받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법 문언상 ‘실제 요양을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

하기 때문에 이 견해는 법 문언 혹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견해에

의하면 ‘승무 중 발병하였으나, 선원이 승무 중에는 물론이고 하선 후에도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를 간과하여 하선일로부터 진단 시까지 일정 기간(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결과적으

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일로 보는 견해는, ‘특정 질병에 대하여 수 차례 진찰을 받았으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

거나, 승무 중에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수개월이 경과한 후 진찰을 받아

보니 승무 중 발병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요양보상 항목에는 “진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초 진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결

국 선원은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

론 반대로 앞서 받은 진찰은 당해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제 하에 최종 진단만을 관련성 있는 진

단으로 보아 요양보상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받은 진찰 및 피료도 동일한 질병

과 통증을 이유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 비용을 선원 개인의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한다.

요양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으로 보는 유력한 견해는 요양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이라

는 것은 요양보상청구권의 시효의 기산점이라면 모를까 선원법 제85조 제2항의 직무의 재해에

대한 보상의 기산점에 대한 논의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 사견

선원법 제85조 제2항의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 내에 한한

다)을 지급하여야 하고”라는 문언을 직무 외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요양이 이루어질 경우 그

340•제30호 부산법조

논  문

7) 권창영, 전게 논문, 710쪽.  김동인, 전게서, 578쪽.  藤崎道好, “船員法總論”, 成山堂書店, 1975, 357쪽



비용의 차원에서 선박소유자 부담의 범위를 ‘3월의 범위 내’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법

문언상 3월의 기산은 실제 요양을 받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직무 외 부상 혹은 질병이라는 결과가 승무 중에 발생되었음이 확인되고(결과제한설) 선원법

제128조8) 에서 규정하는 3년이라는 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당해 부상 혹은 질병으로

실제로 요양을 받는 시점부터 3월 동안까지 선박소유자는 그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입장에서도 실제로 요양을 받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구체적으로 ‘피재선원이 특정 질병으로 병원에서 수차례 진찰을 받았고 각

진찰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의 3월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혹은 수차례 진찰에도 병명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최종 진찰에서 병명을 확인되었지만 3월 기간에 임박하였거나 도과된 경우’ 선원법

제86조에서 “진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료에 들어가기도 전에 3월의 기간이 도

과되어 실질적인 진료에 대한 요양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II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법이 직무상 보상과는 별도로 직무 외 보상을 인

정하고는 있지만 그 성격상 그 범위를 입법자가 제한할 수 있고 입법자가 그 권한에 기하여 선

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기간을 3월로 한정해 놓음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본다

면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IV. 직무 외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면책요건과 관련하여

1. 법규정 및 쟁점 

선원법 제85조 제3항은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요양보상)에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

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원법 제

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

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 임금의 1천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책임을 면

할 수 있는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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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원법 제128조 (시효의 특칙)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구체적으로 선박소유자는 재해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

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직무 외 재해에 대한 요양

보상 혹은 유족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요건인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피기로 한다.  

2. 검토 

(1)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 

선원노동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특별노동위원회로서9) 일반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다(노동위원회법 제6조). 이러한 구성을 보면 그 판단에 있어 어느 정도 균형성을 가질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결론이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측에 유리한 입

장을,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측에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결국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일종의 casting vote를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실질적으로 합의

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익위원의 입장 혹은 의견으로 귀결될 것이고

따라서 합의체라는 성격이 무색하게 되는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10)

(2) 선원 측에 유리하게 편중되는 사실상의 경향 

특히 사망과 관련된 재해보상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당사자로 선원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눈

물로 호소한다거나 유족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선원노동

위원회가 재해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원 측에 유리한 결론

을 내리는 경향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위

원회의 인정절차를 거지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선박소유자가 선원노

동위원회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데에는 선원노동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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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선원노동위원회를 둔다. 
②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소관사무·위원의 위촉 그밖에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지역 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

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공익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10) 물론 실제 선원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사건 심리 시 반드시 사용자측 위원, 근로자측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것
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위원 3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들로서 일반적
인 선원노동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검토함에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보다는 법원이 입증활동에 익숙한 관계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 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 증거방법 모색이 더 용이하다는 측면도 하나의 이유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11)

(3)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우려  

선원노동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고의 내지 중과실 유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경우 법원이

법률적으로는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는 않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의

내지 중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지만, 선원노동위원회가 합의체이고 그 결정은

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어 그 결정에 강한 증거력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률적 측면이라기보다 사실적인 측면에서 법원이 비록 별도의 독자적 심리를 한다고 하여도

선원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실상

구속력으로 인하여 선박소유자로서는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12)

현재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을 받기 위한 절차를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 중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13) 법원에서도 이

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을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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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원노동위원회가 민사소송의 증거신청 등에 익숙하지 않는 관계로 증거수집에 제한이 있고 민
사소송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 등의 경우 통신사에서 선원노동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그 입수가 쉽지 않은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의 방식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그 입
수가 용이하다. 

12)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92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정의 문제에 관한 판단을 법관이 아닌 선원
노동위원회에 유보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 및 법률 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
10443)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면책 요건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 사건 단서 조항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관한 사
실 확정 여부에 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권의 일부를 행정기관인 선원노동위
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첫째, 청구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지도 않았고 둘째, 당해 사건의 법원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
한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위 망인에게 그의 사망에 대한 고
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 인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
도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위 둘째의 이유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위 첫째의 이유에 의하여 면책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
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3) 육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81조(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
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에 따라 사용자가 피용자의
중과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중대과실인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4) 부산고등법원 2005나20446, 20453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부산선원노동위원회에 망인의 사망과 관
련하여 재해보상심사중재를 신청하여 2006. 1. 9. 부산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부산선원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사망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것이라는 인정도 받았으므로, 결국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원법상 유족
보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4) 그런데,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 중재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

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15) 결국 직무 외 보상과 관

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단순히 권고적 성격에 불과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박소유자의 면책 주장 혹은 항변을 배척한다면 법원 자신이 판단해야 할

고의 내지 중과실 여부라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그 판단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더욱이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해보상에 관한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변론에 현출된 내용을 보니 당해 재해가 피재선원의 고

의 내지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을 가지게 된 경우’ 법원은 이 경우에도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이라는 요건이 불비되었음을 이유로 선박소유자에게 재해보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

게 되는데, 이는 선박소유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법원 스스로의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임

은 다언이 불요하다.

특히 '선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지만 선원노동위원회 인정이 없어 선박 소유자에게

재해보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하여 선박소유자가 항소를 제기 한 후 1심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절차를 거쳤으나 선원노동위원회가 면책을 인정하지 않

은 경우’ 항소심 법원이 선원노동위원회의 입장과 상관없이 피재선원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은 자신이

구속되지도 않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절차 유무에 따라 (마땅히 부정되어야 할) 재해 보상

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인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정하게 되는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        

(4) 사견 

피재선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 유무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재

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익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도 있지만 선박소유자

와 피재선원 사이에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어 그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위에

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이라는 것은 법률요건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된다.

결국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원법 제85조 제2항 단서 및 제90조 제2항 단서에 있어 선원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불요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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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동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
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
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
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전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
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V. 선원법상 일시보상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보험급여의 관계

1. 법규정 및 쟁점 

선원법 제89조는 “선박소유자는 제85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

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85조

제1항·제87조 제1항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일시보상

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 책임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원의 요양이 장기화됨으

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한 것16) 으로 근로기준법 제

84조17) 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고 하여 업무상 혹은 공무상 재해

로 다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 및 공무상 질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원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

험급여를 제외시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중 급여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18) 

법문상 ‘업무상’이라고만 하고 있지만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과 이 규정의 취지가 이중지급의 방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원법상의 직무상 보상도 위 규정의

적용범위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고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지만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 피재선원은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 모든 보

부산지방변호사회•345

선원재해보상 관련 소송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16) 이와 함께 선박소유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충분한 요양, 상병, 장해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선원 보호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동인, 전게서 제603쪽 참조).  다만 대법원
1999. 7. 9. 99다7473 판결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소정의 일
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
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하여 그 이후의 요양보상과 휴
업보상은 물론이고 장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재
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근
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어 이 견해에서 제시하는 선원보호의 취지는 간
접적 근거로는 몰라도 직접적인 근거로는 포섭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17)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
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18) 정홍기, 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상을 받은 것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시보상을 받은 피재선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보험급여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시보상

사실을 모르고 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피재선원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19) 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박소유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도 이와 같은 같

은 맥락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검토

(1) 이중이득의 발생 여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실무에서 요양보상은 치료비에, 상병보상과 장해보상은 일실수익에 각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재선원이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

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기지급받은 재해보상금은 위와 같은 항목에 대응하여 공제된

다. 선원법상 일시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피재선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1

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장해보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일시보상액은 요양보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해등급의 ‘1급’ 및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요양보상, 상병보상 및 장

해보상을 모두 아울러 보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시보상금이 그 금액에 있어 적

지 않은 점20), 일시보상으로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된다는 일시보상의

법적 효과를 떠올리면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시보상액이 일시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피재선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상정하면21)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호를

통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이중 급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반면 그와는 반대로 일시보상 이

후 치료가 장기간 이루어지고 또 치료비가 상당히 발생하여 일시보상액을 초과하게 되거나 상

당 기간 치료를 한 후 치료종결이 되었는데, 남는 장해율이 높게 인정되어 금액적인 차원에서

요양보상 혹은 상병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것과 같게 되면 피재선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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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시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모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면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기하여 부당이득 징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 

20) 일시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제1급의 장해등급일수인 1,474일에 일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선원최저임금(월1,163,000원 / 일38,766원)을 기준으로 하면 57,142,066원이 된다. 

21)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 갑판장인 피재선원이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선박소유자
로부터가 일시보상을 받은 후 월3,000,000원의 치료비를 들여 6개월 동안 치료받아 치료종결되면서 7등급의 장해등
급을 받은 경우.  이 경우 2010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갑판장의 월평균임금은 월2,420,000원(일
80,666원)으로 일시보상금은 118,902,666원인 반면 6월간 위 피재선원이 받을 수 있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금은 상
병보상 5,245,800원(통상임금 1,249,000원 X 70% X6월), 요양보상 18,000,000원(3,000,000원X 6월), 장해보상
49,690,256원(80,666원 X 616일분) 도합72,936,056원이다. 



터 보험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게 된다.  

(2) 일시보상의 취지

한편, 선원법상의 일시보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법률적

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보상책임이 피재선원의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치료의 장기화로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보상책임의 지

나친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는 선박소유자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민사상 손

해배상과 달리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도 존재할 것이다. 취지인즉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무과실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형평의 관점에서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함으로써 그 책임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면 선원법상 일시보상은 법 정책적인 산물 혹은 형평성 원칙의 산물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시보상을 통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과 피재선원이 여전히 직무상 재해로 치료(요양)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논의 평면이

다른 문제여서 보험급여 제한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의하여

도 실질적으로 선원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사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원보호 혹은 이중이득방지 중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여 접근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부담스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고 어느 경우이든 문제점

이 지적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 관계로 이에 대하여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을 내

리기보다는 제도적 혹은 입법적 차원에서 조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국적으로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개정방향 혹은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일시보상액 자체가 정책적 혹은 입법적인 판단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이중 이득으로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각 해결방안에도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선박소유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하여 전문적 의료기관을 통하여

일시보상 시점에 향후 치료 종결 시까지 예상되는 치료기간과 그 예상 치료 종결시점의 장해등

급을 각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된 예상상병보상금과 예상장해보상금을 일시보상액에서 공

제하여 그 남은 금액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지급받은 요양보상액으로 간주, 남은 금액과 일시보

상 시점 이후부터 발생되는 치료비 누적분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요양보상액으로 간주되는 남

은 금액을 치료비가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재선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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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시보상 시점에 향후 치료기간이나 장해등급을 추정해보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전제에서 일시보상 당시의 장해등급, 치료비, 상병보상을 구하여 이들의 합계액이 일

시보상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재선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일시보상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장해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장해등급은 등급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을 입법적으로

명기하여 그 기간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획일적으로 일시 보상액의 1/2 내지 1/3 등 일정 범위까지는 국민건강

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22) 

VI. 행방불명보상의 법적 성격

1. 법규정 및 쟁점 

선원법 제92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 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

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방불명보상은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으로 생

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피부양자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23) 등으로 이해 되고 있다. 그런데, 행방불명보상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선박소유자 혹은 그 책임보험자가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때 그 구상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관계로 그 법적 성격의 확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선 소유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어선원들에 대한 선원법에 따른 재해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선원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승선 중이던 어선원이 실종되면 어선원 보험

금으로 유족에게 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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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사 규정. 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3. 「선원법」 제88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23) 김동인, 전게서, 제609쪽
2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제1항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원 등에게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제33조 제1항24) 에 따라 수급권자인 유족들이 상대선박측에 가

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재해보상

(어선원 보험)의 항목들 중 장제비는 일반손해배상에 있어 장례비, 유족보상은 일실수익에 각

해당하여 항목별로 그 지급된 범위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행방불명급여의 경우 그 성격

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손해항목 중 어느 것에 대응하는 것인지

에 따라 구상범위가 영향을 받게 된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판결에서 “행방불명급여는 어선원 등

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행방불명 기간 중 부담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

요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한 특별한 보상으로서 일실수익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질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특별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25)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행방불명급여가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선원법상의 특별보상

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 위자료가 정액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26) 위자료 금액이

법원의 전적인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상대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될 것이다.

3.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현행 선원법상의 행방불명보상은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일실수익에 대응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일본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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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6380 판결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갑,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유족급여의 경우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 장제비의 경우 장례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휴업기간 동안의 상병급여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반해, 행방불명급여의 경우 어선원
등의 피부양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행방불명기간 중 부담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에서 위 법이 인정한 특
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뿐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
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에 한한다.”라고 판시하였다.

26) 물론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사망사고시 가단(家團) 개념으로 60,000,000원이 인정되고 있고 이것을 80,000,000
원까지 상승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여 실제 위자료 금액은 담당판사의 성향
이나 사건의 성격, 피해자가 받은 보상 내역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어 위와 같은 금액을 가지고 위자료 금액이
정액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입법적으로 선원법상의 행방불명보상은 1973. 2. 5. 법률 제2467호에서 신설되었는

데, 그 당시에는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3월의 범위 내에

서 행방불명기간 중 매월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행방불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3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제98조(유족수당) 및 제99조(장제비)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27) 이는 일본 선원법의

규정과 대동소이하였다.  

일본 선원법 제92조의2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행방불명기간 중 매월 1회 국토교통성령이 정한 피부양자에게 표준보수의 월정액에 상

당하는 액의 행방불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단,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법상의 행방불명수당의 성질과 관

련하여는 “선원이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가 불분명한 기간은 선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

로 임금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선원의 피부양자는 생계비가 필요하므로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선원이 직무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선원의 피부양자들은 행방불명기간 중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부담하므로 이를 위자할

필요가 있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피부양자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 및 피부

양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의 지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28) 특히 단서 규정에

서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행방불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자료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행방불명수당의 성격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에 두가지의 성격이 모

두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법상의 행방불명수당을 우리법에 도입한 것이고 1973. 2. 5. 법률 제2467호로 신설될

당시 규정이 ‘3월 범위에서 매월 1회 월봉급액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면 우리 선원법상의 행방불명급여에도 생계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 지급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물론 현행 선원법이 신설 당시의 규정과 달리 ‘1월의 통상임금 및 3월의 승

선평균임금’을 행방불명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개정된 것에 대한

입법자료상으로는 단순히 ‘기준을 상향조정 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입법자의 의

도가 개정전과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법문의 변경으로 행방불명급여의 법적

성격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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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84. 8. 7. 법률 제3751호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행방
불명기간 중 매월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방불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월봉급액’을 ‘기본
급’으로만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위 규정이 유지되다가 1990. 8. 1. 법률 제4255호에서 현행법과 동일하게 개
정이 이루어졌다. 

28) 藤崎道好, 전게서, 361-362쪽



(2) 선원법 제92조 자체의 체계해석

한편, 선원법 제92조 제2항은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90조 및 제91

조를 적용한다.”고 규정29) 하고 있고 이 규정은 사망의 추정으로 이해되는바, 이를 토대로 하면

1월 기간 동안은 사망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이 전제되어 임금 지급 문제가 여전

히 존재한다. 그리고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하면 선박소유자는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데, 유족보상은 손해배상에서의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30) 에 대응하고 1월 기간 전후로 하여

행방불명 선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은 다르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보상과 1월

경과 후의 유족보상은 일련의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행방불명

급여가 임금 지급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법과의 비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제3항31)에서는 행방불명된 선원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면 지급받은 행방불명급여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자체에는 이러한 규정

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어선원 보호를 위한

정책보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그 규정취지는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바, 비록 생존하고 있

다고 하여도 생존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피부양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성은 존재할

것이므로 만약 대법원과 같이 행방불명급여를 전적으로 위자료로만 취급할 경우 위자의 필요성도

존재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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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 조항은 해상에서 선원이 행방불명된 경우 그 생사유무나 사망의 시기에 대한 증명이 곤란하지만 사망확률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을 전제로 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망의 추정으로 이해된다(김동인, 전
제서, 611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 (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
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0) 대법원 1977.12.27. 선고 75다1098 판결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그 수령권자인 위
갑이 수령하였다면 위 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
하게 되고 원고의 일실이익금에서 위 갑이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나
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원고가 승계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
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
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
여야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향후 지급받을 연금부분도 환산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판
단함)

3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제3항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보험급여
를 받은 자가 선의(선의)인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고, 악의(악의)인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4) 사견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의 행방불명급여 혹은 선원법의 행방불명보

상의 성격을 선원법상의 특별보상이라는 명목 하 위자료로만 이해한 것에는 입법연혁상, 법 문

언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 선원근재 보험자 및 어선원 보험자인 수산

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방불명급여를 지급하고 책임 있는 제3자에게 대위권에 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피재선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실수익배상 중 일정 부분의 범

위에서 구상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상범위와 관련하여, 필자로서는 ①선원법 제92조 제1항의 1월분 통상임금 부분과 제2항

의 사망 추정 전의 1월이라는 행방불명기간이 ‘1월’이라는 기간에서 공통된다는 점, ②그 1월

동안에는 사망으로 추정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근로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정해줄 수 있는 임금 개념으로는 시간외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 통상임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는 점에서 1월분의 통상 임금 부분은 최소한 일실수익에 상응한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이고 따라서 최소한 이 부분은 구상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VII. 결 론

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우선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한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는 기본적으로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그 인정근

거가 해상근로의 특수성으로 동일하다고 하여도 그 인정범위는 그와는 별개의 입법정책적인 사

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원법 제90조 제2항의 유족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망이

라는 결과가 위 승무 중 혹은 선원법 제85조 제2항의 요양기간 내에 발생될 것이 요구되고 한

편 선원법 제85조 제2항의 요양보상기간은 법 문언상 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실제 요양이 개

시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한편 선박소유자가 직무 외 원인에 의

한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원법 제85조 제3항 및 선원법 제90조 제2항 단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민

사소송이 제기된 경우까지 적용될 경우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므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되거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③선원법 제89조에 의한 일시보상 제도는 선박소유자를 무과실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나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피재선원이

일시보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선원보호가 미흡해질

수도 있는 반면 선원이 이중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기에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무조건 허용하거

나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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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원법 제92조의 행방불명급여의 성격에는 행방불명기간 동안 유가족의 고통을 위

자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생계비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 이상 일정 부분에 있어 손해배상항목

에서의 일실수익에 대응한다고 할 것이기에 선박소유자 혹은 그 보험자가 당해 재해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한 제3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 구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법이 그 역사가 50년에 이르고 있음에도 그 법문의 해석과 적

용이 확립되지 않아 그것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상태이다. 이는 일본 선원법을 그대로 수

용하고 이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지만32),  법 적용 단계, 분쟁해결 단계에서 합리적인 적용과 해석을 시도하는 것에 소극적인

법조계와 변변한 선원법 교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학계에도 그 일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이라는 것이 구체적 사안들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를 본

질적으로 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은 다른 법률사항들과는 달리 그

것이 적용되는 사실관계가 다양하다거나 다변적이지는 않아 보이므로 그 해결은 합리적인 방향

으로 선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선원법이 직무상 재해와 직무외 재

해를 구별하여 보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 개정의 방향으로는 육상근로자

와 같이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는 방법, 직무상 재해와 직무 외 재해를 구분함 없이

고용계약 중 사고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로서는 국

제노동기구의 55호 협약인 Ship-owners’ Liability(Sick and Injured Seamen) Conven-

tions, 1936에서 원칙적으로 직무상, 직무 외 상관없이 고용계약 중에 발생된 질병과 부상, 그

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33)에 착

안하여 직무상 재해와 직무외 재해를 구별하지 않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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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재해보상 관련 소송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32)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입법자료를 보면 본문에서 논의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33) 다만 직무수행으로 인한 경우 외의 경우, 피재선원의 고의, 내지 과실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 고용계약 체결시 고의적

으로 질병 등을 숨긴 경우에 있어서는 내국법규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다. 

Article 2
1. The ship-owner shall be liable in respect of--

(a) sickness and injury occurring between the date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agreement for reporting for
duty and the termination of the engagement;

(b) death resulting from such sickness or injury.
2. Provided that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make exceptions in respect of--

(a) injury incurred otherwise than in the service of the ship;
(b) injury or sickness due to the willful act, default or misbehavior of the sick, injured or deceased person;
(c) sickness or infirmity intentionally concealed when the engagement is entered into.

3.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provide that the ship-owner shall not be liable in respect of sickness, or
death directly attributable to sickness, if at the time of engagement the person employed refused to be
medica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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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IMF 금융구제2) 사태  이후 진정 국면에 있던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미국에서 시작된 리먼

사태3)로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해외수주 부진에 따른 조선업계의 실적

저조 및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상태로 대변되는 건설업계의 불황은 자산구조가 비교적 건실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던 중견 업체들의 연쇄적인 도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13년 거

시경제전망 역시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및 중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글로벌 경제여

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시장 침체, 양극화 지

속 등이 내수의 회복세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4)되고 있어 당분간 기업들

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5).

2. 기업의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도산절차6)

에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경우 2006. 4. 1. 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이하 ‘법’ 내지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의 활용빈도 역시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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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촉발
된 일련의 경제위기 사태를 말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용어 자체는 국제통화기금을 일컫는 고유명사이
지만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외환위기를 “IMF금융구제 사태”로 일컫는다. 1997
년 1월 한보철강 부도사태를 시작으로,  1997. 10. 28. 종합주가지수 500선 붕괴되고, 미국의 양대 국가신용평가기관인 S&P
와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단계인 각 BBB-, Ba1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한보철강, 삼미그
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한신공영 기아그룹, 쌍방울그룹, 태일정밀, 해태그룹, 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그룹, 고려증
권, 청구그룹, 극동건설, 나산그룹, 거평그룹, 한일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고합그룹, 아남그룹, 신호그룹, 우상그룹, 새한그룹,
강원산업, 큐닉스컴퓨터, 청보그룹, 신원그룹, 미주그룹 등 대부분이 그룹들이 도산하거나 법정관리 절차에 나아가게 되었다.
2011. 8. 3. IMF구제금용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여 IMF관리체제는 종료되었다.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협상
의 전제로 대한민국의 도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2000. 12. 30. IBRD가 제공한 기술지원차관(Technical Assistance
Loan) 사업의 일환으로 도산법 개혁 권고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기화로 기존의 소위 도산3법(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도산에 관한 단일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 공포, 2006. 4. 1. 시행)로 개편되는 계
기가 되었다.

3) 2008. 9. 15.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서 촉발된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일컫는 말로서, 리먼브러더스
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6,39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파산에 이르게 되
었고, 연쇄적인 효과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가 초래되었다.

4) 이명활 선임연구위원, 2013년 거시경제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브리핑 21권 43호(2012. 11. 3 - 11. 9) 
5)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채무자 회사는 파탄원인으로 유가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억제 및 기존대출금 회수에 따른 유동성 위기, 내수 및 수출부진에 다른 매출 감소 등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데, 회생신청사
건의 급증 추세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경영자 및 주주들이 회생절차를 종전보다 선호하게 된 때문인
지, 아니면 세계적 금융위기, 고유가와 환율상승, 경기침체 등 한국에 특유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라는 견해가 있다 ; 유해용,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조 2010. 2.(Vol.641) 85면 및 각주7) 참조.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법률에서 ‘도산’이라는 명칭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실무적으로 도산이라 함은 기업의 재정적 파산상
태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이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여 망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고, 채무자의 이러한 경제적 파탄상태를
처리하는 절차를 도산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온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 9. 13. 고영한. 로앤비
(LAWnB) ; ‘도산’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부도”를 들 수 있다. 어떤 기업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파산 혹은 회생의 대상이 되
는 판단기준에는 기업의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기업의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거나 기업의 자본이 모두
잠식되어 남은 것이 없다는 의미이며, 통상적으로 이를 ‘부도’라고 한다 / 송호신, 윤창술, 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
토,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1. 12월. 91면



상된다. 실제, 회생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전국 기준으로

2006년 76곳에 그쳤으나, 2007년 116곳, 2008년 366곳, 2009년 669곳, 2010년 630곳,

2011년에는 712곳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이 2011년도 접수된 712건의 회생사건(회생합의) 중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은 총 39건으로 이 가운데 개시결정은 28건, 기각결정은 4건이고, 개시 후 인가는 10건,

취소는 17건, 인가 후 종결은 1건, 인가 후 폐지는 1건이 있었다.

구조조정의 극단적 형태로서의 기업회생의 개념8)

3. 통합도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

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9)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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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2년 사법연감, 법원도서관.
8) 한창수, 강원, 민병석, 박재룡, 박현수, 기업회생의 경영학, CEO Information(제48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 12월. 3면.
9) 현행 통합도산법에서는 과거 회사정리법의 “정리회사”, 파산법의 “파산자” 등의 용어를 모두 “채무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회생사건 처리 현황7)

2011. 1. 1. ~ 2011. 12. 31.

개시결정 전 개시 후 인가 전 인가 후

접수 인용 기각 기타 계 인가 취소 기타 계 종결 폐지 기타 계
회생
합의 712 562 47 113 722 242 253 - 495 66 51 - 117

회생
합의 678 527 34 90 651 262 241 4 507 18 7 - 25



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법 제1조)이고, 이는 집합적, 개별적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합리적

조절을 통해서만 성취가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산사건이라 함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

인회생, 개인파산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실무적인 활용빈도가 높고 다수의 이

해관계 조절이 필요한 법인회생사건에 국한하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신고, 조사, 확정되는지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실무의 처리현황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

고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바, 회생절차개시를 전후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회

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일반 민사소송절차 및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각 보전처분, 강제집행의 중지 및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

시결정에 따라 어떻게 취급되는지 여부를 같이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회생절차의 간략한 흐름

통합도산법 제1편은 총칙, 제2편은 회생절차, 제3편은 파산절차, 제4편은 개인회생절차, 제

5편은 국제도산절차, 제6편은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총661개조 및 부칙), 중점적으로 살펴

볼 제2편의 회생절차는 과거 회사정리법을 기초로 구성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상법상 주식회사

이외 법인, 자연인 모두에게 확대하였다. 통합도산법 제2편의 편제는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4장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제5장 관계인집회, 제6장 회생계획,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8장 회

생절차의 폐지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회생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 재산의 일탈 방지

회생절차는 채무자(법 제34조 제1항), 채권자(법 제34조 제2항,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

한회사인 경우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

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주, 지

분권자(법 제34조 제2항,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 채무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인 경우는 출자총액의 10분이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의

신청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10)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법 제34조 제1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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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305조는 보통파산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및 지급을 정지한 때를, 법 제306조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11),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사실,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

의 액과 자산, 부채 기타의 재산상태,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에

게 알려져 있는 것, 채권의 액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과 수를 기재한 신청서12)(법 제36조,

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가능)를 관할법원(법 제3조,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계열회

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영업소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이 있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 재산의 일탈(관리,

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되기 이전 채무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숨기거나, 채무자의 부담

이 될 새로운 차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인한 일탈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보전처분(법 제43조), 중지명령(법제 44조), 포괄적 금지명령(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의 신청이 가능하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이 된 사실이 있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지방변호사회•3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처리에 관한 검토

11) 회생사건의 신청취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OOOOO에 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12)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08. 5. 2. 재판예규 1219호) 제4조는 통합도산법 제36조에 보태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채권자 등의 신청시 자료수집)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업
무 상황,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
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가. 정관, 상업등기부등본, 사업경력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 명부, 채무자의 조직일람표
나. 노동조합의 명칭, 주요임원의 성명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사규·사칙
다. 향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수지예상표

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

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한 것을 제출한다)
나. 과거 3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한 것을 제출한다)
다. 주요 자산목록
라.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과 채권자 성명
마.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바. 최근 1년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사.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한다)
아. 채권자 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

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
번호, 팩시밀리 번호 등을 기재하되 기재순서는 가능한 한 다액채권자부터 기재한다)

자. 채무자 명부(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13)(법 제49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공고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서면으로 송달되며(법 제51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반적 효력에 따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제한되고(법 제131조), 관리인14)이 선임된다. 법원은 채무자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4월의 범위 내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조사

기간(법 제50조 제1항)을 지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

시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조사위원을 선임한다(법 제

87조 제3항).

(3) 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제1회 관계인 집회 이전 채무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법 제147조 내지 제157조), 이와 같은 목

록제출 및 채권신고가 마무리 되면 채무자 및 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다(법 제158조 내지 제168조). 채권조사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

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고,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결정

을 내리고(법 제170조), 이러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4)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결의, 인가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리고, 제2,3회 관계인 집

회15)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고,

수행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전제로, 확정된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회

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3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결의되

고(법 제237조), 법 제243조의 각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회생계획안은 인가된다.

360•제30호 부산법조

논  문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법 제49조 제1항), 실무상 채무자의 예납
금 납부, 현장검증, 대표자심문절차,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채권자의견조회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 재산일탈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
정에는 그 효력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월,일 뿐만 아니라 시(시각)까지 기재된다(법 제49조 제2항). 

14) 기존 회사정리법과는 달리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
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규
정하고 있다(법 제74조).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한 상세로는 유해용,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명암, 저스티스(통권
제117호), 한국법학원, 32면 이하 참조.

15) 제1회 관계인집회와 달리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는 동일한 기일에 연이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합도산법상 제2
회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제3회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위한
것으로 구별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제2,3회 관계인집회와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이 병합하여 같이 진행
된다.



(5) 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료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법 제283조) 내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법

제288조)으로 종료된다.

Ⅲ.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의의

1.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가. 회생채권

통합도산법상 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물적 담

보를 갖지 아니하는 공법 및 사법상의 재산상 청구권(법 제118조 제1호)을 말하며, 예외적으

로 회생절차 후에 생기는 재산상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16)(법 제118조 제2호), 회

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법 제118조 제3호), 회생절차참가비

용(법 제118조 제4호), 법 제119조에서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에 따라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법 제121조), 회생담보권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

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법 제141조) 등은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특별히 이를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회생담보권

통합도산법상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채무자가 담보권설정자인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물상보증의 경우)으로서 회

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

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

의 것을 말한다(법 제141조).

2. 문제가 되는 사안 -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이지 회생담보권인지가 문제된 대표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실무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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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처리에 관한 검토

16)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는 일반 회생채권에 속하나,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범위 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법 제191조 제3호). 이에 반하여 회생담보권의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법 제141조 제1항 단서)되
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 통합도산법 시행 전 회사정리법하의 판시 내용들은 현재 통합도산법하의 회생절차에서도

같은 해석론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가) 장래집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1786판결]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채권만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하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사용, 추심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

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소위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이 회

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

1786판결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담보실행에 착

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 새로운 담보취득을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

에서 담보목적물의 유동성은 없어지고 목적물은 고정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여, 장래 발생할 집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

로 집합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

는다고 하고 있다.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예를 들어, 소규모 건설회사가 하도급계

약에 기한 장래에 발생할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여신을 받는 경우, 여신

실행 당시 채무자에 해당하는 건설회사는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양도통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해 놓는 경우가 많다)의 효력에 관하여 “집합동산이나 집합채권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후 담보제공자가 취득한 동산이나 채권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회생절차나 파

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채무자가 취득하는 동산이나 채권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

는지 문제되나, 위와 같은 양도담보를 설정 받은 사람도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취득하는 동

산이나 채권에 담보권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이 기대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기대를 보호할 이익보다는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

이와 달리 해석하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파산자의 재산이 형해화 되어 다른 채권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17)라는 이유로 위 판례의 취지에 찬동하

는 의견이 다수의 견해로 보이고, 회생사건처리실무상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집

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18)

(나) 골프장회원권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대법원은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채권은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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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인권과 정의 통권 제356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4월 10면.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09, 372면.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바, 정리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청구권인 이상,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

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골프회원권에

는 금전채권적인 측면 외에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의 측면도 있으

나 이는 위 정리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

이라면 금전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다) 장래의 주식인도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2003가합785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3가합78569 판결은 "진로의 채권자인 세나 인

베스트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2003. 4. 3.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3. 5. 14.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신청일인 2003. 4. 3.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3. 9. 29.까지도 진로의 회사정리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계약인수인인 원고는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정리

회사에 대하여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위 합작투자계약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명하는 자에게 정리회사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해지권 및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조건으

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정지조건부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

고가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는 소로써 위 정리채권이 있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라고 하여 역시 금전채권이 아니며 현재 발생할 권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래의 주식인도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라) 출자전환이 완료된 회생채권과 채무소멸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판결]

대법원 2005. 1. 27.선고 2004다27143판결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

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

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

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나(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회생채권

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 이와 달리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

음하여 정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리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단지 채권액을 감액하고 유통성을 높이고자 유가증권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

부산지방변호사회•36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처리에 관한 검토



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환권이 실제로 행사된 때에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사 이전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한 시점에 그 평가액만큼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

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평가액만큼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판결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

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

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

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

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 방식

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

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

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대상판결들의 법리를 정리하면 ①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 즉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발행가액 X 발행주식수)으로 보아야 하고 ②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범위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시가 상당액을,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채무의 범위와 그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도 그 결론

을 같이한다라는 견해가 있다.19)

(마) 주식을 담보로 한 정리담보권의 담보가액 산정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

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

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364•제30호 부산법조

논  문

19) 임종엽,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법률신문, 2010. 8. 9.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

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

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

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

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대상판결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회생채권의 존부를 확정함에 있어, 실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보증채무는 이

를 채무로 보지 않고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담보주식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서 대차대조표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그 액수가 상당한

경우도 이를 부채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 판결은 보

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보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결국은 주

채무자의 자력 유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이를 사전적으로 정

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지표 및 알 수 있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참작한 조금은 거친 판단이 될 수

밖에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이러한 사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20)

가 있다.

(바) 사후구상금 채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21)(정리채권)의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려면 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전

제한 뒤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업체를 위하여 그 이행을 연대보증 한 회사가 수급업체

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그 공사의 잔여 부분을 대신 완공함으로써 취득

한 사후구상금 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연대보증시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잔여 부분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시공보증

채무를 이행한 데 따른 사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회사정리법 제

102조의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08조에 열거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

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으로서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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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위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통합도산법에 적용하면, 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은 회생채

권이 아니라 개시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고, 따라서 사후구상권자는 회생계획으로 정

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

는데,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에 대응하는 통합도산법 제126조 제3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를 제외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규

정하고 있고,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제한하는 민법 제442조에 의할 경우, 보증인은 회생절차에

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채

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거

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사후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

므로, 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시공보증계약 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회생

절차개시 후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사후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

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비판22)이 있다.

(사) 리스채권 [대법원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울산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판결은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

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

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 리스료에 의하여 리

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

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무명계약23)으로서, 도산절차

에서 리스채권의 취급문제에 관하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24)이 있긴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서 있다”라

고 전제한 뒤,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

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담보

권설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쌍방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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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민석, 건설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한 소고, 재판실무연구(5) 도산관계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108면
23) 같은 취지 ; 대법원 1997. 11. 28.선고 97다26098판결
24) 리스료채권의 취급과 관련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채권설(회생채권)의 상세는 우성만, 회사정리법상 담보권자의 지

위, 재판자료(86집),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349면 참조.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료 채권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

지가 없고, 더욱이 리스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한

이상 설령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있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고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하였

다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리스회사로서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익채권자로

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판결은 “원심은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과 같

은 금융리스에 있어서 할부료(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

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

로서의 의미를 지니는바, 할부료(리스료) 채권은 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

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회분의 할

부료(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 분할액과 취득원가에 리스료율을 곱한 이자 등 명목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할부료(리스료)의 산출을 위한 단순한 계산

방법에 불과할 뿐 매회분의 할부료(리스료)를 금융채권과 같이 일률적으로 원금과 이자로 나누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에는 이 사건 할부

채권의 취득원가 상당 원금만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할부료(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부분

은 후순위 정리채권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리스계약에서의 할부료(리스료) 채

권의 법적 성격 및 후순위 정리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

고 판시하였는 바, 대상판결은 “개시결정일 전에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는 물론개시결정일 이후

에 이행하여야 하는 리스료 지급채무도 회생채권25)”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대상판결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의 경우 실무는 금융리스계약을 미

이행 쌍무계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리담보권자로 취급하고 있고, 위 대상판결은 이를 간접적

으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견해26)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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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판, 박영사, 360면., 그러나 금융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
므로 회생절차내에서는 리스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
라고 한다. 또한 대법원 1997. 11. 28.선고 97다26098판결은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
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생략)”라고 판시이유를 밝히고 있어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보는 실무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6) 김기진, 통합도산법해설, 한국학술정보, 2007. 332면, 각주167. ; 부언컨대, 리스료채권에 대한 법적취급에 있어 논의는 리스
료채권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혹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라고 할 것이고, 후자의 견해에서 리스계약에 있어
리스물건은 소유권자인 리스회사에 대한 담보의 성격을 가진다는 이해 범위 내에서 결국 회생채권설과 회생담보권설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유치권자의 회생담보권 인정시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2011나92611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당

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회생채권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있다. 즉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

시 당시’이다.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

준으로 하고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

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실체법

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의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

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회생담보권의 요건 구비여부는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시결

정 당시 그 권리가 존재하면 개시결정 후에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라도 회

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인가 요건 중의 하나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인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계획안에서 보장되는 배분액은

담보물을 그때까지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열등할 수 있고, 추후 변경회생계획 입안시에

도 회생담보권으로는 취급하지만, 목적물을 구비하고 있는 담보권자에 비하여 열등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27)28) 

(자) 어음담보대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판결]

어음담보대출(금전차용 당시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배서양도 하는 경우 어음의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따른 권리를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회생담보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29)30), 회생실무에서는 어음양도담보권을 회생채권

이 아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31), 학계 다수의 견해도 회생담보권설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2)

대법원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

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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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산처리법,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2. 73면.
28) 회생절차내에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변제권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사실상 영업계속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우선변제를 통하여 유치권 상태를 해소시킨 뒤, 우
선변제대상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
정된 유치권과 목적물을 같이 하는 다른 담보권에 대한 회생계획안입안에는 담보권의 우선선위, 담보가치평가액에 대한 배분
등 많은 실무적인 문제점이 남게 된다.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전

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

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정리채권

자로 볼 경우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

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

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2가합72014판결은 “회사정리법이 담보권을 취급하는 기본 입장은 회사갱생을 위하

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희생되므로 이런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

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총 담보권자를 절차 내에 끌어들여 정리계획

을 세우고 다수결에 의한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부과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만

약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게 되면, 그의 담보어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하여 어

음 추심금으로부터 직접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어음의 양

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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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에 대한 논의의 상세로는 한영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판결에 대한 평석 참조 ; 본 평석은 어음의 양도
담보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참고로, 본 평석에서 평석자는
사견으로 통합도산법이 양도담보권을 담보권으로 파악하면서도 어음의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
지 않으며, 어음담보대출의 당사자 사이에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어음의 양도담보권자
에게만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회생담보권설을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으나, 어음의 양도담보에 있어 회생담보권설을 채택하려
면 어음이 회생회사의 재산에 속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점에 있어서 회생담보권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
고(즉, 어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원인행위가 어떠하든 그 어음행위는 원인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
이 어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인데, 이러한 어음행위의 무인성 및 이에서 도출되는 어음행위의 서
면서, 문언성 등을 고려한다면, 어음이 배서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결국 최소한 어음담보권자가 대
출의 실질이 어음할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면, 이는 어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어음할인이 어음의
매매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담보어음은 회생회사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회생담보권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회생회사가 담보어음을 취득하여 회생에 사용할 수도 없는 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어음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에
변제충당 하더라도 회생회사의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실무관행상 어음 추심금을 담보권자에
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만일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양
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신고를 하지 않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면 회생회사로서는 어음에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여지가 없어지고,
오히려 양도담보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만 많아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회생담보권설이 아닌 회생채권
자설을 채택하는 것이 이론적 어려움 및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0)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채권자가 만기도래어음을 직접 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
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있다.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법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하), 361,362면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회생
담보권자로 취급하고 회생계획안에서도 분할변제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어음의 만기도래 할 경우 어음채무자로부터 지급받
을 어음금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형태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한다.

32) 김재형, 도산절차에서의 담보권자의 지위, 인권과 정의(2006. 4.), 11,면 ; 우성만, 회사정리법상 담보권자의 지위, 재판자료88
집(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295면. 



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어음의 양도담보 역시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회사정리법의 기본원

칙 중 하나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

담보권 중 하나로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달리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우리 회사정리법 제

123조 제1항의 해석론상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Ⅳ.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

1. 의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재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한 채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에서 채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에 의한 채권자 목록의 작성 및 채권자에 의한 채권신고

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간이한 절차

에 의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현황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채권자 목록의 작성 및 채권신고

가. 채권자 목록의 작성, 제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7조). 이와 같이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고(법 제151조), 이에 따라 별도로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

지 않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법 제162조, 제164조 제2항) 목록

에 기재된 대로 확정된다(법 제166조).

나. 채권신고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선임되고,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채권자목록제출기

간,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이 결정된다(법 제50조), 또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개시결정 사실 및 법 제50조에 정하여진 내용이 공고되고(법 제51조제1항), 법원은 관리

인, 채무자,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송달한다(법 제

51조 제2항).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사실을 알게 된 권리자(변호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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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대리인 가능)는 정해진 기한 안에 채권신고서33)를 법원(법원 파산과 접수계, 채무자 내

지 관리인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예비적 신고”이다. 예비적 신고란 채

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공익채권이라고 생각하지

만, 만일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아

니한 이유로 실권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응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공익채권임을 근거로 채무자

의 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피담보채권액 전부

가 목적물가액범위 내에 있지 못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응 피

담보채권액 전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34) 이와 같은 예비적 신고에서 관

리인이 신고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 그 법적 성격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판결은 "회사정리법 제145조

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

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

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

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

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

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

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결국 예비적 신고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권리자는 별소에서 신고된 채권이 공익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

한, 소송 진행 중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인정되는 채권의 법적 성격이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전후로 하

여 제기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족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공익채권으

로 주장된 채권의 성격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회생채권 내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경우 예

비적 신고 내지 소송절차 수계신청 등의 절차 진행이 없다면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기에, 법원의 심증 여하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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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권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신고에는 채권발생원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무상 서면신고만 인정되고 있다.

34)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적절한 목적물 가액범위가 밝혀지면 관리인이 채권조사 절차에서 목적물 가액 범위 내는 회생담보권으
로,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함으로써 해결된다.



다.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 및 지분권자표의 작성.

채권자목록 제출 및 작성, 채권신고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법원 사무관은 이를 총괄한 회

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 및 지분권자표를 작성한다(법 제158조), 작성된 위 표는 관

리인에게 교부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된다.

라. 채권에 대한 조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이하 ‘채권조사’라 한다)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혹은

권리자가 신고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존부, 내용, 발생원인, 범위, 의결권액의 적절성 여

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조사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가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지고(법 제161조 제1항, 동법 규칙 제61조 제1항), 실무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목

록기재 내지 신고된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이를 “채

권시부인”이라고 한다. 신고경과 후 추후 보완 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변론기일)에서 구

두로 이의의 내용 및 사유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법 제164조, 동법 규칙 제61조 제

2항)된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

별조사기일에 이의 진술이 이루어진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확정의 효력

(법 제166조35))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이의채권의 확정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36)(법 제170조 제2항)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70조 제1항).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고(법 제170조 제4항), 그 심판범위는

이의채권의 존부와 그 내용에 국한되고(법 제170조 제3항)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586판결은 그 이유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정리채권확정

의 소는 그 소송물이 원고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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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대에는 다음 각호의 권
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도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및 담보권

36) 채권에 대한 이의 사실은 법원이 권리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데(법 제169조), 주의해야 할 것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기한
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 이지 위 서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무적으
로, 법원의 이의통지서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다.

37) 서울중앙지방벙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박영사 2012. 88면 각주 참조



존재 여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해에 따를 때 그 결정주문은 "조사확정재판신

청을 기각한다"가 아니라 “신청인의 채무자 OOO에 대한 회생채권은 1억 원임을 확정한다” 내

지 “신청인의 채무자 OOO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의 형태가 된다.

또한,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비록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재판은 결정의 형

식이지만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이의

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

171조 제1항). 법원은 이의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인가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는 판결을 한다(법 제171조 제6항). 이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171조 제2항은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

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생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을

말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재판부37)가 진행하나,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은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회생재판부 이외의 재판부가 담당한다.

4.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권의 실권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

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

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된다(법 제251조 본문). 하지만 구 회사정리법 당시에

는 없었던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법 제147조)가 도입한 현행 통합도산법에서 관리인이 당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

부산지방변호사회•37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처리에 관한 검토

유형 주문례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2. 1. 1. 자 2012회학1234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회생채권등 내용의 일부를 변경 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2. 1. 1.자 2012회확1234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1억원 임을 확정한다”

회생채권 등이 부존재 한다는 취지의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새로이 
회생채권 등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2. 1. 1.자 2012회학1234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1억원 임을 확정한다”



시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실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3헌바58결정은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현 통합도산법 제251조)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부산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가단88756판결(항소

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신청을 한 정리

사건은 구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고,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5조 제1항, 제241조 전문

에 따르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

으로 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이를 정리채

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위 법의 규정에 의

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그런데 이 사

건 채권은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피고가 이를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으

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포함되

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장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8)

Ⅴ. 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가. 보전처분의 의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경영권을 포함한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이 관

리인에게 전속되고(법 제56조 제1항), 이해관계인들의 개별적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역시 제한된다(법 제58조, 제59조). 그러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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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편, 개인 파산 및 면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자신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호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
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
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
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
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제
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창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10822 판결 참조 ; 같은 취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이 나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채무자 본인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일탈 등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채무자 내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

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나.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채무자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이 보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또

한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과도 없다. 단,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

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그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가 없는 것은

보전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86조 제2항, 제5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2678판결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정리회사에

대하여 법원이 그때까지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 중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인

한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변제금지보전처분과 정

리회사 소유인 특정된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 취지의 처분금지보전처분을 한 경우 처분금지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물

품에 대하여는 변제금지보전처분만으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는 효과가 없다”

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 부정수표단속법과의 관계에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8판결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

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

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

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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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결정의 주문 예시]
1.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1. 1. 10:00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

보제공을 하는 행위.

나.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금 5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제외함.

다.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를 하는 행위.

다.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

2.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

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내지 대표자심문 당시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된 사

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39)

2.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가. 의의

(1)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

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

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

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

분 중지도 명할 수 있는데(법 제44조 제1항), 이를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이라고 한다.

더불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40)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

고,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법 제44조 제4항) 이를 강제집행 등이 취소

명령이라고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전처분은 채무자 본인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일탈방지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명령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채무자 재산이

일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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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현행 법 제643조(사기회생죄) 제1항 제4호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시의 신청을 하
는 경우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2012. 8. 28.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단서를 신설하였고, 4호 규정상 “처벌회피를 주된”을 “처벌을 회피할”으로 변경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를 보완하였다.

40) 주의해야 할 것은, 법문상 강제집행 취소명령은 강제집행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급한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이상 강제집행 중지명령 이후에 또는 동
시에 취소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강제집행 취소명령을 위하여 반드시 보전처분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 내지 보전관리명령이 있은 후 또는 동시에만 가능하다.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

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법 제45조 제1항)이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한다.41)

나.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강제집행 등 중지, 취소명령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소송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한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제3호). 그러므로 재산에 관한 소송이 아닌 회사법상의 소송 유형(합병무효, 주총결의무효확인

등)등은 중지되지 아니한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에 관한 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역

시 중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법 제45조 제1항은 그 대상

을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으로 제

한하고 있다. 

다.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강제집행 등 중지, 취소명령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집행 등 중지, 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절차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이루어졌는지 그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당해 절차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중지명령의 경우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나, 취소명령으

로 인하여는 종전의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회생법원의 중지, 취소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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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 회생절차개시전 채무자 재산의 확보방안으로 미국법상의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를 택할 것인
지 아니면 일본법상의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택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통합도산법은 후자를 채택하였다(김은정,
회생절차 개시전 채무자 재산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자동중지제도도입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44호)
145면 이하), 그러나 2012. 8. 28.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안 제36조의3)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위 개정안은 2012. 9. 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주문례]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단,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

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

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

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

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

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

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

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 중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가

능하다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회생법원의 이와 같은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므로, 중지명령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

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경우 집행기관은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된

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2호)고 하고 있다42).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타당함에

도 불구하고 실무상 집행기관에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중지(취소)결정문을 첨부하여 별도의 강

제집행 중지(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43)

(2)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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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법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2, 35면.
43)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실무상 업무혼선에 대하여는 이충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집행장

애사유로서의 도산절차, 부산지방법원 송무실무연구회(신청집행분과), 2011. 9. 29. 1면 주제선정의 계기 참조.



고(법 제45조 제1항),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은 중지된다(법 제45조 제3항).

실무상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집행절차에 대한 중지는 그러한 집행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하고, 만일 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는 중지명령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

지하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의 종료시점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과 집행비용의 만족을 얻은

때, 또는 만족이 종국적,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전체로서의 집행이 종료된다. 구체적으

로 유체동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추심의 신고를 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 전부명령

이 확정된 때,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금화

하여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배당한 때, 동산 부동산의 인도집행에서는 채권자에게 인도

하여 점유케 한 때, 대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이행의 결과를 향유하게 된 때 등인데, 이 가운데

특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는 달리 결정문 송달 후 7

일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시한 내에 집행이 종료(확정) 되고, 집행의 대상이 채무자의 제3자

에 대한 채권이고 이는 이후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긴급한 운영자금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절차의 중지 내지 취소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

다.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채무자는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즉시

항고장을 원결정법원에 제출한 뒤, 그 즉시 개별적 강제집행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마1300판결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

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

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

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

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상태에서 강제집행 절

차를 중지할 수 있는 개별적 중지명령 내지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항

고법원은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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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가. 회새절차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

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법 제49조 제3항),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기재된다(법 제49조 제2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

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법 제64조 제1항), 회생절차 개

시 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

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법 제

65조). 또한 부동산 등에 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등

기를 이전 받은 권리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6조). 채무자에 대하여 채

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1항). 기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 중 공유관계(법 제69

조 제1항), 채무자 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환취권(법 제70조), 쌍방 미이행 쌍무계

약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권(법 제119조), 계속적 공급계약(법 제122조 제1항), 단체협약(법

제119조 제4항), 임대차계약(법 제124조 제4항), 상계(법 제131조) 등에 대하여 법은 자세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소송절차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소송계속이 있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회생담

보권뿐만 아니라 환취권, 공익채권 등 어떠한 채권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채무자의 재

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법 제59조 제1항).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당사자 및 법원은 일

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송법상 기간의 진행 역시 정지된다. 이와 같이 소송절차 중단 중

에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법원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간과하고 변

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까지 하였다면 그 판결을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흠

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로,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하여 판결의 취

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44)

법문은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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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2, 63면



고 있는데, 소장부본이 아직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계속이 있기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었고, 이후 소송계속이 있게 되고 원고가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회

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지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나아간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8. 2010회확775결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

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

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의 선고만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선고는 적법하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판결은 “상고이유서 제

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45)에도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

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파산법에 정해진 수

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행위에 법원의 판결선고

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채무자는 그

직전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전후로 하여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

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여부에 대한 적절한 변론이 진행됨이

없이 지정된 선고기일의 경우에는 선고기일 지정 이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중단된다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가 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2항). 그러나 회생채권 또는 회

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즉시 수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핀 회생채권 등의 조

사절차를 거친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권리확정을 구

하는 것으로 중단된 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

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이러한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법 제17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다10310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

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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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와는 반대로 상고이유서 내지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전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법상 기간의 진행
역시 중단된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

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

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

법하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결국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관리인)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부

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의 관리인)를 상대로 금전이행이나 회

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판결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당

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당해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정리채권·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제147조 제2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정리채

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정리법원의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이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1개월

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이의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러한 이

의사실을 실제 안 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 수계신청 기한에 주의를 요한다46).

마지막으로 대법원 2001다22765판결은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의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비

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

이고, 한편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달라서,

같은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에 의한 정리채권확정

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회생채권자가

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대신 회생법원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신청은 부적법 하다라는 것이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소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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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수계신청의 처리 상세에 대하여는 최종원, 회생절차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민사집행연구 제18편,
2010. 12. 160면 이하 참조.



계신청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단되어 있던 원래의 소를 취하하였다면 소 취하에 의해 소송계

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도 소급하

여 적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47).

(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제기되는 소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48)이 있다(법 제78조).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

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이 가

능할 것이다49). 또한 수인의 공동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고(필수적 공동소송), 공동관리인 중 1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제

1심 변론종결시까지 누락된 공동관리인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0다39780판결은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

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

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

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

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

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

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대위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관리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이밖에 실

무상 법원은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 역시 법원의 사전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61조 제1

항 제9호). 만일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가 있다면 부적법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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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2, 65면
48) 피고가 주식회사인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소장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

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의 소장심사 당시 이러한 점이 밝혀지면 법원은 원고에게 당
사자표시정정을 위한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2, 52면.



다. 집행절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

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신청,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

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금지되고(법 제58조 제1

항),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

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된다(법 제58조 제2항).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

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

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

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 역시 중지된다(법 제58조 제3항).

결국, 회생절차개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의 직권조

사사항이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정본의 제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집행개시 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집행절차를 개시한 다음 이를 발

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50)

이 가운데 특히 실무상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

관이 집행을 정지하니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에는 신청을 구하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라고 볼 수 밖에 없고(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법원이 속하지 아니

한 다른 법원에서 발령된 무효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거래처가 물품대

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법률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거래

처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우려하여 계속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항고 절차

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심문기일 지정 등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시간이 소요된다면 경우에 따라

채무자는 그 즉시 자금경색 상태에 빠지거나 임금지급이 지체되어 회생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이 직접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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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결정 ; 이충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집행장애사유로서의 도산절차, 부산지
방법원 송무실무연구회(신청,집행분과), 2011. 9. 29. 5면.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법 제58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

하여 중단된 집행절차에 대한 취소는 규정하고 있지만, 개시결정 이후 금지된 집행절차에 대한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51) 이에 대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들어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 개정

등을 통하여 회생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신청을 각하하

고 각하 결정의 이유에 직권취소에 관하여 언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는 견해52)가 있다. 이에

대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문(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한 일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과 강제집행 등에 대한 신청 및 결정문은 단순 비교만으로도 그 발령 시점이 명

확히 판단되므로 채무자는 법원의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

하고, 집행법원은 전향적으로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취소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법원의 탄력적인 재판

운영이 요망된다.

Ⅵ. 맺음말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당분간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회생신청사건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채권, 채무관계를 매개로

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에 달려 있고, 통합도산법은 채무자 재산의 조속한

확정 및 확보를 위하여 단기간의 기간 내지 기한규정,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권의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뿐만 아니라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입장에서도 회생절

차 내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취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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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처리에 관한 검토

5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터잡아 이루어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은 별도의 재판이 없어도 당연히 효력을
잃고(법 제256조 제1항), 다만, 이미 집행된 보전처분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절차는 회생법원
이 직접 등기관에게 말소촉탁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등기예규 1125호)고 하므로(민사신청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한양
당, 56면), 경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인가 전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지 검토가 가능할 것
이다.

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2,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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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계약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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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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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 : 東京地裁 平21(ワ)제2808호, 平21(ワ)제14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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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사실관계의 개요

X회사(본소원고)는 본소청구로 변호사인 Y(본소피고)에 대하여 ① Y와 체결한 준위임계약

으로서의 업무 위촉계약 또는 노동계약이 2009. 3. 31.에 종료되었으므로 Y가 2009. 4. 1. 이

후에는 X회사에 대하여 상기 계약상 권리를 갖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것과, ② X

회사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Y는 자신이 사용하는 회사 내의 방을 명도할 것, ③ Y의

점유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2009. 4. 1.부터 이 사건 방을 명도할 때 까지의 임료 상

당 손해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반소청구로는 Y가 X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에 기하여 2009. 4. 이후의 급여 및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2. 본판결

법원은 본소청구에 있어서 X와 Y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의 법적 성질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

는 노동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당해 계약의 체결과정 및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 중의 사실인정 및 판단 부분을 참조할 것) 그러나 위 계약은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실질

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같은 상태로 존속되었고, X가 행한 위 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종료통지에 의한 계약종료 여부에 관하여는 해고

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X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기 ①, ②의 청구

및 ③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반소는 기각하였다. 

3. 해설

이 사건은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후에 위 회사와 법률업

무를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였던 계약의 법적성질이 노동계약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노무공급계약인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민법이 정하는 전형계약 중 타인의 노무를 이용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고용, 하도급, 위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총칭하여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중 민법상 고용계약과 노동법제상

의 노동계약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노동계약과 (준)위임계약의 구별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노동계약은 노무 그 자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며 그 노무급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행하여진다. 반면 (준)위임계

약은 노무 그 자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노무공급자인 수임자는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수

임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떠한 노무공급계약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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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의 실태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계약서에 위임계약이라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도 “노동에 종사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민법623조), “사용자에 의하여 노동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받는” 관계(노동계약법6조) 또는 “사업에 사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노동기준법

9조)는 노동계약으로 본다. 

노동계약의 요소인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노무의 제공”이란 노무제공시 전반적으로 일

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며, 이를 사용종속성이라 한다. 사용종속성은 ① 일의 의뢰, 업무

종사에 대한 낙부의 자유가 있는가, ②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는가,

③ 시간적, 장소적 구속이 있는가, ④ 업무기구의 부담관계(사업자성), ⑤ 보수의 노무대상성,

⑥ 노무제공의 대체성의 유무, ⑦ 원천징수나 고용보험, 후생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징수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회사의 법률업무을 처리할 때에는 당해회사 법무팀 등

의 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회사와 위임계약의 일종인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변호사등록을 한 자가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회사의 법률업무를 포괄적으

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사안이다. 본 판결은 회사

와 변호사간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상기 7개의 기준에 비추어 검토한 후 위 계약

이 노동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III. 東京地裁 平21(ワ)제2808호 판례

1. 주문

1. 피고가 2009. 4. 1. 이후 원고회사에 대한 위임계약 및 노동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별지 1기재의 건물부분1)을 명도하라.

3.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2009. 4. 1.부터 전항의 건물부분을 명도할 때까지 월 119,267엔

을 지급하라.

4. 그 외 원고회사의 청구는 기각한다. 

6.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2항과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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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X회사의 사옥 내에 있던 피고 Y의 변호사 사무실 



2. 사실관계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등

1) 사안의 개요
본소는 원고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와 체결한 준위임계약인 위탁계약 또는 노동계약이

2009. 3. 31. 종료되었고 피고가 2009. 4. 1. 이후 원고회사에 대하여 상기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② 원고회사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

가 사용하는 별지 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하며 ③ 피고의 점유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2009. 4. 1.부터 위 건물부분의 명도시까지의 임료 등 상당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안

이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에 기한 급여 등에 관한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2009.

4.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급여 및 동년 5월부터 동년 10월까지의 급여를 청구하였다.

2) 전제사실 -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① 피고는 1962. 9. 원고회사에 정사원으로 취직하였으나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사법연수를 받기 위하여 원고회사에서 퇴직할 때, 1970. 3. 31. 원고회사와 별지32)과 같은 계

약(이하 ‘1차 고용계약’, 위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1차 고용계약서’라 한다3))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1972. 3. 사법연수 종료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1972. 4. 1. 원고회사 사옥 내

의 공간을 변호사사무소로 등록하였으며 1972. 4. 15. 1차 고용계약서 제1조에 따라 원고회사

에 복직하였고 별지 4와 같은 각서(이하 ‘1972년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회사와 피고는 1982. 3 31.경 1972년 각서를 갈음하여 새로운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2차 고용계약’, 계약서를 ‘2차 고용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2차 고용계약은 2차 고용계약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갱신조항(이하 ‘이 사건 갱신조

항’이라 한다)에 따라 1983년에서 2008년까지 갱신되었다. 마지막으로 갱신한 계약기간은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 1년간이다. 

⑤ 원고회사는 2008. 12. 17. 피고에 대하여 2차 고용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을 거절

하며 2009. 3. 31.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계약종

료통지’라 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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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는 본문 마지막 참조.
3) 역주 : 원문은 ‘소화 45년 계약’ 및 ‘소화 45년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본문 전체를 ‘1970년 계약’, ‘1982년 계약’ 등으로 표

기한다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어 소화 45년 계약은 ‘1차 고용계약’, 소화 57년 계약은 ‘2차 고용계약’이라함.  



3. 본안의 쟁점

(1) 2차 고용계약의 법적성질

1) 원고회사의 주장
2차 고용계약의 법적성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업무를 위촉하는 준위임계약이지 노

동계약이 아니다. 

① 2차 고용계약은 1차 고용계약 및 1972년 각서 이후에 체결된 것이며 별지5와 같은 내용

의 변호사 업무를 위촉하는 계약이다. 

② 피고가 2차 고용계약에 기하여 행하였던 업무는 개별안건의 법률상담이나 개별사건의 소

송대리 등 이른바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 계약에 있어

원고회사의 허가를 받거나 원고회사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회사 외의 의뢰인들로부터

변호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었으며, 명함에는 단순히 “변호사 Y"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상의 피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방식은 통상의 사내 변

호사와 다르다. 

③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출퇴근 시간의 관리나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에

관하여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인사고과도 행하여지지 않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

고회사가 변호사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 회사가 피고의 집무장

소를 구속한 것이 아니다.

⑤ 피고에게 지급된 위촉료는 원고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체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위촉료 지급시 급여명세서등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원고회사의 경리처리를 위한 편의상 작성하고 교부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⑥ 원고 회사의 일반 직원에게는 정년제가 적용되지만 피고에게는 정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2차 고용계약의 법적성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준위임계약이 아닌 노동계약이다.   

① 피고는 위와 같이 1차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회사를 일단 퇴사하였다가 1972. 4.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회사에 복직한 자이다. 이때 복직 조건을 정한 것이 1972년 각서이고 이를

갈음하여 체결된 것이 1982년의 2차 고용계약이다. 2차 고용계약 제7조에서 피고의 퇴직금에

관한 근속기간의 산정시 1970. 4. 3.에 퇴직하기 전 근속기간을 1972. 4. 복직한 후의 근속기

간과 통산하기로 정한 것은 피고가 퇴직하기 전과 복직한 후의 원피고간의 법률관계가 동일성

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1970. 3. 이전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는 노동계약

관계였으므로 복직후의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도 노동계약관계이다.   

② 2차 고용계약에서는 피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원고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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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포함)이 적용되고, 관행에 따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2차 고용계약 2조)

피고는 원고회사에 복직한 후 원고회사 사옥내의 변호사사무실에 업무거점을 두고 원칙적으

로 매일 변호사실에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법무, 송무에 관한 업무를 거

절할 수 없었으며 이를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는 당해업무에 있어 원고회사의 총무부장으로부

터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업무개요를 대학노트에 기입하여 이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였고 위 노트에는 총무부장의 수령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회사로부

터 업무수행상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관계이며 근무시간의 구속도 있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회사 외의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업무를 수임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2

차 고용 계약서 제5조에서 그러한 취지의 특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2차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 및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노동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

가 되지는 않는다.   

③ 2차 고용계약서 제3조에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동 계약서 제11조 소정의 업무수행을

위한 급여 등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받도록 정하였다. 1972. 4.경 피고가 복직할 당시의 급여는 월 16만엔(기본

급)이었으나 그 후 순차적으로 증액되어 1993년에는 월 615,000엔(기본급)으로 늘어났고 상

여금도 이와 같이 증액되어 현재 290만엔에 이른다. 그리고 원고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과 같은 양식의 급여명세서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④ 원고회사는 피고에 지급하여야할 급여, 상여금도 원고회사의 근로자와 똑같이 급여소득으

로 원천징수하여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각 보험료를 징수하였다.   

⑤ 2차 고용계약서 제7조는 2차 고용계약 종료시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종업원과 같이 퇴직금의 지급대상자로 되어 있다. 피고의 명함

에는 X 주식회사 변호사실이라고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였다.   

(2) 2차 고용계약 종료 여부

1) 원고회사의 주장
①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2차 고용계약서 제6조에 기하여 2차 고용계약 마지막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8. 3. 31.부터 3개월 전인 2007. 12. 17. 이 사건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 통지에 의하여 준위임계약인 2

차 고용계약은 2008. 3.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ⅰ. 원고회사는 2008년경 자사의 법률안건을 당해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위

촉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청하고 개별적으로 위촉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에게 지급하는 연

1318만엔이라는 고액의 위촉료 및 피고 집무실에 관한 연 150만엔을 넘는 비용이 상당한 부

담이 되었으므로 2차 고용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08. 3. 17.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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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계약의 취지에 따라 3개월의 유예를 주고 2008. 6. 17.로 위 계약을 해약한다는 취지

로 의사표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약통지’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약통지

후 이러한 고지는 권리남용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회사 부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사건 해약통지는 위 부사장에 의한 원고회사 사물화의 일환’이라고 비방하

고 ‘경영자에 의한 회사지배의 전형적인 예’라는 등 사실무근의 중상모략을 반복하여서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 

원고회사는 2008. 3. 30.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차 고용계약이 2008. 6. 17.자로 종료

된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조정사건을 도쿄간이 재판소에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조정에 응할 생

각이 전혀 없다고 대응하여 위 조정사건은 제1회 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 그래

서 원고회사는 2008. 12. 4. 피고에게 위촉하고 있던 원고회사가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판

결이 나온 이후 피고에의 소송위임을 종료시키고 200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종료 통

지를 하였다. 

ⅱ. 피고는 원고회사에게는 비밀로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하 ‘원고회사노동조합’

이라 한다)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계속적으로 법률사무를 하여 왔다. 이는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변호사직무기본규정 28조 2호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ⅲ.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뿐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경영자가 바뀌는 것이 화해 조건이라며 원고회사의 경영전복을 꾀하는 등 변호사직무기

본규정 28조 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② 설사 2차 고용계약이 노동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60세

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안정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원고회사는 60세 또는 65세를 넘

은 자와 노동계약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2차 고용계약은 피고가 60세 또는 65세를 넘

은 시점에 노동계약이 아니게 되었고 그 후 준위임계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2

차 고용계약 마지막 갱신 당시에 상기 각 연령을 넘은 76세였기 때문에 위 계약은 상기 ⅰ~ⅲ

과 같이 정당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에 따라 2009. 3. 31.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③ 설령 2차 고용계약이 노동계약에 해당되고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에 따른 계약종료에 대

하여 해고제한법리 또는 해고권남용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에는 상기 ⅰ~ⅲ과 같

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은 위 통지에 의하여 2009. 3. 31. 종료되었다. 

④ 또한 피고와 같이 65세가 넘은 자의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 제한법리 및 해고권남용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2) 피고의 주장
① 2차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이었으나 그 후 28회나 갱신되어 실질적으

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위 계약에 기한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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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회사가 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노동계약법 16조). 그

러나 위 통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해고의 의사표시로서의 위 통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ⅰ.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에 앞서 하였던 이 사건 해약통지는 피고의 법률업무 처

리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부사장이 중심이 되어 피고를 원고회사로부터 축출하려던 것이

며 위 통지도 같은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ⅱ. 피고는 1972. 4. 원고회사에 복직했을 때부터 10년간 및 제2 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을

장기간 거듭하여 28년간 업무거점을 원고회사내로 하고 성심성의껏 위 계약에 따라 원고회사

의 법률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원고회사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ⅲ. 피고는 원고회사노동조합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았으나 이는 1974. 2. 21. 당시 원고회

사의 인사부장이 피고에게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의뢰

하였기 때문에 상담에 응하였던 것뿐으로, 그 이후 피고가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을

받은 적이 없음은 원고회사도 잘 알고 있다.  

② 가사 2차 고용계약이 준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상기 ⅰ~ⅲ의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③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정년제를 적용한다면 2차 고용계약 제1조 소정의 법률업무를 처리

할 적임자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정년제를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또한 원고회사는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이 넘은 후에도 피고에게 법률업무 처리를 담당시켰

고 피고는 담당 법률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회사 간에는 피고에게 정년제를 적용하

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해고제한법리 및 해고권리남용법리의 적용에 있어 근로자의 연령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

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만 위 법리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4. 법원의 판단

(1) 본소에 대한 판단

1) 2차 고용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가.  2차 고용계약의 체결 경위

① 피고는 1962. 9. 원고회사에 정사원으로 고용되어 총무과에 소속된 후 법무를 담당하였다. 

② 피고는 196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0. 4.부터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받기 위하여  퇴

사하였으나, 당시 원고회사의 총무부장에게 ‘사법연수가 끝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원고

회사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1970. 3. 31. 원고회사와 1차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사법연수가 끝난 후 원고 회사의 사옥 내에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고 변호사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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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④ 피고는 1972. 4.경 1차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에 복직할 당시, 원고회사에게 ‘각종사

건을 다루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싶다’고 하면서 ‘원고회사의 사내법률업무 외에 원고회

사 외의 제3자에 관한 법률업무(이하 ‘사외법률업무’)도 다루고 싶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허락

을 받았고 이에 1972. 4. 15. 원고회사와 1972년 각서를 작성하였다. 1972년 각서는 위와 같

이 작성되고 수정된 것이다. 

⑤ 피고는 1972년 각서 작성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위 각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1982.

3. 31.에 2차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고용계약서의 문언은 1972년 각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작성되었고 원고회사가 작성한 내용을 피고가 수정하여 확정되었다. 

⑥ 2차 고용계약서는 이 사건 갱신조항에 기하여 1983년부터 매년 1년씩 계약기간을 갱신

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까지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업무내용 등

① 피고는 사내법률업무 외에 사외법률업무도 수임하였으며 2차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도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였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는 사외법률업무가 피고의 전체

업무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1998년 이후로는 적어졌다. 피고는 사내법률업무 이외의

원고회사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 

② 피고는 사내법률업무 및 사외법률업무 중 원고회사 외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

무 외에는 변호사실로 무상제공 된 원고회사의 총무과에서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내법률

업무 및 사외법률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변호사회에 겸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의 집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통상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하여 오후 4시까지는

퇴근하였다. 원고 회사 사원은 출퇴근을 할 때 출근부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는 출근부를

기입한 적이 없고 원고회사는 휴일이 아닌 날 피고가 결근하여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④ 피고는 사내법률업무 처리에 관하여 원고회사에게 지휘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⑤ 피고는 1972년 각서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법률업무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총무부장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담당하였던 사내법률업무를 대학노트에 사건부

로 기록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2차 고용계약이후에 계속하여

담당한 사내법률업무를 사건부에 기록하였고 1972년 각서를 쓴 이후 2008. 5. 30.까지 총 37

권의 사건부를 작성하였다. 

⑥ 사건부를 제출 받은 역대총무부장 중에는 수령인이라는 취지로 사건부에 날인한 자가 있

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상기 37권의 사건부 중 13권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중 몇 편에는

사건부의 표지 뒷면, 말미 등에 총무부장의 서명, 날인이 있다. 

⑦ 피고가 사용한 명함에는 직함이 “변호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회사에 관한 표시는 없

다. 또한 사무소 주소부분은 원고회사내의 변호사실이라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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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정

① 피고는 1972. 4. 이후 사내법률업무에 관한 대가로 원고회사에게 급여 및 상여 명목의 금

원을 받았다. 그때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원고회사의 사원에게 교부하는 동일 양식의 급여 등 명

세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② 원고회사는 피고가 1972. 4. 복직할 당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수속을 받도록 하

여 피고는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월급에서 이루어졌고 급여명

목에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후생연금보험 등 각 보험료가 공제되었으며 상여명목에 대하여

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위임받은 사내법률업무에 관한 수입은 급여소득으로, 사외법률업무

에 관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2) 1972년 각서에 기한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 
(가) 상기 인정사실 및 1차 고용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원고회사와 피고가 1차 고용계약을 맺

을 당시에는 피고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정사원으로 취직할 때 피고가 퇴직할 때까지

했던 근무와 연속성을 갖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1972년 각서 조항에

따르면 피고가 사법연수를 마치고 원고회사에 복직할 당시 변호사로서 경험을 쌓기 위하여 원

고회사에 대한 법률업무 외에 원고회사 이외의 제3자에 관한 법률업무도 수행하고 싶다고 희망

하였고 원고회사가 이를 승낙한 것이 드러난다. 이는 피고가 정사원으로 원고회사에 재취직한

것이 아니라 촉탁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복귀한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1972년 각서의 조

항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1972년 각서 조항은 별지 4와 같으며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정사원

에 준하는 처우를 받았으며 정사원에 적용되는 규칙과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제1조), 실

질적으로는 정사원으로 취급될 것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의 소속은 비서실 소속, 집무장

소는 총무과 내실로 정하여졌고(제3조), 피고의 업무는 상담, 계약, 사무처리, 지도에 관한 사

내법률업무였으며(제4조), 이에 대한 급여(상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제2조제1호). 이상의

조항은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노동계약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다) 상기 (가)의 인정사실 중 1972년 각서에 기한 피고, 원고회사간의 계약관계를 노동계

약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1972년 각서에 따른 피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피고가 종사한 사

내법률업무의 종류, 내용, 업무량에 관계없이 정액의 월급여와 연 2회의 상여금을 지급 받고 그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 각 보험료를 공제하였다. 또한

급여 지급시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사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의 급여 명세서와 계

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b. 1972년 각서 2조 4항은 피고의 보험 등 후생관계를 전부 정사원과 같이 취급하도록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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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실제로도 원고회사는 피고가 1972. 4.에 복직할 때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수속을 취하였고 피고는 위 보험 외에도 원고회사가 가맹한 건강보험조합 및 후생연금보

험에 가입하였다. 

c. 피고는 세무신고를 할 때 1972년 각서에 따라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내법률업무 관

련 급여 등 수입을 급여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상기 (나)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1972년 각서에 따라 수행한 사내법률업무를 원

고회사에 보고할 것을 요구받았고 사건부로 보고하였다. 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위임한 경우에

그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기는 하지만(민법 645조) 이러한 보고의무는 위임계약 특

유의 것이 아니고 노동계약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업무내용에 업무보고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

고가 위와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수행한 사실이 1972년 각서에 기한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노동계약이었다는 사실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위와 같은 형태로 원고

회사의 감독이 행하여졌던 것을 보여준다.

(마) 이상과 같이 피고는 사내법률업무 외에 사외법률업무도 취급할 수 있었으며 원고회사로

부터 출퇴근시간의 규제 및 담당한 사내법률업무 수행에 대한 특별한 지휘명령을 받지는 않았

고 명함에도 “변호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가 사내법률업무 외에 사외법률업무를 행할 수 있었던 점은 1972년 각서 제6조의 특약

때문이며 이것은 위 각서에 기한 피고,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노동계약인 것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출퇴근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내법률업무 수행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은 위 각서에 기한 피고와 원고회사간 계약관계의 노동계약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렇지만 피고가 위 각서에 기하여 행한 사내법률업무는 원고회사의 일반사

원이 행한 업무와는 질적으로 다른 법률분야에 관한 전문적 업무였고, 변호사인 피고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채 처리되는 것이며, 일반사원과 같은 지휘감독을 받기에 적절치 않은 업무였다.

한편 1972년 각서 제1조 및 제6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는 사내법률업무를 사외법률업

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정사원에 적용되는 제규칙, 관행에 따라 성의껏 처리, 수행

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회사에게서 받은 사내법률업무를 거부할 자유가 없

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명함에는 그 직함을 변호사로 기재하여 피고가 원고회사 소속이라는

기재는 없었으나 이 사실만으로 위 각서에 기한 피고,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노동계약인 것

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간의 법률관계는 노동관계였다.

3) 2차 고용계약에 기한 피고와 원고회사의 법률관계
(가) 1972년 각서에 기한 피고와 원고회사간의 법률관계는 1차 고용계약서 제1조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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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예전 계약보다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그전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을 1년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 갱신조항을 정하고 있는 점, 퇴직

금 대상기간을 퇴직전 근무기간과 통산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기 계약기간 조

항은 위 각서 작성당시까지는 10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지만 이후에는 갱신하는 것을 전제로 ‘1

년’이라고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2차 고용계약에 기한 법률관계의

법적성질(노동관계)과 위 각서에 기한 법률관계의 법적성질이 다르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나) 2차 고용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계약기간과 피고 소속을 총무부장산하로 하는 점이 변경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이는 위 계약이 노동계약임을 반증한다. 

(다) 따라서  2차 고용계약에 따른 관계도 그전처럼 노동관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2차 고용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4)

1) 2차 고용계약이 준위임계약인 것을 전제로 할 때 종료 여부
① 위와 같이 2차 고용계약은 노동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이 준위임계약이 것을 전제로

계약종료에 관하여 다투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판단할 필요도 없으며 받아

들일 수 없다.

② 2차 고용계약의 갱신조항은 계약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원고회사와 피고 중 일방이 통

지하지 않는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이 갱신된다고 하고 있으며 그 후도 같다고 정하고 있어서 2

차 고용계약은 이 사건 갱신조항에 따라 1983년 이후 2008년까지 매년 계약기간이 갱신되었

고 2008년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2009. 3. 31.으로 된 것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60세 또는

65세였던 시점에 위 계약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원고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연령이나 고

령자고용안정법을 고려하여 갱신후 계약의 법적성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합의(묵시적 합의를 포

함한다)를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위 계약은 이러한 법적성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기간만 갱신되어 왔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60세 또는 65세를 넘은 시점에 위 계약은 노동계약이 아니게

되고 준위임계약의 성질과 같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 계약 종료되었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차 고용계약이 노동계약인 것을 전제로 할 때 종료 여부
① 2차 고용계약이 노동계약에 해당된다는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갱신조항은 계약기간만료일 3개월전까지 원고회사와 피고 중 일방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갱신된다고 하여 계약체결당시 양자가 위 계약이 종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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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계약은 장기간 계속되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노동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27회째 갱신 전까지 양 당사자에게 종료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따라 위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과 실질적으로 다

름없는 상태로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는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름없던 상

태로 존속하던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통지에 의한 계약종료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질에 비추어 해고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통지가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종료 통지에 의한 2차 고용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는 객관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종료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어

이와 같이 원고회사의 본소청구에서 피고가 2009. 4. 1. 이후 원고회사와 위임계약 또는 노

동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청구,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청구, 이 사건

건물 명도시까지의 차임청구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그 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 사건 2차 고용계약은 이 사건 통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별지3] 1차 고용계약

X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Y(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24기 사법연수를 받기 위

해 갑 회사를 퇴직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은 사법연수를 받은 후 최저 10년간 갑에 재취직한다. 

재취직 대우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2조

을의 사법연수 기간 중 갑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연 7%의 이율로 매년 4월 및 10월에 을에게

빌려준다. 

(다 음)
현재 을이 갑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을이 사법연수생으로서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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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조의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을의 채무는 을이 제1조에 따라 갑에 재취직할 때 갑이 을에

지급하는 준비금에서 공제한다. 남은 준비금은 갑에의 재취직 이후에 을이 갑으로부터 받을 상

여금의 수당으로 지급한다. 

을이 제1조에 정한 재취직 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을은 위 준비금 상당을 갑에게 갚아야 한다. 

제4조

을의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970. 3. 31. 이전의 근무기간은 재취직 후 근무기간과 통산하며, 위 퇴직시 갑은 을에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4] 1972년 각서

X 주식회사(이하 ‘갑’)와 Y(이하 ‘을’)가 작성한 1970. 3. 31.자 계약서 제1조에 기하여 을이

갑 회사에 복직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 내용을 각서로 교환한다. 

제1조(자격, 처우)

을의 자격은 1972. 4.경부터 위촉하는 것으로 하여 정사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또한 을은 갑

의 정사원에게 적용되는 규칙 및 관행에 따라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급여 및 기타)

① 급여(상여)는 동년차 우수대졸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② 급여와 별도로 변호사로서의 특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③ 출장비는 여비규정 2급으로 취급한다.

④ 보험 등 후생복리는 모두 정사원과 같이 취급한다. 

제3조(소속 및 근무장소)

소속은 비서실 소속으로 정하며 근무장소는 총무과 내실로 한다. 

제4조(업무내용)

업무내용은 사내 법률사무(상담, 계약, 사무처리, 지도), 자회사의 법률업무 및 기타 사안들로

하며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준비금)

갑은 을의 전직에 따라 준비금으로 120만엔을 지급한다. 

제6조(사외법률업무의 일부실시)

갑은 을이 제4조의 업무 외 변호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제4조의 업무는 다른 업

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성심성의껏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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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알선수재에 관한 추징과 소득세 과세

판결의 표시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 9765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이사장인 A, 상무 B와 공모하여 2005. 4. 29. 김XX에게 부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

149,676,713원을 교부받고

② 이사장인 A, 상무 B, 대리 C와 공모하여 2006. 2. 28. 이XX에게 부정대출을 해주고 그 대

가로 금 138,000,000원을 교부받고

③ 상무 B, 대리 C와 공모하여 2006. 3. 30. 이XX에게 부정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

3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고 기소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정XX에 대한 부실대출금의 연체이자에 충당하고 개인

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5,058,903원

(149,676,716원 × 1/3 + 138,000,000,000원 × 1/4 + 32,000,000 1/3)을 선고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0. 5. 4. 원고에 대한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하여 추징금 95,058,903원을

수령한 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2005년 귀속 소득세 16,428,900원, 2006년 귀속 소득세

13,358,6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가람
사법연수생(제42기)

뇌물·알선수재에 관한 추징과 
소득세 과세

2012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실무 수습을 하였다.



1) 이태노/안경봉, 조세법강의(박영사 2001), pp135-138 ; 김두형 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1996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학위논문), pp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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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하였다.

[판결요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수긍한 원심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

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

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 상당액을 국가에 추징당

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가해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전체

수재액 중 155,678,623원이 이 사건 신협에 대한 연체채무자인 정XX 등의 대출금 연체이자

로 납입된 사실, 상무B는 김XX로부터 받은 49,892,237원(이외에도 정XX로부터 단독으로 받

은 37,081,312원도 정XX에게 반환)을 김XX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을 원고 등이 김XX나 이XX에게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수재액인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

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로써 과세대상인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와 공범들 중 어느 1인이

수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취득·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과세대상

이 되는 원고의 수재액은 공범들 사이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평석]

Ⅰ. 문제의 제기

종래 위법 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과세규정이 없더라도 적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 과세의 일반

법규로서 적법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있었다.1)

2005. 5. 31.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뇌물, 알선수재로 인한 위법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가 만들어졌다.



2) 이상원,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제문제 (사법논집 제16집), p588
3) 이 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임영득, 판례조세법연구(서울출판문화사 1986),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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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세근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과세근거

신설 이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 형사재판에서의 추징과의 관계 설정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쟁점에 관한 검토

1. 과세근거 규정의 신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가 2005. 5. 31. 신설 되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

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3호, 뇌물 (2005. 5. 31. 신설)

제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는 2005. 5. 31. 법률 제7528호는 공포되었고, 부

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제21조 제23호, 제24호.....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설규정 이전의 알선수재액에 대한 과세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관하여 명확하게 과세근거가 신설된 2005. 5. 31.

이전의 뇌물이나 알선수재액에 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① 긍정설 : 위 신설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위법 소득에 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학설이 통

설이었고,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 136 판결은3) 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자가

같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공장 부지를 타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착복한

사안에서 “소득세법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

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

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그 착복된 공장 부지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해



4) 조세심판원 2011. 2. 15. 조심 2010중 4019 결정.
5)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X-2, 세경사 2004), p18 
6)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백영)의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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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그 부사장에게 귀속된 횡령이익은 해당 법인이 부사장의

위법소득에 대한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비록 그것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에서 제외 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고,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4) 또

는 기타 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견해가5) 있다.

② 부정설 :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신설 규정에

관한 부칙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위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그 반대 해석상 2005. 5. 31. 이전의 뇌물, 알선수재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6)

③ 결어 : 위 신설 규정이 생기기 전에 뇌물과 알선수재액에 관하여 과세된 사례가 없고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히 위법 소득에 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는 일반론을 근거로 과세

할 수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이란 호의나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건네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2항은 “사례

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

3.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외에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금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대출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여 받은 금품을 사례

금으로 포섭하기는 무리라고 보여진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골프장 캐디에

대한 봉사료, 호스테스에 대한 봉사료와 같은 것이 해당되고 뇌물이나 알선수재액은 용역제공

에 따른 수당이나 대가로 보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법적 생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부정설에 찬성한다.

3. 형사재판에서 추징과의 관계

뇌물, 알선수재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금품이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경우에도 소득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논의

가 된다.

① 긍정설 : 소득에 관한 과세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

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 상당액을 국가에 추



7) 이 사건 원심판결의 견해 (1심 재판장-강후원, 2심 재판장-문형배)
8)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백영)의 상고이유
9) 한만수, 앞의 논문, p25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p56에서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10) 일본 국세통칙법 제70조 제71조 제2호 
11) 한만수, 앞의 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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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가해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견해로서 몰수나 추징이 되더라도 별개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7)

② 부정설 :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금품은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형사상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몰수가 되거나 추징이 되므로 수령자가 종

국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없게 되므로 과세소득으로 열거할 이론적인 필요성이 없게 되지만 현

실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모두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고 몰수나 추징이 되는 것이 아

니므로 몰수나 추징이 되기 전에 과세소득으로 규율할 필요성에서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가 신설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몰수나 추징판결이 있기 전에 사실상 금품을 지배향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

하여 소득세를 과세를 할 수 있으나 몰수나 추징 판결이 선행되면 불법으로 수령한 금품의 경제

적 이익의 박탈을 가져오므로 과세요건의 소멸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8)

③ 결어 : 생각건대, 소득세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세이고, 소득이란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수익을 말하고, 소득세는 이러한 수익을 향유하는데 따른 담세능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를 하면 일응 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기 전에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을 당하면 종국적으로 소득의 실현이 없으

므로 과세요건의 소멸을 가져와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과세처분이 먼저 선행되고 후에 원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몰수나 추징이 되면 국세기본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가정이 된 때” 또는 제2호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소정의 감액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되어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9)

일본에서도 감액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고10) 미국판례도 피해자나 국가에 환수되고 난 이후

에는 더 이상 소득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11)

국가로서는 몰수나 추징에 의할 경우에 범죄수익을 100% 환수 할 수 있음에 비하여 과세처

분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만 환수 할 수 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몰수나 추징이 있으면

소득세 과세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원리, 과잉금지원리 정신

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추징을 함에 있어서 위법소득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한



12) 원심 법원은 명시적인 설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백영)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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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

11660판결 참조)

4. 뇌물과 알선수재액의 제3자에게 귀속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신용협동조합이 정XX에게 대출한 대출금이 부실화 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자 김XX와 이XX에게 부정대출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서

정XX의 연체이자에 충당하여 신용조합의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자 이 사 건 알선수

재의 범행을 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이득의향수 내지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① 긍정설 : 뇌물을 받거나 알선 수재를 하면 그 때에 금품을 지배 관리하면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득의 향수 내지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

더라도 이것은 소비형태에 불과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12)

② 부정설 : 뇌물을 받거나 알선 수재를 하면 그 때에 곧바로 관리처분권을 획득하므로 일응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뇌물이나 알선 수재를 통하여 수령자가

종국적으로 이득을 향수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한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13)

③ 결어 : 판례도 뇌물이나 알선 수재액이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소득의 실현이 없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수령한 뇌물이나 알선 수재액이 처음부터 제3자에

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수령하고 실제로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구나 이 사건 형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개인적으

로 귀속된 이득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재판에서는 원고에게 이득이 귀속되

었다고 보는 것은 판결 간에 불일치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부정설에 찬성한다.

5. 공범관계에서 소득액의 산정

다수의 범죄자가 공동으로 뇌물이나 알선수재를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귀속된 이

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0. 27. 선고 2003도 6738판

결 참조), 만일 개인별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한

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 170 판결 참조)

과세 요건의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개인별로 귀속된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14) 세법상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기타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15) 이상원, 앞의 논문, p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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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청은 납세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알 수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이에 관한 증빙을 제

시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공범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귀속되었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이라고 생각된다.14)

Ⅲ. 결론

무릇 법원의 판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승복할 수 있는 판단을 보여 주여

야 한다.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논리조작이나 교조적인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놓고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를 역으로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논리조작과 교조적인 법적용으로 인한 결론이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면 그 결론을

의심해보고 새로운 논리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해석 적용을 내 놓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국가가 범죄행위로 얻은 알선수재에 대하여 징역형과 아울러 알선수재액을 추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가가 세금으로 이중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을 용인하는 판결은

상식에 맞는 판결인가? 이 사건 판결의 하급심은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 136판결을

근거로 하여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 판결은 많은 비판이 있으며15) 그

후 2005. 5. 31.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생겼고, 또 소득의 귀속이 상실된 경우에 구제방

법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가 1994. 12. 22. 도입되었으므로 새

로운 정치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의 입장에서 고심한

흔적이 없다.

이 사건은 위에서 본 소급과세, 형사재판에서 추징 이후의 과세의 당부, 원귀속자가 아닌 제3

자에게 지급된 경우 감액경정청구 가능여부, 개인별 귀속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소득금액의 계

산근거 등 많은 쟁점이 있고, 2005. 5. 31. 개정 소득세법 이후 이에 관한 공식적인 대법원 판

결이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상고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쟁점에 관한 이유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을 하였다.

과연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심리불속행 제도는 국민의 불

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깊이 숙고해 볼 일이다.

대법원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세법을 무효화시키는 사례는 위임범위를 일탈한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이 고작이고, 법령의 합리성에 관하여 고민한 판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이 사건 판결의 결론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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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머리에

 진작 눈치 챈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앞서의 ‘냉동공장’은 PC(Personal Computer)를 지칭하
는 것이었고, ‘냉동공장 신축·정비기’는 PC의 시스템을 백업·복구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었습
니다. 먼저 저가 겪었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 8월초순경. 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PC에 설치된 글 프로그램에 갑자기 이상
異常이 생겨 ‘글 화면의 작업영역에서 커서(cursor)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
니다. 글 프로그램을 삭제(uninstall)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PC의 전체적인 상태가 더 나빠져 그대로는 PC를 사
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글 프로그램만 고칠 단계는 지나버렸고, 결국 PC를 구입할 당시 제조업
체에서 제공해줘 갖고 있던 ‘시스템 복원 CD’를 이용하여, PC를 앞서 구입할 당시의 깨끗한
상태로 만들(복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PC를 구입 당시의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깨끗하게 포맷하게 되
는데, 이왕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참에 앞서 구입 당시 C드라이브 1개로만 되어있었던 하
드디스크의 파티션을 4개(C, D, E, F드라이브)로 나누어, 그 중 1개의 파티션(C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 등을 다른 곳(USB 외
장 하드디스크. 2.3.3항 참조)으로 옮겨 백업(복사)해둔 후, 복원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과정에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4개로 나누고, 각 파티션을 포맷하는 데까지
는 성공하였으나, 윈도우를 설치하는 도중 어라? 웬 일인지 중간에서 멈추더니 윈도우 설치
과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 단계에서 멈추고 제조업체에 A/S를 요청하게 되었던바, A/S 신청들이 밀려
서인지 사흘 뒤에야 A/S맨이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갖고 온 ‘윈도우XP 설치디스크’를 이용
하여 앞서 저가 만들어 포맷해둔 C드라이브에다 윈도우를 설치해주고 돌아갔습니다(이내
끝났습니다만, 물론 유료有料이었습니다).

그 후의 작업은 모두 저의 몫으로 남았는데, 앞서 백업(복사)해둔 자료 등을 다시 D드라이브
등에 복사해 넣고, 갖고 있던 각종 설치 CD들을 이용하여 기존 프로그램들을 다시 C드라이
브에 설치하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과 알집 등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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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받아 C드라이브에 설치하고, 기타 등등 잡다한 뒷마무리를 하고 나서야 PC를 다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에 조금 보태어 PC 잡고 8월 한 달을 거의 보내다시피 하였습니다. 

 하도 고생하였기에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을 겪을 엄두가 나지 않아, PC에서 발생하는 이상
을 사용자 스스로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서, 시스템 백업·복구의 개념과 이
를 위한 Norton Ghost, TrueImage 등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스템 백업·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시스템을 백업·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하였던 것인데, 일부 PC에서 호환성의 문제 등 난제들이 연이어 발생
하고, 그 해결과정에서 고급단계의 사용법이 필요해지는 등으로 알아갈수록 묘미가 있었습
니다(이글의 순서가 저의 탐구과정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무수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글들에 불과하였고,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자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래 전에 내팽개친 도스 책을
찾아내어 다시 읽고, PC들을 돌아가면서 실험을 거듭하고, 인터넷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
아내어 복사하고 출력하고 하였더니 축적된 자료가 방대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
자료들과 실험결과를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 분류·정리해두었다가, 이를 문장화·체계화한 것
이 이글의 원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갖고 있는 PC들의 시스템을 백업해서 ‘백업이
미지’를 만드는데 까지는 성공하였으나, 과연 『위 ‘백업이미지’를 사용하여 복구가 잘 될는
지』는 시험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시험해보자고 잘 돌아가는 PC를 일부러 고장 낼 수야 없
잖습니까!).

그러다 3년만인 2011년 10월초순경. 기다리던(?)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는데, PC에 설치된
글 프로그램에 다시 종전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가볍게 워밍업삼아 ‘한글 기본 설정’에서 ‘한글을 처음 실행 상태로 되돌림’을 실행하였
으나 그대로였고, 윈도우OS가 제공하는 ‘시스템 복원 기능’을 사용하여 이상이 생기기 이전
以前의 시점으로 복원해보았으나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심한 결과의 성부成否를 시험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PC를 부팅한 다음, ‘고스트 실행파일’과 앞서 백업해둔 ‘백업이미지’
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복구한 후, 글을 실행해보았더니 완벽하게 정상상태로 복구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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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재면서 작업을 하였었는데, 정확하게 12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서 1개월 가까이 고생고생 했던 일을, 단 12분 만에! 쉽게! 완벽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도스모드에서 시스템을 백업해두었다가 복구할 경우 모두들 ‘잘 된다’고 하였기에 성공하리
라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도스용 고스트’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백업·복구의 주된 효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요?

그런데 PC의 고장 내지 이상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위의 효용성에 못잖게 중요한 다른 쓰임
세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컴맹내지 초보자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PC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프로
그램들을 PC에 설치해서 실제로 사용해보고(공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PC의 시스
템도 변경해보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히 PC에 재미가 붙게 되고 실력도 저
절로 길러집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의 경우 이렇게 해보고 싶어도 혹시 잘못되어 PC에 이상
이 생기지나 않을까 쫄아서(?) 망설이게 되고(프로그램들 특히 글 등 대형프로그램이나 안
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은 깨끗이 삭제하기가 어렵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맨날 초보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게 되는 것인데, 시스템 백업·복구 기능이 초보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해주
는 것입니다. 

책에서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사용하거나 테스트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발견하였을 경
우, 또는 레지스트리를 조작하거나 시모스 셋업(CMOS Setup)에서 셋업의 설정값을 변경하
는(4.2.1.1항) 등으로 PC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쓴 글을 읽었을 경우에, 바로 위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사용해볼 수 있고, PC 시스템 변경의 경우 역시 망설임 없이 실
행해보아도 됩니다. 그 결과 ‘뭔가 이상이 생겼다’싶거나, ‘이건 아니야’라는 결론이 나면, 홀
가분한 마음으로 시스템 복구 기능을 사용하여 쉽게 예전의 정상상태로 복구하면 됩니다. 

나아가 인터넷 서핑과정에서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같이 딸려(전송되어)와서 PC에 자동으로 설치되거나,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같이 묻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것들을 PC에서 깨끗하
게 삭제하는 것이 어려운데, 역시 시스템 복구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음 놓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PC에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PC의
시스템을 변경도 해보고 하려면, 갖고 계신 PC의 시스템을 백업해두는 것이 그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컴맹 내지 왕초보회원분들이 백업작업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런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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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 Norton Ghost 또는 TrueImage를 구입한 다음(주로 CD로 출시되는데, 몇 만원 안
합니다), PC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정중히 초빙하십시오. 그런 다음 ‘구입한 위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덧붙여 ‘윈도우모드에서 PC의 시스템을 백업해 달라’고 하면 됩
니다(이글의 제3장에 해당됨).

윈도우모드에서 백업하는 것은 간단하므로 웬만큼 PC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되고, 인터
넷에서 찾아보면 백업과정을 하나하나 화면으로 캡쳐해둔 글도 많이 있으므로 이를 보고 따
라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고급 유저(User)가 되고 싶은 의욕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글의 제4장(도스모드에
서의 백업·복구) 이후 부분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PC를 배워야 할지 아니면 말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망설이고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전자소
송’의 시행 등으로 PC의 활용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 PC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업무상 용도의 한 예로 저가 애용하는 IRISPen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RISPen은 한 뼘이 못되는 길이의 막대모양으로 된 자그마한 ‘휴대용 스캐너’로서, 가방에 넣
어 갖고 다니다가 또는 책상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스캔이 필요할 경우 IRISPen에 달린 연결코
드(약 2m)의 끝(USB)을 PC(이동 시에는 노트북)의 USB포트에 꽂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스
캔한 이미지를 글 등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PC에서 글을 실행하여 글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연필을 잡듯이 한손에 IRISPen을
잡고 형사사건 등 기록의 필요한 내용을 한 줄씩 스캔해(그어) 나가면(‘획’ 긋는 것은 좀 그렇
고, 웬만큼 빨리 그어도 잘 인식합니다), 스캔한(그은) 내용이 저절로 글로 변환되어, 글
화면의 작업영역 내 커서 부분에 입력되면서 글문서(*.hwp)로 작성됩니다.키보드를 사용하
여 한자 한자 타이핑할 경우에 들게 될 노고와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글문서를 PC나 USB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필요시 PC에서 위 글문서를 불
러낸 다음 그대로, 또는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변론서나 증인신문사항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일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원에 “기록 열람 시 ‘휴대용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
가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휴대용 스캐너’가 회원들 사
이에 꽤 사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업무상 용도의 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PC로 할 수 있는 일의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바, 서면 영광도서 3층 컴퓨터 매장에 들러 진열된 책들의 제목과 머리말 등을 훑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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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컴퓨터가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컴맹이나 왕초보회원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발심發心해보십시오. 세상에 쉽게 거저 되는
것은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꼭 필요한 것은 ‘PC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임을, 저는 여러 회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절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보회원분들이 PC와 친해지고 PC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어가는  과
정에서, 시스템 백업·복구 기능이 PC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므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의 원본은 어느 정도 자체 완결적完結的인데다 자료집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지라, 깨
알 같은 300여개의 각주가 달린 적지 않은 분량의 글입니다.

그래서 회지會誌의 지면관계상 분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냉동고장 신축·정
비기’와의 중복을 피해 여기서는 위 정비기에서 미진했거나 궁금증을 가지셨을 부분에 중점
을 두되, 실습에 도움이 되도록 유의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설명이 필요한 많은 부분을 인터넷 검색에다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들의 경우, 이글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개정
도에 그칠 것이므로(예컨대 Your Uninstaller!, WinImage, UltraISO 등) 그의 입수방법,
기능이나 사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이고,

각종 용어와 명령어 및 작업방법(예컨대 파일 시스템, 이미지파일 등의 용어, 도스에서의 각
종 명령어들, 파티션의 분할방법 등 각종 작업의 진행과정내지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도, 그
에 대한 설명이나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해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글쓴이···· 

끝으로 저의 E-mail 및 블로그(blog) 주소입니다.

kyslam@hanmail.net

kimslow82.blog.me

블로그에서는 회지의 지면관계상 넣을 수 없었던 사진(작업 진행과정상의 PC모니터 화면을
캡쳐한 사진) 등을 넣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E-mail이나 블로그에서, 질문의 범위를 넘어 이글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유틸리티, 부
팅 이미지파일이나 부팅 디스크 등을 보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시더라도, 이는 정중히 사
절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저 잡혀가기 싫어요...

우리회원 모두가 초보를 면하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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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용 부팅 디스켓의 종류 

✻ 『도스모드에서의 백업·복구』와 『부팅 파일의 편집』 작업의 핵심은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하 이글
에서 언급된 도스용 부팅 디스켓들을 종류별로 나누어두었습니다. 

✻ 원래 부팅 디스크(☜시동기)에는 도스용 부팅 디스켓(플로피 디스크) 외에 주로 윈도우모드로 부팅하는 ‘윈도우용 부팅
CD’도 있으나, 여기서는 도스용 부팅 디스켓에 한정하고, 부팅 CD 예컨대 ‘GHOST 복구전용 부팅 CD(3.4.5.1항)’, ‘트루
이미지 부팅 CD(3.4.5.2항)’ 등은 제외시켰습니다.

✻ 범례凡例 :『도스용 부팅 디스켓 <☜기계식 시동기>』 표기는, 이글『부록편』에서의 ‘도스용 부팅 디스켓’이 『냉동공장 신축·
정비기』에서는 ‘기계식 시동기’로 표현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스용 부팅 디스켓    <☜기계식 시동기> 

-가장 기본이 되는 부팅 디스켓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가 있음.

⦾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     <☜시스템 시동기> 

⦾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일반 시동기>

 특수한 도스용 부팅 디스켓

⦾ NTFS 부팅 디스켓    

-NTFSDOS, NTFS4DOS, NTFSPRO로 부팅하는 디스켓(4.2.2.2항)

⦾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 시동기>

⦾ 고스트 부팅 디스켓          <☜고스트 실행 시동기(5.4.3항)>

⦾ 파티션매직 복구 디스켓      <☜파티션 시동기>

 자동 실행 도스용 부팅 디스켓    <☜자동 실행 시동기>

⦾ 고스트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일반 자동 복제·복구 시동기>

•고스트 자동 백업 부팅 디스켓     <☜일반 자동 복제 시동기>

•고스트 자동 복구 부팅 디스켓     <☜일반 자동 복구 시동기>

⦾  파나소닉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 자동 복제·복구 시동기>

•파나소닉 자동 백업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 자동 복제 시동기>

•파나소닉 자동 복구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 자동 복구 시동기> 

⦾ 고스트 자동 검사 부팅 디스켓    <☜일반(또는 GHOST) 자동 검사 시동기>

⦾ 파나소닉 자동 검사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 자동 검사 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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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완제품의

구입 

1.1.2

PC의

조립 

1.1.3

모델PC

제 1 장  PC의 사양과 시스템

1.1  PC의 구입

111 <냉동공장의 신축☞ PC의 구입> <건축업체☞ PC의 제조업체>

위 표기는 앞서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의 ‘냉동공장의 신축’이라는 표현은, 이

글 『부록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의 구입’을 뜻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앞으로

각항의 모두冒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동기☞부팅 디스

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 페이지에다 ‘도스용 부팅 디스켓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일

괄 정리해두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보 등 대형제조업체에서 만든 완제품PC를 구입할 경우 아무

래도 A/S를 받는데 편리함이 있겠고, 인터넷, 컴퓨터도매상가 등에서 조립PC를 구

입할 경우 사용용도에 맞추어 부품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利點이 있는 등 기본적인

차이 외에 각자 장단점들이 있으므로, 구입 시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112 완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직접 부품들을 구입하여 한번 PC를 조립해볼만합니다.

부품들 중 메인보드(Mainboard. Motherboard라고도 함)와, CPU(중앙처리장치),

RAM(보통 Memory라고 함)의 세 가지 주요부품의 궁합이 잘 맞아야 하므로 위 부

품들의 조합이 다소 까다롭긴 하나, 인터넷에서 ‘조립 컴퓨터’ 등으로 검색하면 가격

대별, 성능별 각양각색의 조합이 나와 있으므로 입맛대로 고르면 됩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하거나 컴퓨터도매상가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여

조립한 다음(하드웨어 작업),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는데(소프트웨어 작업), 인터넷

에서 ‘컴퓨터 조립방법’, ‘윈도우 설치방법’ 등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므로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 조립의 이점利點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113 <세별건축☞ 삼성전자>

이글의 실험대상이 된 PC들은 삼성전자제품으로는 MV50 데스크탑, MagicStation

BZ48 데스크탑, Sens640 노트북, NT-NC10 넷북 등 4대이고, 그밖에 데스크탑 조

립PC, 일본 후지쓰(Fujitsu)사의 LIFEBOOK N5010 노트북, 중소업체 UREN사의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 소형의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 PC로

서, ‘자동차 PC’라고도 함)인 UREN V1Plus 등 총 7대의 PC입니다. 

이중 Sens640의 OS만 윈도우98이고, 나머지 PC들은 윈도우XP가 설치되어 있으

며, BZ48의 OS는 윈도우XP Professional입니다. 

냉동고장 신축·정비기에 나오는 박호기 사장의 공장은 후지쓰의 N5010이 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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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사양의

검토

1.2.2

적당한

사양으로

이고, 이구식 사장의 공장은 Sens640이 그 모델이며, 김변동 사장 공장의 모델은

MV50과 UREN V1Plus를 뒤섞어놓은 것입니다.

이중에서 호환성의 문제 등 끊임없이 골머리를 앓게 한 PC는 ‘냉동고장 신축·정비

기’에서 ‘유렝이’라는 애칭으로 소개된(5.5.5.5항 말미부분) 7인치 화면의 UREN

V1Plus로서, PC의 소형화, 경량화 추세에 따라 이런 UMPC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 UREN V1Plus의 경우 그 사양에서 보듯이(홈페이지 www.uren.co.kr에서 자

세한 사양을 알 수 있음) 파티션이 1개인데다 PS/2 포트 없이 USB 포트만 달랑 2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백업·복구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끝까지 암중모색을 계속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UREN V1Plus이었는

데, 시스템 백업의 마지막 단계인 파나소닉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의 제작

(5.5.6항)에까지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시스템 백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2  PC의 사양

121 <규격품☞ 완제품>

PC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주로 CPU, Memory, HDD(하드디스크)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 ODD  , 그래픽카드(VGA카드라고도 함) 등의 사양을 참조하여 구입할 PC를 고

르게 됩니다. 

구입 시에는 무엇보다도 PC의 사용용도를 감안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설치된 각종

포트(Port)들의 종류와 FDD  의 유무有無, 멀티카드 슬롯(Slot)의 유무와 종류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판매직원의 권유 등으로 사용용도와는 동떨어진 고사양의

PC를 구입하는 수가 많습니다. 

122 <공장면적☞ 하드디스크의 용량> <운전기☞ CPU>

근래에 들어 웬만한 고高사양의 PC는 CPU가 Core2 Quad , Memory가 4GB, HDD

가 500GB(SATA2) 이상으로서,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저가 집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PC는 Sens640 노트북으로서, 윈도우98 OS가 설치되

어 있고, Intel Pentium3의 CPU, 64MB의 Memory, 11GB 용량의 HDD에 불과합

니다만, 업무상 사용하는 데 충분하고 또 익숙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PC의 HDD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량이 어느 정

도인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HDD의 용량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1) Optical Disk Drive. 광학 디스크드라이브 또는 광학 디스크장치로서, CD-R/RW, DVD-R/RW, Combo 또는 Multi 등이 있음.

2) Floppy Disk Drive. 플로피 디스크드라이브 또는 플로피 디스크장치.

3) CPU는 Pentium→Core2 Duo→Core2 Quad로 업그레이드되었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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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구입 시

유의사항

1.3.2

외부설비 

1.3.2.1

포트

1.3.2.2

슬롯

1.3.2.3

멀티카드

슬롯

1.3  PC의 설비와 시스템

131 PC를 구입하면 맨 먼저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파티션  을 나누지 않고

파티션이 1개인 상태로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므로,

꼭 파티션을 필요한 만큼(2.2.3.항 참조) 나누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LG전자, 삼보 등 대형제조업체에서 만든 일부 완제품PC

특히 노트북의 경우에는 미리 윈도우를 설치해서 출시하는 수가 많고, 이 경우 파티

션의 개수와 용량을 마음먹은 대로 나누는 것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점 미리 잘 알

아보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132 데스크탑 PC의 경우에는 주로 PC의 앞면과 뒷면에, 노트북의 경우에는 옆면에

까지 전원버튼과 각종 동작표시등動作表示燈, 포트, ODD, FDD, 슬롯 등이 보기 좋

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321 <인입선 Port☞ 포트> <입력기(Input Tool)☞ 키보드, 마우스 등 입력장치>

포트(Port)는 각종 장치의 연결을 위한 접속구接續口 통칭 소켓(Socket)으로서, PC

에는 프린터 등의 연결을 위한 병렬포트, 팩스 등의 연결을 위한 직렬포트, 모뎀,

USB장치 연결포트, PS/2방식의 마우스와 키보드의 연결을 위한 PS/2포트, 헤드폰

과 마이크 연결포트 등 주변기기나 외부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많은

포트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322 <입력장치의 삽입구☞ 슬롯>

슬롯(Slot)은 각종 장치나 카트리지, 카드 등을 꽂아 사용하기 위한 홈이나 구멍으로

서, 확장슬롯이라고도 합니다. 데스크탑 PC의 경우 ODD는 기본사양으로 대부분 장

착되어 있으나, FDD는 없어지는 추세에 있으며, FDD자리에 대신 각종 카드의 사

용을 위한 멀티카드 슬롯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특별히 PCMCIA카

드를 꽂기 위한 슬롯이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1323 고사양 데스크탑 PC의 경우 SD, MiniSD, MD, SDHC, Mini-SDHC, SMC,

MMC, MS 카드 등 카드별로 슬롯이 장착되어 있어 멀티카드 슬롯이 수십 개가 되

는 PC도 있습니다. 과거 일부 삼성전자 데스크탑 PC의 경우 FDD와 멀티카드 슬롯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멀티카

4) Partition. 하드디스크의 구획된 한 영역으로서, 드라이브라고도 부름.

5) 윈도우 Vista, 윈도우 7의 경우 OS에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윈도우를 설치한 후에도 파티션을 나눌 수

는 있으나(PartitionMagic과 동일한 기능임. 후술 6.3.항), 만들고자 하는 파티션의 개수와 용량에 제한이 있으므로, 꼭 윈도우 설치

시에 파티션을 나누어야 함.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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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시스템

1.3.3.1

OS

1.3.3.2

Registry

1.3.3.3

프로그램

1.3.4

HDD 포맷

드 슬롯을 장착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FDD가 훨씬 쓰임새가 많았고, 이글의 주제인

시스템의 백업·복구에 필요한 부팅 디스켓을 만드는 데는 FDD가 꼭 필요합니다. 멀

티카드 슬롯은 있으면 편리하다는 정도입니다. 

133 <바닥면적☞ 하드디스크의 용량> <170평☞ 170GB> <각종 기기와 설비☞ 각종 프

로그램>

저가 사무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MV50 데스크탑의 경우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170GB인데, 문자로 된 데이터 자료는 300MB 이하에 불과합니다. 사진파일을 합쳐

도 몇 GB에 불과하므로, 하드디스크 용량의 대부분을 사진과 동영상파일을 저장하

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하 PC 시스템의 백업·복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PC의 운영체제를 비

롯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31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는 PC의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서 PC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집단입니다. OS는 CPU의 발전에 맞

추어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왔는데, Microsoft사는 도스(DOS)를 시작으로 윈도우

95/98/Me/NT/2000/XP/Vista/윈도우7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운영체제를 계속

발표해오고 있으며, 2012. 10.말에는 윈도우8이 출시되었습니다. 

1332 <REG☞ 레지스트리(Registry)> 

레지스트리(Registry)는 ‘시스템의 모든 설정 데이터를 모아두는 중앙저장소’입니

다. 윈도우 환경은 프로그램 설치 등의 작업을 할 때마다 바뀌는데, 이렇게 변한 환

경은 자동으로 윈도우의 레지스트리에 저장됩니다. 그리하여 윈도우를 부팅하고 각

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레지스트리에 담겨

있는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1333 <Calculator(계산기計算機)☞ 표계산프로그램인 EXCEL>

PC를 이용하여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하

는데, 대표적인 응용소프트웨어로는 글 등 워드프로세서, 포토샵 등 그래픽프로그

램, 자료관리프로그램인 데이터베이스, 표계산프로그램인 EXCEL 등 스프레드시트

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프로

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134 <냉동기☞ 응용프로그램> <고등어☞ 데이터(자료) 파일>

운영체제(OS. 앞으로는 그냥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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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프로그램

의 삭제

1.3.4.2

데이터도

삭제

1.3.5

파티션이

1개라면

입·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자료(데이터)들은 윈도우의

제어를 받음으로써만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하게 되므로, 윈도우가 PC에 적재되지 않

거나 윈도우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으면 PC로 일을 처리할 수 없고,

응용프로그램이나 자료들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윈도우에 치명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윈도우로 부팅조차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 중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를 포맷

(Format)하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1341 <냉동기 등 기계☞ 각종 프로그램>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면 ‘포맷한 파티션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삭제되므로,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윈도우를 재설치再設置한 후에 삭제된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하여 PC에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1342 <보관물품☞ 데이터(자료) 파일들> <물품보관구역☞ 데이터(자료) 파일들이 저장

된 파티션> <상품성을 잃게 되다☞ 데이터(자료) 파일들이 삭제되다>

같은 이치로 하드디스크(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 중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를 포맷하

게 되면, ‘포맷한 파티션에 저장된’ 데이터(자료)들도 당연히 모두 삭제되고 맙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의 경우와 달리 삭제된 자료들은, ‘포맷하기 전에 백업(Backup)해

두지 않은 한’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들을

외부의 저장매체로 백업 즉 복사해놓는 것은,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 가

능한 일로서, 윈도우로 부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를 외부의 저장매체로 출력

하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135 <공장 내부☞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칸막이로 구분☞ 파티션의 분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쓴다면 즉 파티션을 나누지 않고 1개의 파티션인 C드라이브만

있다면, C드라이브에다 윈도우와 각종 응용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데이터(자료)들

도 같이 저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팅 불능의 사태 발생으로 윈도우를 재설치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중 일부 파티션 즉 ‘자료가 저장

된 파티션을 제외하고,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만 골라 포맷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

라서 C드라이브 전체를 포맷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PC에 저장해둔 자료들도 모두

같이 삭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파티션을 나누지 않고 C드라이브 1개만 사용할 경우, 부팅 불능의 사태발

6)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의 ‘Air Curtain 설비’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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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불가피한

성능저하

2.1.1.1

찌꺼기의

누적

생으로 저장해둔 자료들을 한방에 날릴 위험성이 상존常存합니다. 다른 곳에 백업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이렇게 날리면 암담합니다!

제 2 장  파티션의 분할

2.1  문제발생의 두 유형

211 <공장의 구조 변경☞ 파티션의 분할>

<평면도②의 통신기☞ 인터넷> <농수산물 등☞ 데이터(자료) 파일> 

윈도우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동작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제거하면서 군살이 붙게 되고, 윈

도우가 실행되면서 생긴 찌꺼기 파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2111 제거내지 삭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언인스톨(Uninstall, 제거) 기능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과  , 설치된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언인스톨을 실행하여 제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 등 대형프로그램

들 특히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은 깨끗이 삭제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 결과

위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할 때 문제를 일으키거나, 설치에 성공하더라도 종전의 문

제점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면서 레지스트리(Registry)에 기록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정보’는, 위와 같이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언인스톨할 때 함께 삭제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제거된 후에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항목이 레지스트리에서 완전

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제거된 후

에도 레지스트리 키뿐만 아니라, 파일의 일부와 설정정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

던 폴더 등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이 경우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여   레지스트리에서 ‘삭제된 프로그램과 관련

된 항목’을 일일이 찾아서 수동으로 지워주는 방법이 있으나,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

고 모두 찾아서 지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7)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

8) 시작-실행을 선택하여 ‘실행’ 대화상자가 열리면,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실행됨.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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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실행속도

의 지연

2.1.2

고장

나아가 이러한 남은 레지스트리 항목 이외에도 윈도우는 작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임시파일 등을 만들고, 이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찌꺼기 파

일이나 프로그램의 사용흔적 역시 해당 작업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므로 깨끗하게

삭제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거 및 쓸모없게 된 찌꺼기들의 삭제를 위한 유틸리티들로서,

Your Uninstaller!를 비롯하여 Revo Uninstaller, ZSoft Uninstaller 등 유틸리티

들이 다수 있기는 하나, 완전한 삭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나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에는 가급적 Your Uninstaller!를 이용하도록 하

고, 나아가 위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수시로(또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사용 흔적

이나 윈도우 작업 시 생기는 임시파일 등 찌꺼기 파일들을 한번씩 청소(삭제)해주는

것이 찌꺼기의 누적을 막는데 좋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시스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작

동하기 때문에, 제거하기 힘들거나 제거한다고 해도 일부 레지스트리, 파일 등의 찌

꺼기가 남게 되어, 그 결과 재설치가 어려워지는 등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터블(Portable) 즉 무설치無設置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터블을 사용하더라도 그 설정 데

이터는 자동으로 윈도우의 레지스트리에 저장됩니다. 

2112 찌꺼기의 누적으로 인하여 윈도우의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윈도우의 속도는

점차 느려지게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레지스트리 최적화 유틸리티들로서, 전술한

Your Uninstaller! 등의 유틸리티들 이외에, CCleaner, WinASO Registry Opti-

mizer, LogoutCleaner 등이 있으나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212 이상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나, 다음은 불시에

찾아오는 이상異常 즉 고장으로서, PC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크게 하드웨어에 문제

가 생겨 발생하는 ‘하드웨어적인 에러’와, 윈도우나 응용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발

9) 일례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PC들은 McAfee라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출고되는데, 1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므

로 원하지 않을 경우 제거해야 하나, Your Uninstaller!로도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으며, 인터넷을 뒤져 MCPR.exe를 구하여 겨우 제

거할 수 있었습니다(일부 유명한 안티바이러스 업체들은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앞 버전의 전용 제거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10) 저는 무설치 프로그램 관리툴인 PStart 프로그램(USBpro도 널리 쓰임)을 이용하여 각종 포터블들을 USB 메모리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 시 PC에 USB 메모리를 꽂아 위 포터블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인터넷에 보면 각종 포터블들이 많이 올라와있으므로, 유용

한 포터블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됨). 다른 경우로 외장HDD(2.3.3.항)에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데, 중소업체인 MGTEC사社의 외장HDD에 옵션으로 들어있는 MYSPACE 프로그램 등입니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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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하드웨어

의 고장

2.1.2.2

소프트웨어

오류

2.1.3

시스템

다운

2.1.3.1

해결책 :

HDD포맷

생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21 <물리적인 고장☞ 하드웨어적인 에러>

하드웨어적인 에러는 부품의 접촉 불량, 먼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외로

많습니다. 즉 램 소켓(ram socket)에 램(RAM. 메모리카드)이 잘못 끼워져 있거나,

슬롯에 장착된 카드 등이 헐거워진 경우, 또는 접촉면에 때 등 이물질이 끼이는 등입

니다. 아울러 컴퓨터의 각 부품은 자성을 띄기 때문에 먼지가 쉽게 쌓이고, 먼지가

앉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가 되므로, 하드웨어적인 에러의 한 원인이 됩니다. 

2122 <전자회로의 오류☞ 소프트웨어적인 에러> <OS 교체☞ 하드디스크 포맷 &

윈도우 재설치>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는 크게 윈도우 및 응용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에러와, 바이러

스에 의한 에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의 경우 에러의 원인을 찾

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윈도우가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다시 윈

도우를 설치하는 외에 다른 대안代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최신 백신프로그램이라고 모든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바이러스가 깨끗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경

우에는, 역시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수밖에 없습니다.   

213 <공장의 재가동☞ 시스템의 재시작(리부팅)>

윈도우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오동작을 보인다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실행속도를 느

리게 만들거나, 에러 발생횟수가 높아지는 등 사전事前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그 에러로 인한 현상이 미미하여 보통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또 오류가 발생해도 시스템의 재再시작(리부팅)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되곤 하기 때

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반복되면서   결국 시스템 다운으로 이

어져 시스템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르고 마는 수가 허다합니다.  

2131 <OS 교체☞ 하드디스크 포맷 & 윈도우 재설치> 

<냉동기 등 기계☞ 각종 프로그램> <보관물품☞ 데이터(자료) 파일>

윈도우에 치명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윈도우로 부팅조차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경

11) 하드디스크 포맷으로도 여전히 문제가 남게 되는 Autorun.inf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소식 제53호

에 게재된 저의 글 ‘빈 방들 만들어둡시다!’를 참고바람.

12)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자료(데이터)들의 백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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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피해막심

2.2.1

필요성

2.2.1.1

데이터

보존

2.2.1.2

전제조건

우에는, 하드디스크(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 중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를 포맷

(Format)하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 다운의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윈도우에 각종 찌꺼기가 쌓여서 사용

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느려진 경우와(2.1.1항),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로 인하여 프로

그램의 실행에 자꾸 에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2.2.2.2항), 하드디스크를 포맷

하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면 앞서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과, ‘포맷한 파티션에 저장된’

데이터(자료)들도 모두 삭제되고 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습니다(1.3.4항).

2132 <공장 내부가 C동 1개동으로☞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가 C드라이브 1개의 파

티션으로>

이 경우 하드디스크에 1개의 파티션인 C드라이브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를 포맷하는 과정에서 C드라이브 전체를 포맷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데이터들까

지 같이 삭제되고 만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술한바 있습니다(1.3.5항).

2.2  파티션의 분할

221 <공장 내부의 분할☞ 파티션의 분할> 

<공장 내부☞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동棟☞ 파티션, 드라이브> 

<공장 내부를 2개 이상의 동으로☞ 하드디스크를 2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파티션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두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파티션 분할의 가

장 큰 장점내지 필요성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2211 <보관물품☞ 데이터(자료) 파일> <OS와 기계들☞ 윈도우와 각종 응용프로그램들>

이를테면 파티션을 둘로 나누어 하드디스크를 C와 D 드라이브로 나누고, C드라이

브에는 윈도우와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자료)는 D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되면 이런 위험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C드라이브만 포맷하고 그 곳에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므

로, D드라이브에 저장한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12 <공장시스템의 복제 및 복구☞ PC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하드디스크를 C와 D 드라이브 둘로 나눌 경우, 시스템의 문제발생으로 윈도우를 새

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C드라이브만 포맷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C드라이브의 포

맷으로 C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와 프로그램들이 모두 삭제되므로(1.3.4.1

항), 윈도우를 재설치再設置해야 되고 삭제된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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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개로 분할

2.2.3

4개로 분할

2.2.3.1

파티션의

용량 

2.2.3.2

파티션

개관

PC에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윈도우를 설치하고,

각종 장치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복잡하고 시

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보자가 하기에 만만치 않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웬만큼

PC를 만지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하드디스크 포맷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전

제조건으로 파티션이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뉘어져있어야 합니다. 

222 <후지건축☞ LIFEBOOK N5010 노트북의 제조업체인 후지쓰(Fujitsu)사>

대부분의 PC는 파티션이 나뉘어져있는 경우라도 2개로만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

을 것입니다.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2개로 분할하더라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시

스템의 백업 및 복구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까지 감안하면 2개의 파티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23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사용하게 되면, 각 파티션을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다중 부팅 시

스템의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2231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는 각자 PC의 사용용도를 감안하

여 적절한 개수와 용량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이나, 저의 경우 용량이 170GB인

MV50의 하드디스크를 C와 D, E, F 드라이브 등 4개의 파티션(드라이브)으로 나누

고, 각 파티션의 사용용도를 감안하여 용량을 정하였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170GB을 넘을 경우, 운영체제와 데이터, 복구공간은 아래의

용량으로도 충분하므로, 170GB을 넘는 공간 전부를 E파티션에 할당하면 될 것입니

다. 즉 하드디스크 용량이 300GB라면 E파티션을 200GB로 하면 됩니다. 

2232 <OS실☞ 윈도우와 각종 프로그램 설치 파티션> <제1저장실☞ 문서데이터파일 저

장 파티션> <제2저장실☞ 영화 등 동영상, 음악(MP3 등), 사진 등 멀티미디어파

일 저장 파티션> <복구실☞ 고스트 실행파일과 백업이미지파일 저장 파티션> <

만능회로기판☞ 백업이미지파일> <구식 설비☞ FAT32 파일 시스템> <숨김 공간

☞ 숨김(히든) 드라이브, 파티션>

위와 같이 4개로 나눈 각 파티션을 파티션 명(이름) / 용량 / 볼륨 명   / 파일 시스

13) 삼성전자의 NT-NC10 넷북의 경우 파티션분할 프로그램인 ‘Easy Partition Manager’가 제공되는데, 처음 사용 시 바로 파티션분할

화면이 자동으로 뜨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만들 수 있는 파티션의 개수는 2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4) DOS에서의 인식을 위하여, 각 볼륨 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해야 함.

13)

14)



부산지방변호사회•427

2.3.1 

윈도우

설치 시

2.3.2

추후

필요 시

템 /✽용도의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C:/40GB/SYSTEM/NTFS ✽윈도우와 각종 응용프로그램 설치. 

D:/30GB/DOCUMENT/NTFS ✽문서데이터파일 저장. 

E:/70GB/MULTI/NTFS ✽멀티미디어데이터인 동영상파일과 MP3, 사진 등 저장. 

F:/30GB/BAK/FAT32 ✽고스트 등 복구프로그램이 사용할 공간.

2.3  파티션을 분할하는 방법

231 <냉동공장을 신축☞ PC를 구입> <건축업체☞ PC의 판매업체> <건축주☞ 사용자>

<신식 또는 구식 설비☞ NTFS 파일 시스템 또는 FAT32 파일 시스템>

먼저 PC본체의 파티션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XP의 경우 ‘설치 CD’(또는 ‘시스템 복원 CD’)를 이용하면 파티션 작업과 함께

하드디스크 포맷, 윈도우XP의 설치까지 모두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우선 시모스 셋업에서 ‘CD-ROM 드라이브’를 첫 번째 부팅 장치로 지정한 후, 윈도

우XP 설치 CD를 ‘CD-ROM 드라이브’에 넣고 시스템을 시작하면(즉 PC의 전원을

넣으면) 부팅이 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파티션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데, 작업방법

에 대한 설명이 나오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순서는 기존의 파티션을 삭제하고,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고, 윈도우XP를 설치할 파

티션을 선택해 포맷하고, 최종적으로 윈도우XP 설치화면이 나타나면서 설치작업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232 <공장을 운영해가면서☞ PC를 사용해가면서> 

<OS에 이에 필요한 기능이 내장☞ 윈도우에 ‘컴퓨터 관리’ 도구 기능이 포함>

위의 경우 윈도우XP 설치 CD를 이용하여 파티션 작업을 하면서 PC 본체의 하드디

스크의 일부에다 일단 1개의 파티션 즉 C드라이브만 만들고, 이를 포맷해서 윈도우

XP 및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파티션을 만들 필요

가 생길 때 남은 공간을 ‘컴퓨터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파티션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울러 이미 하드디스크에 여러 개의 파티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컴퓨터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윈도우XP가 설치되어있는 시스템 파티션을 제외한 나머지 파티

션에 대해, 기존의 파티션을 삭제하고 새로운 파티션을 만드는 작업 즉 (파티션의)

삭제, 생성(만들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5) 동영상파일 등이 고용량이므로,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많이 할당한 것임.

16)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고, 아울러 타인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숨김 공간’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음.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해둔 이유는 DOS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용량을 30GB로 할당한 이유는 C파티션의 용량이 40GB

인 것을 감안하면서, 아울러 FAT32 파일 시스템의 경우 최대 파티션 크기가 32GB이하여야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임.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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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외장

HDD

3.1.1

문제를

한방에 해결

시작-제어판-성능 및 유지 관리-관리 도구-컴퓨터 관리를 순차적으로 눌러   ‘컴

퓨터 관리’ 창이 열리면, ‘컴퓨터 관리’ 왼쪽 창에서 컴퓨터 관리(로컬)-저장소-디스

크 관리를 선택하여, 오른쪽 창에 현재 하드디스크의 정보가 표시되도록 한 후 거기

서 파티션 작업을 하면 됩니다. 

‘파티션 삭제’를 할 경우 만일 삭제하려는 파티션이 ‘확장 파티션’이라면, ‘논리 드라

이브’부터 먼저 그리고 모두 삭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하고, ‘주 파티션’은 하드디스크

1개당 4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파티션을 5개 이상 만들고 싶다면 주 파티션을 3개

만들고 확장 파티션을 1개 만든 다음,  확장 파티션에다 논리 드라이브를 2개 이상

만들면 된다는 점만 언급해두겠습니다. 

233 <공장 자체☞ PC의 본체> <이동식 외부 저장소☞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

윈도우XP로 부팅한 상태에서 ‘컴퓨터 관리’ 도구를 이용해, 위와 같이 PC의 본체뿐

만 아니라 PC본체의 USB포트에 꽂아 사용하는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USB 외장

HDD 또는 USB 이동식 하드디스크)에다가도 여러 개의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USB 외장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CD, DVD보다 외장 하드디스크를 사

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1TB(=1,000GB) 이상의 대용량을 가진 외장 하드디스크

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PC본체의 경우와 같이 외장 하드디스크도 파티션을

여러 개로 나누어 파티션마다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할 것이므로 각 파티션의 용량을 모두 달리하여 나누어야 할 것이

고, 최소한 1개 이상의 파티션은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해두어야 합니다(이는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의 사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후술 4.2.2.6.항 참조). 

나아가 도스에서의 인식을 위하여 각 볼륨 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해야 합니다.   

제 3 장  시스템의 백업 · 복구

3.1  백업·복구의 기능 요약

311 <공장시스템의 복제 및 복구☞ PC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의 이

상異常이나 고장은 시스템의 복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7) 또는 바탕화면의 ‘내 컴퓨터’를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빠른메뉴에서 ‘관리’를 눌러도 됨.

18) 확장 파티션은 하드디스크 하나에 1개만 만들 수 있음.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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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해결방법

3.1.3

전제조건

그런데 문제는 PC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하드웨

어의 문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의심하기 전에 맨 먼저 본체의 케이스를 열어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다음, 일단 램 소켓에서 램을 뽑아 소켓과 접촉하는 접촉면의 때를 지우개 등

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정확하게 끼워주고, 슬롯에 꽂힌 카드 등도 같은 방법으로 깨

끗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아가 하드

웨어 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주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312 <OS를 비롯한 기기 및 설비의 전자회로☞ PC의 시스템> 

<만능회로기판에 복제☞ 백업이미지파일로 작성>

PC 시스템의 복구 과정을 살펴보면, 이상異常이 발생한 하드디스크(정확하게는 하드

디스크 중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를 깨끗이 포맷(Format)한 다음, 위 포맷된 하드

디스크에다 앞서 백업해둔 이미지파일을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깨끗한 상

태의) 윈도우와 프로그램으로 재설치再設置(즉 복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 언급된 ‘펌웨어 업데이트’는, PC에서 백업이미지파일을

작성하는 작업(소프트웨어적)을 냉동공장에서 ‘회로기판에다 회로를 복제’하는(새기

는) 작업(하드웨어적)으로 바꾸면서 고심 끝에 차용한 개념인데, eBOOK, 유무선 공

유기, 삼성전자의 GALAXY Tab 10.1 Wi-Fi 등 여러 기기에서 사용됩니다.   

313 <동☞ 드라이브 또는 파티션> <기계 단위☞ 프로그램 단위>

데이터(자료) 파일의 경우, ‘Windows 탐색기’에서 백업할 파일을 선택하고 편집메

뉴에서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하여 백업하게 되나, 윈도우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백업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의 백업·복구 프로그램은 디스크나 파티션 단위로 디스크 전체 또는 파티션

전체를 백업하게 되므로, 논리상 백업할 디스크나 파티션의 안에다 백업(백업이미

지파일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백업·복구 프로그램을 시스템 드라이브(운영체제가 설치된 드라이브, 즉 C

파티션)의 백업·복구용 이외에, 일반적인 데이터파일을 보관하는 드라이브(예컨대

전술한 D, E 파티션)의 백업·복구용으로 사용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나중에

백업 시점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백업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3.2  백업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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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구입 후

바로

3.2.2

백업횟수 

3.3.1

Norton

Ghost

321 <전자회로를 복제☞ 백업이미지파일로 작성>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는 하드디스크를 백업해두었다가 나중에 위

백업해둔 것을 이용하여 백업할 당시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하드

디스크가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백업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PC를 새로 구입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윈도우를 설치하고 인터넷 연

결 및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들만 설치한 상태에서, 바로 백업해두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고 대부분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322 <평면도④ F동 ‘복구실’안의 플로피디스켓☞ 고스트를 이용한 백업이미지파일>

<평면도④ F동 ‘복구실’안의 CD☞ 트루이미지를 이용한 백업이미지파일>

그러나 PC를 사용하다가 시스템을 백업할 경우에는, 가급적 하드디스크를 깨끗한

상태로 만든 다음 백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검사(및 치료)를 하고, 디스크검

사(도스로 부팅해 디스크 검사를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데, 디스크 검사 명령어는

‘scandisk’), 필요하면 디스크조각모음까지 하고, 나아가 윈도우에 쌓인 찌꺼기 파일

이나 프로그램의 사용흔적도 깨끗하게 삭제해주는 등으로(2.1.1항), 윈도우를 가능

한 한 최적화한 후에 백업을 해야 합니다.

백업은 1회로 제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백업 후 PC를 사용하다가 새

로 또는 추가로 백업해두는 것이 가능하고, 나중에 복구할 때 백업한 시점중의 하나

를 선택하여 그 선택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3.3  시스템 백업·복구 프로그램

331 <복제기☞ PC의 시스템 백업·복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시스템 백업·복구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줄여서

고스트(Ghost)라고 부릅니다.

고스트 패키지 버전의 경우 크게는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나뉘고, 개인용 고스트는

고스트 6, 7 등 도스용으로 출시되어 오다가 고스트 2003에서 윈도우용으로 바뀐

후 고스트 9, 10, 12, 14 등으로 버전 업 되어오고 있습니다(고스트 프로그램에 내장

된 ‘고스트 실행파일’에 대해서는 후술함. 4.1.3항). 

19) 그런데 구 버전 고스트의 경우(고스트 2003 이전 버전 및 고스트 2003의 일부 버전) SATA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하드디스크의 제원諸元을 알아야 하는데, 매뉴얼에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PC나 USB 외장 하드디스크

를 분해한 다음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의 표면에서 제원을 확인해야 할 경우까지 있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바, 이 경우

EVERES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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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True

Image

3.4.1 

프로그램

의 설치

3.4.2

GHOST

백업방법

3.4.2.1

호환성의

문제

고스트가 버전 업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 등으로 점차 프로그램이 무거

워지다보니, 갖고 있는 PC의 사양이 최신의 고스트가 요구하는 시스템사양에 미치

지 못하여 구舊 버전의 고스트를 구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332 트루이미지는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데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교

적 적어서, ‘TRUE를 알면 GHOST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면서 트루이미지의 사용을

고집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트루이미지는 9, 10, 11 등으로 버전 업(Up) 되어오고 있는데, 모두 윈도우 버전이

며, SATA방식의 하드디스크를 지원합니다. 

3.4  백업 및 복구 방법

341 고스트나 트루이미지 모두 설치CD를 CD-ROM에 넣은 후 안내에 따라 순서대

로 진행하면 되므로 설치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설치프로그램을 CD가 아니라 이미지파일로 받은 경우에, DAEMON Tools 등 가상

CD-ROM에 물리고 Install 폴더에서 Setup.exe를 클릭하여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

나 에러가 나기도 하므로, Nero Burning Rom이나 Easy CD Creater 등 CD레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D에 구운 다음 CD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342 <입력기(Input Tool)☞ 키보드, 마우스 등 입력장치> <버튼식 입력기☞ 마우스>

<타자식 입력기☞ 키보드> 

고스트를 이용한 백업에 자신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고스트 윈도우모드에서의 백업

방법’ 정도로 검색해보면, 백업과정을 하나하나 화면으로 캡쳐해둔 글이 많이 있으

므로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하 백업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3421 윈도우모드에서 고스트 작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백업과정은 윈도우가 아닌

도스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이유로 최종 백업과정은 자동으로 도스에서 이루어지

게 됩니다.

따라서 도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스트로 백업

해가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장치가 탐지될 경우, [장치정보] 대화상자가 뜨면서

19)

20) 다만 트루이미지 9.0 영문판 버전의 경우에는 컴퓨터 부팅 시 한글이름으로 된 사용자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에는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새로 영어이름으로 된 사용자계정을 하나 만들어 로그인한 다음 영어이름으로 된 사용자계정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21) 고스트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인터랙티브 자습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미리 실습해보아도 좋겠습니다.
22) 윈도우에서 백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윈도우를 켜놓는 것만으로도 윈도우의 파일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원활한 백업이 불가

능하기 때문임.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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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고급설정

3.4.2.3

USB

키보드

윈도우에서 사용 중인 USB나 IEEE1394 장치의 목록과 종류, 상태(경고, 엑세스 가

능 등)를 보여주게 되는데, 장치목록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야합니다. 

그 결과 장비의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면, [고급설정] 대화상자에서 위 장비를 지원

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추가(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보

니 장비의 호환성 문제는 고스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윈도우 모드에서 고스

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가 됩니다.  

3422 예컨대 고스트로 USB2.0을 사용하는 외장 하드디스크로 백업할 경우, [고급

설정] 대화상자의 [외부저장소]섹션에서 알맞은 드라이브(USB2.0 드라이버)를 선

택해주어야 하며, 그 밖에 USB 장치 중에는 [고급설정] 대화상자의 [사용자 파일]

섹션에다 드라이버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423 <USB 타자식 입력기☞ USB 키보드> <USB2.0 인입선 Port☞ USB 포트>

<PS/2 타자식 입력기☞ PS/2 키보드> <PS/2 인입선 Port☞ PS/2 포트> 

USB(1.1) 키보드를 사용하여 백업할 경우, 전술한 [장치정보] 대화상자에서 “USB

키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상태란에서 ‘경고’로 표시됨) ‘BIOS USB 키보드 지원 실

행’ 또는 ‘USB가 아닌 키보드 연결사용’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해결하기 어

려운 난제를 제공합니다. 

PC의 메인보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위 안내에 따라 BIOS에서(즉 CMOS에서)

셋업의 설정값을 변경하여 USB 키보드를 지원하도록 설정하여도 여전히 USB 키보

드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USB가 아닌) PS/2 키보드로 작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데스크탑 PC의 경우에는 대부분 USB 포트 이외에 PS/2 포트가 비치되어

있어서(PS/2 키보드를 PS/2 포트에 꽂아서 사용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노트북의 경우에도 OS와 키보드가 내부적으로 PS/2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UREN V1Plus와 같이 UMPC 등 소형의 PC들은 휴대용 USB 키보드를

USB 포트에 꽂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UREN의 사양에서 보듯이 PC에 USB

포트만 2개 비치되어 있고 PS/2 포트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PS/2 키보드는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USB를 PS/2로 변환시키는 젠더나 컨버

23)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자 특정한 메인보드에서만 통하는 방법

으로서, USB 포트만 비치되어 있는 일부 PC에서 USB 키보드를 이용하여 윈도우모드에서 백업하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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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TRUE

백업방법

3.4.4

무결성

검사

3.4.5

부팅

불능 시

3.4.5.1

고스트의

복구전용

부팅CD

터를 구하여 사용해보았으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PS/2 키보드를 이용할 경우, 고스트로 윈도우모드에서 백업하는 데는 아무

런 문제가 없었으며, 운영체제가 설치된 C파티션을 동일한 PC내에서의 F파티션에

다 백업하는 경우는 물론 잘 되었고, C파티션을 USB2.0을 이용하는 외장 하드디스

크에다 백업하는 경우 역시 [고급설정] 대화상자의 [외부저장소]섹션에서 USB2.0

드라이버를 선택해주는 것만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다. 

343 <평면도⑤의 ‘TRUE 복제물’☞ 트루이미지를 이용한 백업이미지파일>

<USB 광光 버튼식 입력기☞ USB 광마우스>

트루이미지를 이용한 백업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역시 인터넷에서 ‘트루이미지

윈도우모드에서의 백업방법’ 정도로 검색해보면, 백업과정을 하나하나 화면으로 캡

쳐해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고스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PC내에서 한 파티션을 다른 파티션에다 백업하는 경

우는 물론, USB2.0을 이용한 외장 하드디스크에다 백업하는 경우 역시 아무런 문

제없이 잘 되었습니다.  

344 <복제물☞ 백업이미지파일>

최종적으로 고스트와 트루이미지를 이용한 백업이미지파일이 정상적인 파일인지 확

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 설명한대로입

니다. 무결성 검사는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345 <OS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는 경우>

윈도우에 치명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부팅조차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백업해둔 이미지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복구할 도리가 없게 될 것

인바, 이하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3451 <시동기☞ 부팅 디스크. 여기서는 윈도우용 부팅 CD>

<전자식 복구전용 시동기☞ (도스용이 아닌) 윈도우용의 복구전용 부팅 CD>

<GHOST 복구전용 시동기☞ 고스트 복구전용 부팅 CD>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고스트 2003버전까지는 고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스용 고스트 부팅 디스켓’을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4) 이와 같이 ‘윈도우모드에서’ USB2.0 외장 하드디스크에 백업할 경우, ‘도스모드에서’ USB2.0 외장 하드디스크에 백업할 경우에

발생하는 속도저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5.5항).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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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트루의

부팅CD

그 이후의 버전에서는 정품 즉 프로그램설치 CD와 함께 복구전용 부팅 CD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제작사인 Symantec사에서는 시스템 복구에 필요한 도구인 응급복구

디스크(SRD: Symantec Recovery Disk)를 제공하는데, SRD는 구입한 제품버전에

따라 별도의 CD로 제공되거나, 제품(설치) CD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CD를 넣으면 윈도우로 부팅이 되므로, 앞서 백업해둔 이미지파일을 이

용하여 복구하면 되는데, 다만 위 CD로 부팅할 경우 복구만 가능하고 백업은 할 수

없으므로, 윈도우에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스트를 설치한 후 고스트 프

로그램을 실행하여 백업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스트 10버전에서부터는 PC에 설치된 고스트 프로그램에서는 백업만 가

능하고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복구를 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 설치 CD 또는 응급복

구디스크로 부팅하여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452 <TRUE 시동기☞ 트루이미지 부팅 CD> <냉동공장을 가동☞ PC를 부팅>

<평면도⑥의 GHOST 복제물 : 고스트를 이용한 백업이미지파일> 

트루이미지의 경우 정품 즉 프로그램설치 CD를 넣으면 윈도우로 부팅이 되므로, 부

팅 후 고스트와 같이 앞서 백업해둔 이미지파일을 이용하여 복구하면 됩니다. 

나아가 꼭 정품(프로그램 설치) CD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부팅 CD를 제작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부팅 CD 제작은 트루이미지를

실행한 다음, 툴바 또는 메인 윈도우의 왼쪽부분에서 부팅 디스크 제작을 클릭하거

나, 또는 도구 메뉴에서 부팅 디스크 제작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스트와 다른 점은 고스트의 경우 프로그램설치 CD 또는 응급복구디스크로 부팅

하면 복구만 가능하였으나, 트루이미지의 경우 위의 부팅 CD로 부팅한 경우에도 (복

구는 물론) 백업이 가능하므로, 꼭 PC에 트루이미지를 설치하고 트루이미지 프로그

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백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PC에 설치된 트루이미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백업 및 복구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부팅 CD 안에는 ‘Recovery Manager’ 폴더 1개만 달랑 들어있는데, 트루이미지 9.0.

Build 2302버전의 경우 용량은 11.9MB, 트루이미지 10.0. Build 4942버전의 경우

용량은 42MB 정도로서 윈도우Vista를 지원합니다. 위 폴더 1개로 백업·복구 작업

이 가능한 바, 이는 환언하면 Recovery Manager만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정품 즉

프로그램설치 CD 없이도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3.5  트루이미지의 독특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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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보안구역

(ASZ)

3.5.2

시동복구

관리자

(F11)

351 트루이미지에는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 생성 기능과, ‘아크로니스 시동 복구 관

리자’라는 고스트에는 없는 독특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Acronis Sequre Zone)은 디스크와 파티션 이미지를 저

장하기 위해 특별히 숨겨진 시스템 파티션으로서, 디스크의 할당되지 않은 공간 또

는 파티션의 여유 공간에 주로 생성됩니다.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을 생성하려면, 트루이미지 실행화면 창에서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 관리’를 선택한 다음 보안 구역을 생성할 디스크나 파티션을 선택하고, 이어서

윈도우 화면에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보안 구역의 크기는 백업할 디스

크나 파티션의 차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감안하여 크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나아가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을 생성한 후에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더 확

보하기 위해서 보안 구역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거나(증분), 또는 다른 파티션의 공

간이 부족하여 보안 구역을 줄여야 할 필요가 생기거나(감소), 또는 보안 구역이 필

요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삭제), 트루이미지 실행화면 창에서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 관리’를 선택한 다음 크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면 됩니다. 

352 <OS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을 경우>

다음 트루이미지에는 운영체제를 로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아크로

니스 시동 복구 관리자(Acronis Startup Recovery Manager)라는 독특하고도 편리

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PC가 부팅되지 않을 때 등 윈도우가 어떤 이유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 이 관리자

를 이용하여 (손상된 파티션을 이미지로부터 복구하기 위해) 트루이미지를 독립적

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 PC를 켜고 “Press F11 for Acronis Startup Recovery Man-

ager”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 <F11>키를 누르면 아크로니스의 독립모드를 실행하

게 되는 것입니다. <F11>키로 아크로니스의 독립모드가 실행되면 화면에서 안내하

는 대로 백업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PC에 설치된 트루이미지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백업 및 복구를 하는 경우와 화면구성 및 작동법이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크로니스 시동 복구 관리자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이 동작해야(즉 먼저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을 생성해 둔 후라야) 한다는 것과,

아크로니스 시동 복구 관리자를 활성화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은 기본 디스크에만 생성가능하며, 외장 하드디스크 등 동적 디스크에는 생성할 수 없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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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백업장소

3.5.4

TRUE의

문제점

3.5.4.1

안정성

353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을 이용한 백업(및 복구)은 다른 디스크나 파티션 등에다

백업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저장(백업)위치를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파일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외에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에는 트루이미지 이외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없

으므로, 보안 구역에 저장된 이미지파일(백업파일)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오류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354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쓰는 즉 1개의 파티션인 C드라이브만 있는 PC가 많으므

로, 따로 파티션을 나누지 않고도 C드라이브에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을 생성하여 그

곳에다 백업할 수 있다는 것, 거기다 부팅불능 시 부팅 CD 없이도 키보드의 <F11>

키만으로 부팅하여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정성과 호환성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주로

PC의 메인보드의 종류 여하에 따라서 발생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서, 일부 PC에 한

정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PC에서는 잘 되었습니다.  

3541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의 생성과 삭제, <F11>키를 이용한 아크로니스의 작동을

시험해보니 일부 PC에서 이상이 발생하였고, USB 키보드 등 장비의 호환성에도 문

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 UREN 등 일부 UMPC의 경우 ‘invalid partition size’ 메시지가 뜨면서 아크로

니스 보안 구역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UMPC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티션 분

할’이 어렵다고들 하네요. 

나.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이 생성은 되었으나, <F11>키를 이용한 아크로니스 독립

모드의 실행에 장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USB 키보드로 <F11>키

를 눌렀으나 작동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PS/2 키보드의 <F11>키로 아크로니스

독립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만, PC에 PS/2 포트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는 대책이 없습니다(고스트의 경우의, 3.4.2.3항 참조). 

다.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이 생성되었고, USB 키보드의 <F11>키를 이용하여 부팅

도중 ‘Full Version’의 부팅모드까지 선택하였으나, 이후 ‘Bios handoff failed’

메시지가 뜨면서 멈추어 버려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러나 이 경우 애써 만들어둔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요? 위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에 백업해두었다가, 복구 시 사용하면 됩니다.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팅 CD로 부팅하여 복구하면 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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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호환성

라. 아크로니스 보안 구역의 삭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 구역을

삭제할 경우에 ‘삭제할 공간을 되돌려줄 파티션’으로 뺏어온 원래의 파티션 예컨

대 C파티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PC에 따라 삭제한 공간이 C파티션으로

반환되지 않고 ‘할당되지 않음’ 공간으로 생성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티션을 분할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 뜻하지 않은 결과라 조금 찜찜····

3542 트루이미지의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부팅 CD만으로도 백업 및 복

구가 가능한데(3.4.4.2항), 부팅 CD로 부팅하면 첫 화면에서 전체(Full Version) 또

는 안전(Safe Version) 부팅 모드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PC에 한정된 문제이긴 하나, 부팅 CD로 부팅할 경우 안전(Safe Ver-

sion) 모드를 선택해야 아크로니스가 작동되었고, 마우스와 키보드 등 장비의 호환

성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가. 부팅 CD로 부팅할 경우 아크로니스에서는 전체(Full Version) 모드를 추천하나,

전체 모드를 선택할 경우 이후 ‘Bios handoff failed’ 메시지가 뜨면서 멈추어 버

려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3.5.4.1의 다.항). 

나. 이 경우 안전 모드(Safe Version)를 선택하면 되는데, 부팅이 완료되어 화면에

프로그램 창이 나타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USB 광光마우스는 작동이 되는데, PS/2 키보드가 작동이 되지 않네요!

할 수 없이 USB 광(光) 마우스로 백업작업을 진행해나가는데, 키보드가 작동되

지 않다보니 ‘파일명’을 입력하는데서 막혀버렸습니다(‘파일명’을 입력하지 않으

면, <Next> 버튼이 먹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진행 불가).

해결책요? 백업진행과정에서 ‘이미지 위치’(원하는 폴더나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 그 밑을 보면 ‘File name 입력’란이 있고, ‘File name 입력’란의 우측 상단에

보면 ‘’ 비슷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를 클릭해보세요.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H:\MyBackup.tib’식으로 입력되면서 <Next> 버튼이 선택 가능하

도록 활성화될 것입니다. 해결! 그러나 동일한 파일명으로 재차 백업할 수는 없

으므로, 처음 백업할 때에만 유효한 방법. 

다. 위의 경우와 반대로 구형의 Sens 640 노트북에서는 PS/2 키보드는 작동이 되

는데, PS/2 광(光) 마우스가 작동이 되지 않네요.

이 경우 키보드로 백업작업을 진행해나가는데, 이번에는 ‘주석기입(Archives

Comment)’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주석 입력’란은 백업이미지에 관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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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입맛대로

3.6.2

고급유저

4.1.1

장점

을 기입하는 곳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주석 입력’란 안에 커서가 (자

동으로) 들어간 다음에 키보드로는 밖으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온갖 단축키

를 다 사용하면서 ‘주석 입력’란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해보았으나 무용지물이

었습니다. 

해결책요? 예전에 쓰다버린 PS/2 볼(Ball) 마우스를 찾아 쓰니 한방에 해결되었습

니다!

<1998년식 구형 OS☞ 윈도우98> <PS/2 Ball 버튼식 입력기☞ PS/2 볼(Ball) 마우스> 

<USB 이동식 외부 저장소☞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

<평면도⑧의 변환기☞ Windows 98[SE]용 드라이버>

 USB2.0 버전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가진 하드웨어나 저장매체의 경우, 윈

도우XP, ME, 2000의 경우에는 Plug & Play 기능이 있어서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가 필요치 않으나, 윈도우98[SE]의 경우 USB1.1 버전만 지원하므로, 따로 드라이버

를 설치해주어야 USB2.0 버전의 하드웨어나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됨. 

3.6  프로그램의 선택

361 이상은 윈도우모드에서의 시스템 백업(및 복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스트나 트루이미지의 윈도우모드에서의 사용은 호환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자

의 PC에 따라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362 <마니아(mania)☞ 고급 유저(user)>

이상으로 윈도우모드에서 백업(및 복구)하는 방법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좀 더 안

정적인 백업(및 복구)을 위한 도스모드에서의 백업(및 복구) 방법과 커맨드모드에서

의 백업(및 복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 4 장  도스모드에서의 백업·복구

4.1  준비물

411 <기계식 시동기를 이용한 GHOST 작업☞ 도스모드에서의 백업·복구>

이를테면 고스트 2003의 경우 윈도우모드에서 고스트 작업을 하더라도 최종 백업

과정은 자동으로 도스에서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있음은 전술하였습니다(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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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도스용

부팅 디스켓 

항). 그런데 윈도우모드의 경우 백업을 마치고 재부팅하는 과정에서 자체 부트

(Boot) 섹션을 만드는데, 이 경우 오류가 생기면 위 고스트 부트 섹션이 남아있어서

정상적인 부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등의 이유 때문에 안정적인

백업 및 복구를 위해서 도스모드에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밖에 윈도우모드에서 고스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USB 키보드 등 장비

의 호환성 문제도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이점利點이 있습니다.

덧붙여 고스트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PC의 사양이 고스트가 요구하

는 시스템사양에 미흡하여 고스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26) 도스용 고스트

의 경우 아무리 최신형의 도스용 고스트라도 저 사양의 PC에서 잘 작동하므로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412 <냉동공장을 가동☞ PC를 도스로 부팅>

도스모드에서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해서는 도스로 부팅(시동)하기 위한 부팅 디스크

와 도스용 고스트(고스트 실행파일)이 필요한바, 여기서는 도스용 부팅 디스켓(플로

피 디스크)을 제작하여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로 부팅한 다음, 도스용 고스트(고스

트 실행파일)을 실행하여 백업 및 복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PC의 시스템을 도스상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도스의 시스템 프로그램과 명령어

처리기가 주기억장치(ROM과 RAM)에 적재되어야 비로소 작동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PC가 작동될 수 있도록 도스의 내용을 디스크로부터 읽어 주기억장치로 적재시

키는 것을 도스의 부팅(시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스로 부팅이 되면 적재된 시스템

프로그램과 명령어 처리기는 전원을 끌 때까지 주기억장치에 상주常住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도스로 부팅하기 위한 부팅 디스크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도스

부팅용 플로피디스켓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팅 디스켓(Bootable Diskette)은 하드디스크 MBR(Master Boot Record)의 백업

사본을 가지고 있는 디스켓으로서, 하드디스크의 도움이나 존재 없이도 스스로 PC

를 부트(운영체제를 메모리 상으로 적재하는 것)시킬 수 있는 디스켓을 말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윈도우로 부팅할 수 없을 때, 부팅 디스켓을 이용하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즉 A드라이브를 통해 도스로 부팅할 수 있습니다.

26) 제작사인 Symantec사에서 새 버전의 고스트를 출시하면 구 버전은 품절상태가 되어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여러 모로 쓸모가

있는 고스트 2003을 구하려면 정말 애를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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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

4.1.2.2

윈도우 98

부팅 디스켓

4121 <1998년식 구형의 OS가 설치된 공장☞ 윈도우98이 설치된 PC> 

<1.44㎤☞ 1.44MB> <만능회로기판☞ 디스켓(플로피 디스크)>

<회로☞ 파일> <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로☞ 부팅에 필요한 (시스템) 파일> 

윈도우98에서 간편하게 시스템 파일만 복사한 부팅 디스켓(앞으로 시스템 파일 부

팅 디스켓으로 약칭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 역시 윈도우

98은 물론 윈도우XP, 윈도우7 운영체제의 PC를 아무런 문제없이 도스모드로 부팅

할 수 있습니다.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에 디스켓(용량 1.44MB)을 넣고, 바탕화면의 ‘내 컴퓨

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내 컴퓨터’ 아이콘이 열리면 ‘3.5인치 플로피(A)’ 아이콘

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고 빠른 메뉴에서 포맷을 선택합니다. 이어 ‘포맷: 3.5

플로피(A)’ 대화상자가 열리면 포맷형식을 ‘전체’에 ⊙표시하고, 기타 옵션항목에서

는 ‘시스템파일 복사’에 ☑표시한 다음 <시작>을 누릅니다. 포맷이 완료되면 ‘포맷

결과’ 대화상자가 열리는데 <닫기>를 누르고, ‘포맷: 3.5 플로피(A)’ 대화상자로 돌

아오면 다시 한번 <닫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윈도우98의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 안에는 시스템파일인 msdos.sys, io.sys,

command.com과 drvspace.bin 등 4개의 파일이 들어있는데, drvspace.bin 파일은

압축 볼륨 파일을 인식해주는 시스템 파일로서, 부팅에 꼭 필요한 파일은 아닙니다. 

4122 시스템 파일만 복사한 부팅 디스켓 안에는 도스로 부팅하는데 필요한 파일들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해 포맷, 파티션 작업, 디스크 검사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CD-ROM 드라이브를 실행하려면 이에 필요한 파일들을 추

가로 위 부팅 디스켓에 저장해야 합니다. 

윈도우98에서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이용해 손쉽게 위와 같은 용도의

부팅 디스켓 역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설정-제어판을 선택한 다음, ‘제어판’ 창

이 열리면 ‘프로그램 추가/제거’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추가/제거 등

록정보’ 대화상자가 열리면 시동 디스크 탭을 선택한 다음 <디스크 만들기>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크 삽입’ 대화상자가 열리는데,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에 빈

디스켓을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로써 시동디스크 즉 부팅 디스켓이 작성되며,

27)

28)

27) 시스템 파일만 복사한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상황을 ‘리얼 도스모드로 부팅되었다’고 합니다.

28) 시스템 부팅디스켓은 이와 같이 윈도우에서 만드는 것이 편하지만, 도스 프롬프트에서 sys 명령을 사용한 C:∖>sys A: 라는 명령

줄을 이용하거나, format 명령의 ‘/s’ 스위치를 사용한 C:∖> format A:/s 명령줄을 이용하여 시스템 파일을 플로피디스켓에 복사해

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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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디스켓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윈도우98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만든 위의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안에는 도스

로 부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스템 파일(전술한 msdos.sys, io.sys, com-

mand.com)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config.sys, autoexec.bat, for-

mat.com, fdisk.exe, himem.sys, emm386.exe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파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안에 어떤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팅

디스켓을 ‘3.5 플로피 (A:)’ 드라이브에 삽입한 후 ‘3.5 플로피 (A:)’ 드라이브를 열어

보면 되는데, 파일들 중 ‘숨김 파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긴 파일들 모두를 보려면, 먼저 시작메뉴에서 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

윈도우 탐색기를 순차적으로 눌러 윈도우 탐색기를 연 다음, 도구메뉴의 폴더옵션

에서 [보기] 탭을 열어, [파일 및 폴더]에서 ‘⊙보호된 운영 체제 파일 숨기기(권장)’

으로 되어있으면 체크해제 즉 ‘◯보호된 운영 체제 파일 숨기기(권장)’으로 바꾸고,

[숨김 파일] 밑에 ‘⊙숨김 또는 시스템 파일 표시 안 함’ 또는 ‘⊙숨김 파일은 표시 안

함’으로 되어 있다면 ‘◯모든 파일 표시’ 부분을 눌러 ‘⊙모든 파일 표시’로 바꾼 후 <

적용>과 <확인> 버튼을 연이어 눌러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3.5 플로피 (A:)’

드라이브에 담겨있는 모든 파일들이 ‘숨김 파일’을 포함하여 표시됩니다. 

윈도우98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만든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이 시스템 파일 부

팅 디스켓과 다른 차이점은 각종 외부 명령어가 첨부된다는 것인데, 시스템 파일 부

팅 디스켓으로 부팅하면 command.com 내에 있는 내부명령어(dir, copy, type, del,

md, cd, rd, path 등)만 사용할 수 있지만,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에는 그 이외의 여

러 가지 유익한 명령어(format, fdisk, diskcopy, sys, attrib 등)인 외부 명령어들이

같이 들어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명령어를 비롯한 도스에서의 각종 명령

29)

29) 초창기에 오랫동안 헤맨 저의 체험담입니다. 삼성전자의 Sens640(윈도우98 OS임)에서 제작한 위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을 가지

고, 후지쓰의 LIFEBOOK N5010(윈도우XP OS임)을 부팅해보았더니 도스로 부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XP를 부팅하기 위해

서는 윈도우XP OS에서 부팅디스켓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지(가능은 합니다만, 범용汎用은 아닙니다), 아니면 부팅이 되지 않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윈도우98 부팅 디스켓으로 윈도우98 OS 이외에  윈도우XP OS를 도스모드로 부팅할 수 있는지 여부

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뒤졌으나 이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해놓은 글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어디 물어

볼 데도 없고 해서 많이 헤맸습니다.

나중에서야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 중 biling.sys 파일과 mshbios.com 파일(한글 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한글

도스 상태로 만들어주는 램 상주 프로그램들임)이 그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이 되

지 않을 경우에는,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에서 위 파일들을 삭제해주면 대부분 부팅이 될 것입니다[도스 부팅과 한글은 잘 맞지 않

는가봅니다. 그런데 삼보컴퓨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팅 디스켓 작성 파일(*.exe)’을 이용해 만든 부팅 디스켓(4.1.2.3항)의 내

용을 살펴보았더니, 위 2개의 파일이 아예 들어있지 않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으로, 윈도우98은 물론 윈도우XP 나아가 윈도우7 운영체제의 PC도 도스모드로 부팅하

여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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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인터넷서

다운로드

4.1.3

고스트

실행파일

어들의 기능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따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플로피디스켓의 용량이 1.44MB에 불과하여,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에는 비

어있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한 파일을 추가로 플로피디스켓에 집어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을 만든 다음 원하는 작업

에 필요한 파일들을 부팅 디스켓에 복사해 넣으면 됩니다. 

4123 <IN쇼핑☞ 인터넷. Naver, Daum 등> <GG쇼핑☞ Google> <삼보냉건☞ 삼보컴퓨터>

부팅 디스켓 안에 있는 MBR(4.1.2항)은 (윈도우에서) 복사가 되지 않으므로, 부팅

디스켓 전체를 (윈도우에서) 다른 플로피디스켓에 복사하여도 위와 같이 복사한 디

스켓으로는 부팅이 안됩니다. 따라서 도스에서 외부명령인 DISKCOPY를 실행하여

디스크복사를 하거나(diskcopy A: A:), WinImage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복사에 쓰일 원본原本 도스용 부팅 디스크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팅 디스켓이나 부팅 이미지파일이 없을 경우 결국 윈도우98 운영체제가

설치된 PC에서 부팅 디스켓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주위에 윈도우98

이 설치된 PC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PC에서 부팅 디스켓을 만들기가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에서 부팅 이미지파일

(✽.ima)이나, 부팅 디스켓을 만들 수 있는 실행파일(✽.exe)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팅 디스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보컴퓨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팅 디스켓 작성 파일을 이용해 부팅 디스켓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삼보 컴퓨터 홈페이지(trigem.co.kr)에 접속하여 ‘TG SERVICE’

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간 다음 하위 메뉴가 나타나면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클릭

합니다. 이후 ‘PC 부품별 드라이버 조회’를 선택하여, ‘시스템’ 항목에서 ‘부팅 디스

크’를 클릭하고, 부팅 디스크 자료 목록에서 ‘Windows 98 부팅 디스켓’을 클릭한 다

음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413 <Gexe☞ 고스트 실행파일(Ghost.exe)> <㎤☞ MB> 

<냉동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GHOST☞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윈도우용

GHOST 프로그램>

다음 도스용 고스트를 준비해야하는데, 도스용 고스트는 윈도우용 고스트(패키지)

30) 윈도우98 이외에도 윈도우XP/ME/2000 등 버전별 부팅 디스켓 작성 파일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입맛대로 골라서 다운로드 받으면 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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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둘을 결합

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 도스용) 고스트 실행파일(Ghost.exe)로서, 그 1개의 파일로

시스템을 백업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고스트 2003의 경우 용량 0.97MB의 도스용 고스트(Ghost.exe)가 포함되어 있었으

나, 고스트 2003을 마지막으로 개인사용자를 위한 윈도우용 고스트에서는 도스용

고스트가 사라졌으며, 그 이후의 업데이트된 도스용 고스트는 기업용 고스트 솔루

션에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도스용 고스트는 고스트 8.1, 8.2, 8.3, 11 등으로 버전 업(Up) 되어왔는데, 도스용

고스트 8.3   버전은, 윈도우용 고스트 12버전보다 신新버전이 됩니다.

도스용 고스트 11버전은 순수 도스용 고스트인 Ghost.exe와33), 윈도우 도스창 실행

버전인 Ghost32.exe(용량 3.76MB로서, 32비트 운영체재를 위한 것임. 64비트 운

영체제를 위한 것으로는, 용량 7MB의 Ghost64.exe가 있음)34), 이렇게 2가지가 존

재하는데, 2가지 모두 윈도우Vista와    64비트 운영체제,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완

벽하게 지원합니다. 

414 <고스트 자동 실행 시동기☞ 고스트 부팅 디스켓>

이상으로 도스모드에서의 백업 및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즉 도스로 부팅하

32)

31) ✽Ghost 8.3.0. 1331(Nov 28 2005, Build=1331) 용량 1.43MB.
32) 고스트의 버전은 도스용과 윈도우용이 뒤섞여있고, 거기다 개인용과 기업용, 순수 도스용 버전과  윈도우 도스창 실행버전이 나뉘어져

있는 등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음.
33) ✽Ghost 11.0.0. 1502(Dec 4 2006, Build=1502) 용량 1.82MB 

✽Ghost 11.5.0. 2141(Sep 5 2008, Build=2141) 
✽Ghost 11.5_2165 용량 2.21MB

34) 이글은 순수 도스용 고스트인 Ghost.exe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하 윈도우 도스창 실행버전인 Ghost32.exe의 사용방법에 대
해서 설명하겠습니다(Ghost64.exe의 사용방법도 동일함).
Ghost32.exe(이하 그냥 Ghost32로 약칭함)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스트 설치CD를 사용하여 고스트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둘 필
요가 없으며, (C드라이브를 제외한) D드라이브나 F드라이브 등에 Ghost32를 넣어(복사해)두는 것으로 고스트를 사용하기 위한 사
전事前 작업은 끝입니다.
우선 Ghost32는 윈도우용이므로, PC가 윈도우로 부팅되어있는 상태에서(부팅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모드로 부팅해도 됨)
Ghost32를 실행(Ghost32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고스트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제작하여 동 디스켓으로 도스
부팅할 필요가 없으며,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팅순서를 바꾸거나(4.2.1.1.항), 사용드라이브를 변경할 필요도
(4.2.2.항) 없습니다. 엄청나게 편리하죠? 
다음 Ghost32는 도스창 실행버전이므로, 위와 같이 Ghost32를 실행(Ghost32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첫 화면이 도스모드로 뜨게
됩니다(4.2.3.1.항). 이후 도스모드에서의 작업방법에 따라(4.3.항) 백업, 복구 및 무결성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Ghost32만 있으면 (‘글머리에’의 5.항에서 언급한 대로) 돈 주고 고스트 설치 CD를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Ghost32는 윈도우용이므로 PC가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을 경우(3.4.5.항) 특히 안전모드로도 부팅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모드로도 부팅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Ghost32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백업해두고 조그만 이상이라도 생기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그때그때 복구하는 방법으로
Ghost32를 편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나,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윈도우로 부팅할 수 있는 부팅CD를 제작하거나, 윈도우PE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바, 흥미가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35) 윈도우7용 도스용 고스트로는, Ghost 11.5.1.2266 및 Ghost 11.5.1.2269 버전이 추출되어있음.

31)

35)



36) 이 경우 USB용 장치인 USB 메모리나 CD를 이용하여 부팅 디스크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USB 메모

리를 이용하여 부팅 디스크를 제작할 경우 HP USB Tool(HP USB Disk Storage Format Tool)을 구해서 이용하면 되고, CD의 경우

상용화商用化된 Hiren 부팅 CD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USB 외장 하드디스크의 일부 파티션을 이용하여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37) 일단 도스로 부팅이 되면 적재된 시스템 프로그램과 명령어 처리기는 전원을 끌 때까지 주기억장치에 상주하게 되므로(4.1.2항),

부팅한 다음에는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A:)에서 부팅 디스켓을 빼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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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고스트

2003

부팅 디스켓

4.1.4.2

둘을 분리

기 위한 도스용 부팅 디스켓과 도스용 고스트(앞으로는 고스트 실행파일이라고 함)

가 갖추어졌는데, 이제 이 둘을 결합하여 즉 도스로 부팅하는데 필요한 파일들(즉 도

스용 부팅 디스켓에 들어있는 파일들)과 고스트 실행파일을 한 장의 플로피디스켓

에다 함께 넣고 편집하여, 동 고스트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면 바로 고스트가 실행

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4141 고스트 2003에서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바로 고스트가 실행되는 이런) 고스트

부팅 디스켓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디스켓에는 부팅에 필요한 파일과

함께 고스트 실행파일(즉 Ghost.exe)이 복사됩니다. 

제작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데 먼저 윈도우에서 고스트를 실행한 다음 화면 왼쪽에

서 ‘노턴유틸리티’라는 항목을 실행하고 ‘Norton Ghost Boot Wizard’를 선택한 다

음, ‘표준 Ghost 부트 디스크’를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4142 전술한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과 고스트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1장

으로 된 고스트 부팅 디스켓을 제작할 수도 있겠으나, 고스트 실행파일의 용량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스트 2003의 경우 고스트 실행파일(Ghost.exe)의 용량이 0.97MB이어서 부팅에

필요한 시스템 파일과 함께 1.44MB 용량의 플로피디스켓에 넣는 것이 어떻게 가능

하였으나, 고스트 8.3 실행파일의 경우 용량이 1.43MB로서 고스트 실행파일만으로

도 플로피디스켓이 꽉 차게 되고, 고스트 11.0.0의 경우 용량이 1.82MB, 고스트 11.5

의 경우 용량이 2.21MB에 이르기 때문에 고스트 실행파일 1개조차 1.44MB용량의

플로피디스켓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1장짜리 고스트 부팅 디스켓을 제작하려고 고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고스트 8.3 실행파일의 경우에는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다음, 플로피디스크 드

라이브(A:)에서 부팅 디스켓을 빼내고,   그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A:)에다 고

스트 8.3 실행파일이 들어있는 플로피디스켓을 삽입한 다음 고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쓰면 될 것이고, 

② 고스트11 실행파일의 경우에는 USB 메모리에 위 실행파일을 넣어두고, 부팅 디

스켓으로 부팅한 다음 USB 메모리의 드라이브(PC에 따라 드라이브 명名이 다를

것임)로 들어가 고스트를 실행하면 될 것이고,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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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부팅

4.2.1.1

부팅순서

의 지정

③ 예제 PC의 F파티션 즉 F드라이브(BAK)에 고스트 8.3 또는 고스트 11의 실행파

일을 넣어두고,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다음 F파티션(BAK)으로 들어가 고스트

를 실행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하 이글의 설명은 맨 끝 ③의 방법으로 진행

하는 경우입니다.  

4.2  도스모드에서의 고스트 실행

421 <냉동공장을 가동☞ PC를 부팅>

우선 앞서 준비한 도스용 부팅 플로피디스켓을 이용하여 부팅을 해야 하는데, 그러

자면 먼저 시모스 셋업(CMOS Setup)에서 부팅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4211 부팅이 가능한 장치로는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를 비롯하여, 이동식 드라이브(Removal Drives), USB 메모리

(USB: Multi Flesh Reader), USB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삼성전자의 경우 USB:

YE-USB FDD) 등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PC의 전원을 켜면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팅 장치를 차례로 검사한 뒤 부팅에 필요

한 파일이 들어있는 장치로 부팅을 하게 되는데, 만일 플로피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

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부팅장치를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로 지정해야 합니다.

부팅 장치의 순서는 시모스 셋업의 ‘Boot’ 메뉴에서 바꿀 수 있는바, 시모스 셋업의

메뉴와 인터페이스는 바이오스(BIOS)에 따라 다른데, 널리 쓰이는 피닉스 바이오스

(Phinex BIOS)의 경우 PC의 시스템 전원을 켜서 (CPU 정보를 확인하고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화면에 로고가 나타나면 재빨리 키보드의 <F2>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시모스 셋업 메인 화면이 열리면 ← → 키를 이용하여 ‘Boot’ 메뉴를 선택하

고, ‘Boot’ 메뉴화면이 열린 다음 ‘Boot Device Priority’(부팅 장치 순서) 항목을 선

택하면, ‘Boot Device Priority’ 설정화면이 열리고 부팅장치의 우선 순위 목록이 나

타나는데, ‘1st Boot Device’ 항목을 선택하고 ← → ↑ ↓ 등 방향 키, + - 키, Esc

키, 엔터 키, Space 키 등을 사용하여 부팅 장치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플로피디스

크로 지정해준 후, 마지막으로 F10 글쇠를 눌러 바뀐 내용을 저장하고 시모스 셋업

을 종료합니다. 

이제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에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넣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리

38) <F2> 키 대신 Delete, Esc, F10 키 등, 시모스 셋업으로 들어가는 키는 바이오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눌러야 할 키는 대체로 화

면의 왼쪽 아래에 표시됨.

39) 위 키들의 기능은 각 화면의 아래에 표시되므로, 이를 보고 필요한 키를 누르면 됩니다.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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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USB

외장

FDD

4.2.2

사용

드라이브

변경

4.2.2.1

FAT32만

인식

부팅)하면, A드라이브로 부팅이 되면서 A드라이브에 있는 부팅 디스켓을 읽기 시작

합니다. ‘System---’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맨 아랫줄에 프롬프트 ‘A:∖>_’가

나타나면 부팅이 성공적으로 된 것입니다. 

4212 문제는 PC에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Floppy Disk Drive 이하 FDD라고

함)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 FDD가 달리지 않은 PC에서 FDD를 대신할 프

로그램으로 나온 것 중 널리 쓰이는 것이 ‘가상 플로피디스크 프로그램’으로서, 플로

피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그 기능 및 사용법을 찾아서 읽어보

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Virtual FDD는 윈도우용으로서, 윈도우에서 ‘시스템 재시

작’(즉 리부팅)하여 도스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윈도우로

부팅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부팅 디스켓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USB로 PC와 연결되는 USB 외장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USB Floppy

Drive, 약칭하여 USB FDD)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USB:

YE-USB FDD를 구입하여 사용해보니 어느 PC에서도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단 주

의할 것은 시모스 셋업에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로 지정하

면 안 되고, ‘이동식 드라이브(Removal Drives)’나 ‘USB HDD’ 또는 ‘기타 장치’ 등

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22 <F동☞ F드라이브, F파티션>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도스로 부팅을 하고난, 다음 단계는 (고스트를 실행하기 위

하여) 고스트 8.3 또는 고스트 11의 실행파일을 넣어둔 예제 PC의 F파티션(BAK)으

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221 <문패☞ 드라이브 명名, 파티션 명> 

<구식 설비☞ FAT32 파일 시스템> <신식 설비☞ NTFS 파일 시스템>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A드라이브에 넣은 다음 PC의 전원을 켜면, 부팅이 성공적으

로 되어 ‘System---’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맨 아랫줄에 프롬프트 ‘A:∖>_’가

나타납니다. 이제 명령의 수행에 사용하는 드라이브 즉 사용 드라이브를 현재의 A

에서 고스트 실행파일을 넣어둔 F로 변경해야 하는데 A:∖>F:  하더라도,

‘Invalid drive specification’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사용 드라이브가 F드라이브로 변

40) Virtual FDD. 홈페이지인 virtualfdd.com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41) 근자에 고스트2003 설치CD를 PC의 CD-ROM에 넣고 부팅하면, PC DOS(MS DOS의 기능과 동일함)로 부팅되는 것을 우연히 발

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스트2003 설치CD만 있으면, PC에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더라도(CD-ROM은 있어야겠지요), 나아

가 USB 외장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도스로 부팅하여 고스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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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호환성과 관련하여, 외장 HDD를 TV나 네비게이션과 연결하여 외장 HDD 내의 동영상 등을 시청할 경우에도 외장 HDD는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되어야 함. FAT32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파티션을 32GB 이상의 용량으로 포맷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

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4.2.2.2

파일 시스템

4.2.2.3

NTFS의

인식

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도스용 부팅 디스켓이, 윈도우NT 계열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NTFS 파

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서, 윈

도우에서 예제 PC의 C, D, E, F 드라이브(파티션) 중 C, D, E 파티션은 NTFS 파일

시스템을, F파티션은 FAT32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스용 부팅 디스켓

으로 부팅하면 F파티션 밖에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앞의 C, D, E 파티션은

없는 것과 같이 되어 F파티션의 드라이브(파티션) 명(이름)을 C로 붙이게 되는 것입

니다. 

이제 A:∖>C: 하면, 사용 드라이브가 C로 변경되어 프롬프트가 ‘C:∖>-’로 될

것입니다.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여기 즉 도스에서의 C드라이브(파티션)는 윈

도우에서의 F드라이브(파티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4222 <방의 크기☞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브, 파티션의 크기> <32평 이하☞ 32GB 이하>

<물품의 부피☞ 파일의 크기> <4,000㎤ 이하☞ 4GB 이하>

윈도우98은 FAT32 파일 시스템을, 윈도우XP는 FAT32 파일 시스템 또는 NTFS 파

일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NTFS는 나중에 나온 파일 시스템으로서 안정성도 좋고

암호도 걸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FAT32 파일 시스템의 경우 최대 파일 크기

는 4GB, 최대 파티션 크기는 32GB이하以下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호환성인데 FAT32의 경우 도스, 윈도우95/98 등 하위 OS와의 호환성이 좋

으므로, 하위 OS가 달린 PC에서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일이 많을 경우(외장 HDD 등

2.3.3.항)에는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스에서는 원칙적으로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접

근이 되지 않으나, NTFSDOS, NTFS4DOS, NTFSPRO 등 NTFS로 포맷된 하드디

스크를 도스로 읽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스

용 부팅 디스켓(NTFSPRO; NTFSDOS Professional)을 만들어 부팅할 경우, 도스

용 고스트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위 프로그램은 고스트를 사용하려는 데는 별 도움

이 되지 않습니다. 

4223 그러나 일단 고스트 실행파일이 실행되면 드라이브(파티션)의 파일 시스템이

FAT32, NTFS 어느 것이든 가리지 않고 인식합니다. 즉 도스 상에서는 NTFS 파일

시스템의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지만, 고스트를 실행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NTFS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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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파티션

명의 불일치

하더라도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예제 PC와 같이 F파티션(BAK)을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고 그곳에

고스트 8.3 또는 고스트 11 버전의 실행파일을 넣어둔 경우에는, 도스용 부팅 디스

켓으로 부팅한 다음 사용 드라이브를 F로 변경하여 F파티션(BAK)에 들어있는 고스

트를 실행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NTFS 파일 시스템의 드라이브만 있을 경우 즉 예제 PC와 달리 C, D, E, F

파티션 모두가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인데, 플로피디스켓(고스트 8.3)이

나 USB 메모리(고스트 11)에 고스트 실행파일을 넣어두고,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다음 위 저장매체로 들어가 고스트를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USB 메모리가 보통 C드라이브(파티션)가 되지만, A:∖>C:  한 후

C:∖>dir /w 하여 C드라이브(파티션)의 ‘볼륨 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224 이와 같이 도스용 부팅 디스켓이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은 아주 골치 아픈 다른 문제도 일으키는데, 바로 윈도우에서

의 드라이브(파티션) 명과 도스에서의 드라이브(파티션) 명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제 PC의 본체의 경우 드라이브(파티션)가 C, D, E, F 등 4개로 나누어져있는데

(C, D, E 파티션은 NTFS, F파티션은 FAT32), 덧붙여 드라이브(파티션)를 Q, R, S,

T, U, V 등 6개로 나눈 120GB짜리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S파티션은 NTFS, 나

머지 Q, R, T, U, V 파티션은 FAT32)를 준비한 다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결과를 토대로 PC 본체와, 이에 연결된 외장식 하드디스크의 윈도우

에서의 각 파티션이 도스모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막노동의 결과로 탄생한 것으로서, Google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세계 유일의 글입니다. 이렇게 고심한 이유는 커맨드모드에서의 백업.복

구 즉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을 제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PC 본체에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를 연결한 경우,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

여 고스트 백업·복구(이하 백업으로 약칭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속도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여 고스트 백업작업을 진행해

야 합니다. 따라서 PC 본체의 한 파티션에서 본체의 다른 파티션으로 백업하는 경

우에는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PC 본체에서 USB 외장

식 하드디스크로 백업하는 경우에는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는 경우로 한

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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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도스부팅

4.2.2.6

파나소닉

부팅

4225 예제 PC 본체(USB 외장식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의 윈도우에서의

C, D, E, F파티션이,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여 고스트를 실행하면 1:1, 1:2,

1:3, 1:4로 파티션 명이 바뀝니다.

따라서 PC 본체의 드라이브(파티션) 명의 경우, 파티션의 순서는 윈도우에서의 파

티션의 순서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간단합니다. 

4226 다음 예제 PC의 본체에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를 연결한 다음, 파나소닉 부

팅 디스켓으로 부팅하여 고스트를 실행하면, 본체의 파티션 명은 C, D, E, F에서

1:1, 1:2, 1:3, 1:4로 바뀌므로  ,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외장하드의 파티션 명으로서 Q, R, S, T, U, V에서 G, H, 2:6, D, E, F로

바뀌어, 드라이브(파티션) 명이 바뀌고, 파티션의 순서까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이하 이렇게 바뀌는 파티션 명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가.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면 초기화면에 외장하드의 FAT32 파일 시스

템으로 된 파티션의 목록(예제의 경우에는 D, E, F, G, H 등 5개의 파티션 명)

과, 각 파티션들의 용량만 표시됩니다.

그런데 표시되는 FAT32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도 볼륨 명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위 각 파티션들이 윈도우에서의 어느 파티션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할 것인데, 일

차적으로 용량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예제의 경우 하나 남은 NTFS 파티션

(윈도우에서의 S파티션)은 당연히 2:6 파티션이 되겠지요?  

나. 이로써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스트를 실행한 후 백업과정을 중간까지 실

행하여 고스트 화면에서 각 파티션의 볼륨 명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가.항의 방법으로 어느 파티션인지 파악이 되는 하나의 FAT32 파티션에다

(파악이 안 되면 모든 FAT32 파티션에다)    고스트 실행파일인 ghost.exe을 넣

어둔 후 위 파티션으로 들어가 고스트를 실행합니다. 

고스트에서 백업을 실행하여 ‘File name to copy image to(백업 이미지 파일을

43) 1:1, 1:2’ 형식은 고스트에서 파티션을 표기하는 방식인데, ‘1:1’는 PC의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파티션, ‘1:2’은 첫 번째 하드디

스크의 두 번째 파티션이라는 의미임. 1:4 파티션의 경우 고스트 버전에 따라 C, C: 1:4, C: 1.4: 식으로 달리 표시되기도 하나, 이 경

우에도 영문 파티션 명은 어느 버전의 고스트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동일함.

44) 1:4 파티션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이 달리 표시되기도 함.

45)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면,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경우와 같이 PC 본체의 NTFS 및 외장하드의 NTFS 파일 시

스템으로 된 파티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46) 앞서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를 나눌 때, 각 파티션의 용량을 모두 달리하여 나누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2.3.3.항).

47) 외장하드가 모두 NTFS 파티션인 경우에는 PC 본체의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된 파티션에다, PC 본체의 파티션들까지 모두가

NTFS 파티션인 경우에는 USB 메모리에다, 고스트 실행파일인 ghost.exe을 넣어둔 후 위 파티션으로 들어가 고스트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고스트를 실행하기에 앞서 A:∖>C:  한 후 C:∖>dir /w  하여 C드라이브(파티션)의 ‘볼륨 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3)

44)

45)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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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ghost.exe의

실행

4.2.3.1

고스트 실행 

4.2.3.2

고스트

의 옵션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 지정)’ 화면까지 진행한 다음, 그 화면에 있는 ‘Look in’

리스트 박스(List box)에서 드라이브(파티션) 목록과 함께 나오는 볼륨 명을 보

면 됩니다(4.3.2.1.항의 ③). 

다. UREN과 같이 일부 PC의 경우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하면 초기화면까

지는 뜨나 그 후 키보드가 먹히지 않아 고스트로 백업과정을 진행해볼 수없는 경

우가 있어 문제인데, 이 경우 역시 위 가.항에서와 같이 각 파티션의 용량을 보

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써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각 FAT32 파티션별로 그 파티션 내의

고스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백업·복구 단계까지 나가지 않도록 함) 부팅 디스

켓을 여러 개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NTFS 파티션이 2개 이상인

경우 역시, 방법은 있으나 지면관계상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423 앞서 도스로 부팅할 수 있는 도스용 부팅 플로피디스켓을 제작하였고, 플로피디

스켓으로 부팅할 수 있도록 시모스 셋업(CMOS Setup)에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플

로피디스크 드라이브로 지정하였으며, ghost.exe(고스트 실행파일)을 예제 PC의 F

파티션(볼륨 명; BAK)에 넣어두었고, 위 F파티션이 도스에서는 C파티션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로써 사전事前준비절차를 마쳤으므로 C파티션으로 들어가 고

스트를 실행할 단계입니다. 

4231 이제 도스모드로 고스트를 실행할 차례입니다. 먼저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에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넣고 PC의 전원을 넣으면, A드라이브를 통하여 도스로 부팅

이 되면서 프롬프트 ‘A:∖>_’가 나타나게 되는바, 프롬프트 ‘A:∖>_’에 필요한 명령

을 입력함으로써 해당 작업의 실행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C: 하면 사용 드라이브를 A에서 고스트 실행파일이 들어있는 C로 변경

하게 되고, 다음 C:∖>ghost  하면 고스트를 실행하여 도스모드의 고스트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4232 -clone과 -CRC32 스위치를 포함하지 않은 고스트 명령(예컨대 ghost -z9,

ghost -pwd, ghost -split=650 등)은, 해당 스위치 값을 옵션으로 하는 고스트 도

스모드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즉 ‘ghost -z9’라고 명령을 내리면, 고스트 도스모드가 실행되며, 백업작업을 진행

하면서 압축률을 묻지 않고 자동으로 z9 즉 최고 압축률로 백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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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키보드 사용 

4.3.2

항목이동 

‘ghost -pwd’ 식으로 고스트 명령줄에 ‘-pwd’ 스위치를 붙여주고 백업할 때 암호를

걸어놓으면, 백업이미지파일을 사용하여 복구할 때 암호를 물어보게 되므로 다른 사

람들은 절대로 고스트 이미지를 풀 수 없습니다(6.4.4.2항). 

‘ghost -split=650’라고 명령을 내리면, 백업 시 650MB 단위로 자동으로 쪼개져서

백업 즉 저장이 됩니다(예전에 CD에 백업할 때 쓰던 옵션입니다). 

그럼 ‘-split’ 스위치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스트 8.3 이전버전의

경우에는, FAT32 파일 시스템이건 NTFS 파일 시스템이건 모두 2GB 단위로 자동

적으로 쪼개져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스트 8.3 버전부터 백업이미지파일

크기 제한인 2GB가 사라졌으므로, 8.3 버전 이후로는 아무리 큰 백업이미지파일이

라도 1개의 파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4GB로 나뉘어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

데, 그것은 백업이미지파일을 저장하는 파티션이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FAT32 파일 시스템이 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가

4GB이기 때문입니다(4.2.2.2항). 

요약하면 백업이미지파일이 저장되는 파티션이 NTFS 파일 시스템이라면 크기에

제한이 없고, FAT32 파일 시스템이라면 4GB씩 쪼개져서 저장이 됩니다.  

백업이미지파일이 쪼개져서 저장이 되었을 경우, 나중에 복구할 때는 첫 번째 백업

파일인 ‘*.gho’ 파일만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나머지 백업파일들(*.ghs)까지 순서대

로 불러와 복구하게 됩니다(다만 백업파일은 모두 같은 폴더 등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4.3  도스모드에서의 백업·복구 방법

431 <기계식 시동기를 이용한 복제·복구☞ 도스모드에서의 백업·복구> 

<버튼식 입력기☞ 마우스> <타자식 입력기☞ 키보드>

고스트 도스모드의 기본적인 키보드 조작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이 모두로서, 항

목(메뉴) 안에서의 이동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이동은 ← → ↑ ↓ (방향 키)을 통해

이루어지며, 항목 또는 버튼간의 이동은 [Tab] 키를, 항목 또는 버튼간의 이동 시 반

대로 이동하려면 [Shift +Tab] 키를, 항목을 선택하거나 버튼을 실행하려면 [Enter]

키를, 취소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432 고스트 도스모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이며, 기본적으로 항목(메뉴)를 이동하는

방식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고스트가 실행되어 도스모드의 고스트 첫 화면이 나타나면 키보드의 [Enter]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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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백업과정

[OK] 버튼을 눌러 도스용 고스트를 시작합니다. 

4321 이하 단일 파티션을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 PC 본체의 C파티션을 F파

티션에다 백업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디스크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일 파티션을 백업하는 방법과 특별히

다른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① 먼저 논리적인 파티션을 이미지파일로 생성 즉 백업하려면 ‘Local-Partition-To

Image’를 선택해야 하고, 물리적인 디스크 전체를 이미지파일로 생성 즉 백업하

려면 ‘Local-Disk-To Image’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주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Select local source drive by clicking on the drive number’ 화면에서 백업할

파티션이 존재하는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이어서 ‘Select source partition(s)

from Basic drive: 1’ 화면에서 백업할 원본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전체디스크를 백업할 경우에는 백업할 원본 파티션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뜨지 않겠지요.

③ 다음 ‘File name to copy image to’ 화면에서, 백업이미지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주고,

다음 파일 이름(File name)은 도스에서의 인식을 위하여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

하되, 백업이미지파일이 분할 저장될 경우를 생각하여 파일 명은 다섯 글자(예컨

대 urdsk)로 정합니다.

다음 항목인 파일 형식(Files of type)은 고스트 백업이미지파일의 확장명이

‘*.GHO’이므로,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되고,

설명(Image file description) 난은 꼭 입력할 필요는 없으나, 백업하는 PC, 하드

디스크 및 파티션, 백업일자, 기타 정보들을 입력해둠으로써 나중에 복구할 경우

엉뚱한 곳에 복구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백업이 완료되면 성공메시지에서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여 고스트 초기화면

으로 돌아간 다음, <Quit> 버튼을 누르면 고스트가 종료되고, 도스모드의 프롬프

트로 이동됩니다. 이제 A드라이브에서 부팅디스켓을 꺼내고 <Ctrl+Alt+Del> 글

쇠를 누르면 시스템이 재시작되면서 윈도우로 부팅됩니다.

48) 백업이미지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위 화면의 Look in 메뉴를 통해 지정해주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리스트 박스’가 활성화(선택)된

상태로 되어있으므로, Shift+tab 글쇠로 Look in의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를 활성화(선택)한 다음 <Enter> 글쇠를 누르면, ‘리스트

박스’에 PC 본체 및 외장하드의 모든 드라이브가 볼륨 명과 함께 표시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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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복구과정

4322 이하 단일 파티션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 PC 본체의 F파티션에다 백

업해둔 이미지파일을 이용하여 C파티션을 복구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역시 핵심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디스크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일 파티션을 복

구하는 방법과 특별히 다른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① 복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탕화면, ‘내 문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데이

터 파일)들을 다른 곳에 백업해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에 등록해놓

은 사이트들도 백업해둡니다(위 백업파일들은 나중에 복구 후 다시 제 자리로 복

원하면 됩니다).

‘즐겨찾기’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다음 파일-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를 선택한 후 ‘가져오기/내보내기 마법사’에서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합니다. 

② 논리적인 파티션을 대상으로 복구하려면 ‘Local-Partition-From Image’를 선

택해야하고, 백업이미지로부터 복구를 하되 물리적인 디스크 전체를 대상으로 복

구하려면 ‘Local-Disk-From Image’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주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Image file name to restore from’ 화면에서 복구에 사용할 백업이미지파일을

선택하면,   백업이미지파일을 선택함과 동시에 ‘File name’ 항목 난과 ‘Image

file description’ 항목 난에는, 앞서 백업 시 입력했던 파일 이름과 설명 글이 자

동으로 표시됩니다.

④ 이어서 ‘Select source partition from image file’ 화면에서 ‘백업이미지파일 내

에서 복구에 사용할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과 다음 화면의 ‘실제로 복구 작업이 진행될 파티션’화면(Select local
destination drive by clicking on the drive number)이 엄청 헷갈리는데, 예제

49) ‘즐겨찾기’ 백업하기: 먼저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에 빈 디스켓을 넣고⇨ ‘즐겨찾기 내보내기’ 선택 <다음>⇨ ‘Favorites’ 폴더 선택

(즐겨찾기에 등록된 모든 사이트를 통째로 백업할 경우) <다음>⇨ ⊙파일 또는 주소록 내보내기 <찾아보기> *윈도우XP의 즐겨찾

기는 C:\Documents and Settings\사용자 이름\Favorites 폴더에 저장되고, 윈도우98/Me의 즐겨찾기는 C:\Windows\Favorites 폴더

에 저장됨⇨ 책갈피 파일 선택 대화상자에서 저장위치를 3.5플로피(A:)로 지정하고, 파일이름을 bookmark.htm로 수정한 후 <저장

>⇨ <다음>⇨ <마침>⇨ <확인> 

‘즐겨찾기’ 복원하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다음 파일-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선택⇨ ‘가져오기/내보내기 마법사’ <다음>⇨

‘즐겨찾기 가져오기’ 선택 <다음>⇨  ⊙파일 또는 주소록에서 가져오기 <찾아보기>⇨ 책갈피 파일 선택 대화상자에서 ‘즐겨찾기’

파일을 백업해둔 폴더로 이동, 백업한 bookmark.htm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 <다음>⇨ 복원할 폴더를 선택 *‘즐겨찾기’ 전체를

복원하려면 맨 위쪽의 ‘Favorites’ 폴더를 선택하고 <다음>⇨ <마침>⇨ <확인>

50) 앞서 백업 시 ‘File name to copy image to’ 화면에서 백업이미지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주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Look in

메뉴를 통해 백업이미지파일이 저장된 위치로 찾아간 다음, 복구에 사용할 백업이미지파일을 선택하고 <Enter> 글쇠를 누르면 됨.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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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무결성

검사

의 경우와 같이 단일 파티션(OS가 설치된 C파티션)을 백업한 이미지파일을 가지
고 해당 파티션(C파티션)을 복구하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백업이미지파일 내
에서 복구에 사용할 파티션’을 선택하라는 부분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Select source partition from image file’ 화면은 전체 디스크를 복구하
는 경우(도스모드에서는 Local-Disk-From Image, 커맨드모드에서는 restore
또는 load)에는 뜨지 않습니다. 

⑤ 다음 ‘Select local destination drive by clicking on the drive number’ 화면에
서 ‘실제로 복구 작업이 진행될 파티션’이 존재하는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⑥ 이어서 ‘Select destination  partition from Basic drive: 1’ 화면에서 복구 작업
이 진행될 파티션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전체 디스크를 백업했을 경우에는 ‘Select local destination drive by
clicking on the drive number’ 화면에서 ‘실제로 복구 작업이 진행될 하드디스크’
를 선택하면 되고, ‘Select destination  partition from Basic drive: 1’ 화면은 뜨
지 않습니다.  

⑦ 복구가 완료되면 성공메시지에서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여 고스트 초기화면
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나, <Reset Computer>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을 재시작
해줍니다. 만일 미리 A드라이브에서 부팅 디스켓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Reset
Computer> 버튼을 클릭하면, 도스로 부팅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A드
라이브에서 부팅 디스켓을 꺼내고 <Ctrl+Alt+Del> 글쇠를 누르면, 시스템이 재
시작되면서 윈도우로 부팅됩니다.     

433 <복제물☞ 백업이미지파일>
백업이미지파일의 무결성 검사는 윈도우에서 할 수도 있으나, 도스모드에서 하는 것
이 더 정확한바, 고스트 도스모드를 실행한 후, Local-Check-Image File로 들어갑
니다. 이후 ‘Disk image file name’ 화면에서 검사를 진행할 이미지파일을 선택해주
면 되는데,   검사가 완료된 후 ‘Verify ccomplete. Image file passed integrity check’
라는 메시지가 뜨면 해당 이미지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백업이미지파일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 중간에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며, 백업이미

지파일을 새로 생성하라는 ‘Please create a new image’ 문구가 뜹니다.      

51) 같은 이치로 나중에 나올 커맨드모드에서 위 백업이미지파일을 가지고 파티션을 복구할 경우(prestore 또는 pload)에도 src에서

백업이미지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지정해주면서 백업이미지파일 뒤에 파티션을 의미하는 ‘:1’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합니다(예컨대

src=2:6\mvcpt.gho:1). 지면관계상 그 이유는 생략하겠으나, 백업이미지파일을 하나의 하드디스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52) 앞서 백업 시 ‘File name to copy image to’ 화면에서 백업이미지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주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Look in

메뉴를 통해 검사를 진행할 백업이미지파일이 저장된 위치로 찾아간 다음, 검사를 진행할 백업이미지파일을 선택하고 <Enter> 글

쇠를 누르면 됨

5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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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2012

부산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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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진으로 보는 
2 0 1 2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1. 신년인사회(2012. 1. 2.)
2. 정기총회(2012. 1. 16.)
3. 무료급식봉사활동(2012. 2. 18.)

4.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2. 3. 19.)
5. 이사회(2012. 3. 19.)
6. 전국지방회장단모임(2012. 3. 23.)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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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생·파산지원 법률상담 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법률상담 ③ 당직법률제도
④ 무료 법률 상담실 ⑤ 외국인 배우자 법률지원단 ⑥ 중소기업고문법률상담
⑦ 제소전 화해제도 ⑧ 법률 구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 부산은행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
(2012. 3. 26.)

2. 임시총회(2012. 3. 26.)
3. 동의과학대학교와의 산•학 교류(2012. 4. 3.)

4. 캐나다 온타리오변호사회와의 만찬(2012. 4. 11.)
5. 부산지방변호사회 수련회(2012. 4. 11.)
6. 변호사 전문연수교육(2012. 4. 16.)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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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진으로 보는 
2 0 1 2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1.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2012. 4. 23.)
2. 어린이날 기념 아동보호캠페인 후원금 전달(2012. 4. 23.)

3. 어린이날 유공자 대통령 표창(2012. 5. 4.)

1

2

3 3



부산지방변호사회•459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바둑대회(2012. 5. 12.)
2. 상반기 변호사 윤리교육(2012. 5. 14.)
3. 제252차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2012. 5. 14.)

4. 변호사전문연수교육(2012. 5. 21.)
5. 제9회 법률강습회(2012. 5. 16.)

1 2

3 4

5

회장단 및 이사회·상임이사회를 두고 그 보좌 기구는 상설위원회 (윤리위원회·교육위원회·법제위원회·청년특별위원회·법관평가특별
위원회·인권위원회·홍보위원회·국제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공제사업운영위원회·환경특별위원
회·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개인회생·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위원회·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
사단운영위원회 변호사 명예교사운영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회원권익위원회)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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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진으로 보는 
2 0 1 2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1. (사)부산시민재단과 NGO 볼런더어 업무협약(2012. 5. 31.)
2. 부산-후쿠오카포럼 사전모임(2012. 6. 14.)
3.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약(2012. 6. 14.)
4. 제5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도(2012. 6. 14.)

5. 부산광역시치과이사회와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2012. 6. 18.)
6. 프랑스 Meaux town 변호사회장과의 간담회(2012. 6. 25.)
7. 부산지방검찰청, 영남형사판례연구회와 협약체결(2012. 6. 29.)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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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본회 예방(2012. 7. 18.)
2. 무료급식봉사활동(2012. 7. 21.)
3. 제7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2012. 7. 27.)

4. 부산대ㆍ동아대로스쿨 학생회장과의 간담회(2012. 8. 22.)
5. 제3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2012. 9. 20.)

1

3 4

5 6

격월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와 매년 부산 법조가 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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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진으로 보는 
2 0 1 2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1. 제6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2012. 9. 22.)
2. 부산스마일센터 개소(2012. 9. 24.)
3. 변호사 전문연수교육(2012. 10. 15.)

4. 무료급식 봉사활동(2012. 10. 20.)
5. 원로회원 및 역대회장과의 간담회(2012. 10. 20.)
6. 윤리위원회(2012. 10. 22.)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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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변호사와의 간담회(2012. 10. 23.)
2. 해운대구청과의 부동산거래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

(2012. 10. 24.)

3.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2012. 10. 29.)

1 2

3

4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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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진으로 보는 
2 0 1 2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1. 무료급식 봉사활동 참여(2012. 11. 17.)
2. 로스쿨 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2012. 11. 2.)

3.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2. 11. 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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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주조공장 견학 가을산행(2012. 11. 10.)
2. 제10회 법률강습회(2012. 11. 16.)
3. 임시총회(2012. 11. 19.)

4.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후쿠오카 현변호사회와 교류회
(2012.11.26)

5. 변호사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2012.11.26)

2 3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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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현황



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제위원회

인권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총 회

상임이사회

사 무 국상설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지원운영단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이 사 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회원이사 법제이사 교육이사

감 사선거관리위원회 회 장

Ⅰ. 조직과 임원 현황

1. 기구조직표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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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일람표

집 행 부

장준동(회장), 강동규(제1부회장), 이영갑(제2부회장), 강경철(총무상임이사), 

문주호(재무상임이사), 신익철(홍보상임이사), 강경렬(회원상임이사), 전용범(법제상임이사), 

서요한(교육상임이사), 권인칠(감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김주성, 김태기, 김태우, 김태창, 서재옥, 이규학, 이덕욱, 이찬효, 이호철, 장준동, 

정덕관, 정재호, 조갑술, 황  익

이 사 회

장준동(회장), 강동규(제1부회장), 이영갑(제2부회장), 강경철(총무상임이사), 

문주호(재무상임이사), 신익철(홍보상임이사), 강경렬(회원상임이사), 전용범(법제상임이사), 

서요한(교육상임이사), 강현안, 권구철, 김미애, 김성수, 김용민, 金旭泰, 김인일, 김철기, 

김태창, 송문일, 신승기, 신용도, 윤여진, 이경택, 이철원, 이  홍, 임방조, 정재성, 

하만영, 황  익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김태기      부위원장 : 이태환      간사 : 김정열 

상설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이   홍    부위원장 : 이수기    간사 : 이상경

교육위원회   위원장 : 강현안    부위원장 : 신원삼    간사 : 서요한

법제위원회   위원장 : 金旭泰    부위원장 : 허종범    간사 : 전용범

인권위원회   위원장 : 정재성    부위원장 : 노성진     간사 : 이철원

홍보위원회   위원장 : 윤여진    부위원장 : 박행남   간사 : 이경택

국제위원회   위원장 : 신용도    부위원장 : 허상수, 류수열

                 간사 : 이우기(영어), 김미애(일본어), 노홍수(중국어)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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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기춘 부위원장 : 부산대학교 임재호 교수 간사 : 김능칠

■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황  익 부위원장 : 강동규 간사 : 신익철

■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태창 부위원장 : 허명욱 간사 : 문주호

■ 당직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강동규 간사 : 김윤천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영갑 부위원장 : 명호인 간사 : 염정욱

■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 강동규 부위원장 : 김영길 간사 :  김수정

■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 하만영 부위원장 : 조용한 간사 : 강경렬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구철 부위원장 : 한민열 간사 :  임준섭

■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동준 부위원장 :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 간사 : 강경철

■ 변호사명예교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성수 부위원장 : 김  막 간사 : 김용규

■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지원운영단 

단  장 : 이영갑 간사 : 박춘하

■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 강동규 부위원장 : 설승문 간사 : 노정석 

■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진제 부위원장 : 김동훈 간사 : 황주환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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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임원 명부
(2012. 10. 현재)

연 도 회 장 제1부회장제2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회원이사 감 사 감 사 비 고

1948 목순구 유헌열 김용겸

1949 변재성 김장호 김용겸 허만호

1950 박성대 이원배 허만호 배철세

1951 김장호 한봉세 이형규 이창락

1952 목순구 안종년 이형규 조석조

1953 변재성

1954 변재성 안준기 조석조 김종길

1955 목순구 이형규 이태형 조삼제

1956 한봉세 이태진 이태형 김영복

1957 한봉세 김영복 김해생 김중모

1958 이원배 김용겸 김종길 김중모

1959 정한섭 김종길 조석조 김중모

1960 이형규 송병진 김중모 이창락

1961 임수성 조석조 김중모 이창락

1961 이태진 박래흥 김중모 이창락

1962 이태진 박래흥 박인규 이창락

1963 윤명수 이창락 이순백 조삼제

1964 허만호 김달기 이순백 조삼제

1965 장갑윤 최성인 장남수 최익균

1966 박정수 이수원 장남수 최익균

1967 송병진 서윤학 이태우 김지홍 김중모

1968 최성인 김중모 이성호 조재연 최익균

1969 이창락 김지홍 김유곤 황영선 최익균

1970 박래흥 이영호 최익균 장문호 최윤철

1971 황성희 최익균 김종태 최민근 김중모

1972 김달기 이성암 최민근 손중모 김중모

1973 이수원 이강욱 최민근 한정수 김중모

1974 조석조 정운조 석춘재 이흥록 김중모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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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회  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
이사

재무
이사

홍보
이사

회원
이사

법제
이사

교육
이사 감 사 감 사 비 고

2009-
2010 신용도 장준동 강동규

명호인
권인칠 이영갑 이한석

조갑술
이상근 박봉환 권혁근

조갑술 김충희

연  도 회  장 제1부회장제2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회원이사 감 사 감 사 비 고

1975 이성암 김유곤 최민근 손중모 김중모

1976 김중모 이규진 장남수 이흥록 김지홍

1977 김갑찬 강호원 최민근 이흥록 김지홍

1978 한석규 김유곤 손중모 이흥록 김지홍

1979 이영래 최민근 장두경 이흥록 김지홍

1980 이강욱 손중모 이흥록 정차두 김지홍 장문호

1981 이근성 안병희 김광일 노무현 김지홍 장문호

1982 서윤학 석춘재 정시영 정차두 김지홍 장문호

1983-84 최익균 황영선 장두경 노무현 이운조 조석조 최선호

1985-86 정운조 이흥록 김주성 노무현 정시영 최선호

1987-88 최선호 박재봉 조성래 권오탁 정시영 안병희

1989-90 박재봉 김철기 김주성 송문일 이인수 임종선

1991-92 안병희 박준석 허진호 조상흠 박근수 송문일

1993 박영한 김주성 박용석 이원철 박신일 조상흠

1993-94 김철기 석용진 이인수 박윤성 이원철 박옥봉 조상흠 정철섭

1995-96 오장희 조성래 허진호 김대희 최병주 김상국 정철섭 이원철

1997-98 석용진 송문일 손제복 하만영 김용문 김주학 이문성 이원철 최병주

1999-00 허진호 김태기 이세형 하만영 배종근 조용한 조영재 김용문 김백영

2001-02.6 조성래 김용문 김주학 박영주 권기우 하만영 박윤성 배종근 김용대

02.6-2002 손제복 황  익 이원철

2003-04 손제복 황  익 이원철 장준동 조우래 조용한 오규철 김용대 권기우

2005-06 황  익 김태우 신용도 이호철 강동규 장준동
김홍일

조현래 정덕관
이종룡

2007-08 김태우 조용한 장준동 강진영 임경윤 이채문 정재호 오규철 성재영

2011-12.8.
장준동 강동규 이영갑 강경철 문주호 신익철 강경렬 전용범 서요한

정  운 권인칠

2012.8-12 권인칠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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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 회 원 휴 업 회 원 준 회 원 총 합 계

본 원 동 부

47명 21명 521명425명 28명

453명

회 원 12/30 윤두철 회원 [경남회⇒부산회]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108호

전 화 506-1168

학 력
1972년생, 부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
부산대, 사시 42회, 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법
원 국선전담변호사(2009)

회 원 1/19 최강재 회원(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전 화 501-7703

학 력 1980년생, 경남 사천, 해운대고, 부산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1/19 이범주 회원(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전 화 242-9908

학 력 1980년생, 충남 천안, 이화여자고, 동국대, 사법
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1/26 고민삼 회원 [서울회⇒부산회]

주 소 정림빌딩 1109, 1110호

전 화 506-9988

학 력
1964년생, 부산, 제주제일고, 동아대, 제9회 군법
무관, 공군 군사법원장(2005), 국방부 검찰단장
(2008), 공군본부 법무실장(2008)

회 원 1/30 김해영 회원

주 소 한세빌딩 202, 203호

전 화 505-5677

학 력 1977년생, 부산, 개금고, 부산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1 강승호 회원(법무법인 삼덕)

주 소 세헌빌딩 4층

전 화 506-8711

학 력 1979년생, 경남 통영, 경남고, 부산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1 김태형 회원(법무법인 정인)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2층

전 화 911-6161

학 력 1980년생, 울산 울주군, 남산고, 한양대, 사법시
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1 황호진 회원(법무법인 정인)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2층

전 화 911-6161

학 력 1982년생, 부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
부산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4. 회원 현황

5. 2012년도 신입회원

(2012. 10. 31. 현재)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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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1 서창효 회원(법무법인 부산)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406호

전 화 951-7000

학 력 1980년생, 울산, 브니엘고, 부산대, 사법시험 50
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2 남삼식 회원 [경기중앙회⇒부산회]

주 소 로윈타워 901호

전 화 911-4114

학 력
1965년생,서울,성동고,고려대,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군법무관(1991),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1994),대전지방검찰청 검사(1998),인천지방검찰청 부부
장검사(2003),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2006),부산고등검찰청 검사(2010)

회 원 2/14 윤혜주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110호

전 화 506-1168

학 력 1980년생, 경남 거제, 영도여자고, 연세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14 허 정 회원

주 소 재송동 1130-26 3층

전 화 783-5999

학 력 1979년생, 경남 의령군, 혜광고, 한양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15 고영태 회원(법무법인 해인)

주 소 로펌빌딩 7층

전 화 506-5016

학 력
1967년생, 경남 창원, 창원고, 고려대,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육군 법무관(중위) 전역(1996), 부산지방법원 판사(1996),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200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0)

회 원 2/16 박은식 회원(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8층 808호

전 화 506-1761

학 력 1980년생, 전남 신안군, 영흥고, 중앙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16 오창오 회원(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8층 808호

전 화 242-9908

학 력 1978년생, 전북 정읍, 브니엘고, 서울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16 최종우 회원(법무법인 정인)

주 소 부산법조타운 12층

전 화 911-6161

학 력
1961년생, 대구, 대구 영신고, 서울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입사(1984),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2008), 부산고등법원 판사(2009)

회 원 2/17 김희정 회원 [서울회⇒부산회](법무법인 대산)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109호

전 화 502-4300

학 력
1974년생, 서울, 대원외고, 고려대, 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나우리 소속변호사
(2010)

회 원 2/23 황영일 회원(법무법인 진심)

주 소 세종빌딩 1202호

전 화 507-2772

학 력 1971년생, 부산, 부산고, 연세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6 김선웅 회원(법무법인 진심)

주 소 세종빌딩 1202호

전 화 507-2772

학 력 1980년생, 전남 완도군, 부산남고, 동아대, 사법
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2/8 남양호 회원

주 소 정림빌딩 310호

전 화 506-0442

학 력 1969년생, 부산, 부산공업고, 동아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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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28 노태홍 회원(법무법인 청률)

주 소 정림빌딩 401호

전 화 507-1001

학 력
1968년생, 경남 김해, 동래고, 고려대, 사법시험 43회, 사
법연수원 33기, 의정부지방법원 예비판사(2004), 서울중
앙지방법원 판사(2006), 부산지방법원 판사(2011)

회 원 2/29 권재창 회원(법무법인 청률)

주 소 정림빌딩 401호

전 화 507-1001

학 력
1969년생, 경북 예천군, 금성고, 서울대, 사법시험 38회, 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2006), 부
산고등법원 판사(2008),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심의관(2011)

회 원 3/7 류제성 회원 [서울회⇒부산회]

주 소 부산법조타운 1110호

전 화 506-7400

학 력
1975년생, 경남 양산, 금성고, 부산대, 사법시험 43
회, 사법연수원 33기, 국정원(2004), 통일부(2005),
주택금융공사(2007)

회 원 3/9 백성욱 회원 [경기중앙회⇒부산회]

주 소 세종빌딩 1302호

전 화 507-2928

학 력 1978년생, 경북 김천, 남산고, 한국외국어대, 사법
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3/14 김미선 회원

주 소 로윈타워 901호

전 화 911-4114

학 력 1982년생, 경남 합천, 예문여고, 부산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3/20 강호정 회원

주 소 동주빌딩 1103호

전 화 507-6807

학 력
1974년생, 서울, 대전 동방여고, 이화여대,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3),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2005), 창원지방검찰청
검사(2007),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200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2011)

회 원 3/20 안선영 회원(법무법인 청률)

주 소 정림빌딩 401호

전 화 507-1001

학 력 1981년생, 경북 포항, 학산여고, 서울대,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3/26 윤장원 회원(변호사 박용표, 윤장원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정림빌딩 705호

전 화 911-0090

학 력
1961년생, 대구, 달성고, 경북대,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 육군 법무
관(199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199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96), 부산지방
법원 판사(199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5),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08)

회 원 3/29 전종호 회원 [서울회⇒부산회]

주 소 정림빌딩 808호

전 화 507-9293

학 력
1972년생, 경북 의성, 양정고, 부산대, 군법무관 임관(2002),
제9군단 검찰부장(2004), 아프카니스탄 다산부대 법무장교
(2005), 제7군단 법무참모(2009), 제53사단 법무참모(2011)

회 원 4/3 서경진 회원 [서울회⇒부산회](법무법인 솔루션)

주 소 로펌빌딩 801호

전 화 714-1472

학 력
1976년생, 경남 통영, 구덕고, 연세대,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2008),
대한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2010)

회 원 4/12 김렬구 회원(법무법인 로앤케이)

주 소 정림빌딩 6층

전 화 963-0001

학 력 1982년생, 경남 창원, 마산고, 경북대, 사법시험 51
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4/25 이영진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108호

전 화 506-1168

학 력 1982년생, 경남 진주, 창원경일고, 국민대, 사법시
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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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5/21 김묘연 회원 [서울회⇒부산회](법무법인 청률)

주 소 정림빌딩 401호

전 화 507-1001

학 력 1978년생, 부산, 학산여고, 서강대, 사법시험 51
회, 사법연수원 41기

회 원 6/29 성락인 회원 [경남회⇒부산회]

주 소 부산법조타운 305호

전 화 501-0009

학 력 1979년생, 경남 거창, 부산동고, 부산대,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38기

회 원 9/24 서은경 회원

주 소 세종빌딩 1105호

전 화 507-9030

학 력 1983년생, 경남 남해, 학산여고, 연세대, 전남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강민석 회원(법무법인 좋은)

주 소 세종빌딩 8층

전 화 505-0800

학 력 1980년생, 부산, 금정고, 부산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이경민 회원(법무법인 재유)

주 소 세종빌딩 1002호

전 화 502-3210

학 력 1976년생, 경남 진주, 부산진고, 연세대, 부산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임규영 회원(법무법인 세헌)

주 소 부산법조타운 508호

전 화 507-5507

학 력 1981년생, 부산, 거창고, 한국외대, 동아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강성원 회원(법무법인 현승)

주 소 정림빌딩 1306호

전 화 507-6700

학 력 1975년생, 경남 밀양, 남산고, 연세대, 부산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이  진 회원(법무법인 현승)

주 소 정림빌딩 1306호

전 화 507-6700

학 력 1979년생, 부산, 지산고, 부산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한예슬 회원(법무법인 현승)

주 소 정림빌딩 1306호

전 화 507-6700

학 력 1985년생, 경북 포항, 포항여고, 고려대, 부산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강민경 회원(법무법인 금해)

주 소 세종빌딩 1306호

전 화 505-0083

학 력 1975년생, 부산, 순천여고, 서울대, 동아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조형준 회원(법무법인 해원)

주 소 동주빌딩 7층

전 화 507-0532

학 력 1979년생, 경북 포항, 남산고, 부산대, 부산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4 윤재경 회원(법무법인 해원)

주 소 동주빌딩 7층

전 화 507-0532

학 력 1982년생, 부산, 경남여고, 고려대, 부산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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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9/24 박정언 회원(법무법인 금정)

주 소 로윈타워 3층

전 화 506-1400

학 력 1980년생, 경남 합천, 부산외고, 부산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5 박재현 회원

주 소 동주빌딩 1203호

전 화 503-0037

학 력 1974년생, 대전, 중동고, 고려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5 이용민 회원(법무법인 청해)

주 소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전 화 244-9697

학 력 1983년생, 경남 김해, 용인고, 부경대, 경북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6 최희원 회원(법무법인 지평지성)

주 소 정림빌딩 601호

전 화 502-2008

학 력 1976년생, 경남 창원, 마산 합포고, 이화여대, 부
산대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6 서주연 회원(법무법인 지평지성)

주 소 정림빌딩 601호

전 화 502-2008

학 력 1984년생, 부산, 부산여고, 이화여대, 부산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6 한세영 회원(법무법인 대산)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109호

전 화 502-4300

학 력 1983년생, 부산, 남산고, 경희대, 동아대법학전문대
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8 신우철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 208호

전 화 506-6623

학 력
1949년생, 부산, 부산고, 서울대, 사법시험 20회, 사법연수원 10기, 부산지
방법원 판사(1980), 부산고등법원 판사(199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지원장(200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0)

회 원 10/2 이성숙 회원(법무법인 세진)

주 소 협성법조빌딩 705호

전 화 507-3289

학 력 1979년생, 전남 해남, 조선대여자고, 전남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2 배소민 회원(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8층 808호

전 화 506-1700

학 력 1983년생, 부산, 혜화여고, 부산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2 배구량 회원(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전 화 501-7703

학 력 1977년생, 부산, 부산고, 서울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5 진기룡 회원

주 소 로윈타워 4층

전 화 506-7500

학 력 1979년생, 경북 청도, 대구 경북고, 고려대, 동아
대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9/25 최재원 회원(법무법인 청해)

주 소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전 화 244-9697

학 력 1981년생, 부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전북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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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10/2 전보경 회원(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전 화 242-9908

학 력 1984년생, 경남 의령, 은광여고, 이화여대, 부산
대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2 김명주 회원(법무법인 하늘)

주 소 부산법조타운 903호

전 화 504-1300

학 력 1979년생, 울산, 금정고, 부산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4 김세윤 회원(법무법인 청률)

주 소 정림빌딩 401호

전 화 507-1001

학 력 1979년생, 부산, 부산여고, 서울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4 고주연 회원(법무법인 하늘)

주 소 정림빌딩 904,905호

전 화 949-9897

학 력 1982년생, 경남 거제, 부흥고, 부산대, 부산대법
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4 정회석 회원(법무법인 정인)

주 소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전 화 911-6161

학 력 1977년생, 경남 하동, 금성고, 서울대, 동아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4 배소현 회원(법무법인 정인)

주 소 부산법조타운 12층

전 화 911-6161

학 력 1985년생, 부산, 부산외고, 이화여대, 이화여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4 김주향 회원(법무법인 진인)

주 소 로윈타워 907호

전 화 503-8181

학 력 1982년생, 울산, 경혜여고, 부산대, 동아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4 홍지은 회원(법무법인 다율)

주 소 동주빌딩 14층 

전 화 506-7227

학 력 1974년생, 부산, 삼성여고, 부산대, 영남대법학전문대
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5 최보영 회원(법무법인 청률)

주 소 정림빌딩 401호

전 화 507-1001

학 력 1985년생, 경남 사천, 부산외고, 부산대, 부산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5 김창오 회원

주 소 로윈타워 402호

전 화 506-2009

학 력 1977년생, 경남 양산, 동아고, 경북대, 동아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2 주창열 회원[충북회→부산회](법무법인 청해)

주 소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전 화 244-9697

학 력 1975년생, 전남 여수, 영훈고, 홍익대, 충북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4 박기호 회원(법무법인 청률)

주 소 정림빌딩 401호

전 화 507-1001

학 력 1981년생, 부산, 부산동고, 성균관대, 부산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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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10/8 윤석종 회원(법무법인 좋은)

주 소 세종빌딩 8층

전 화 911-5110

학 력 1976년생, 대구, 덕원고, 영남대, 동아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8 한창재 회원

주 소 정림빌딩 509호

전 화 507-7005

학 력 1982년생, 부산, 남일고, 서울시립대, 동아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9 이민정 회원

주 소 세종빌딩 1301호

전 화 505-4321

학 력 1981년생, 대구, 한영외고, 이화여대, 동아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10 김문경 회원

주 소 한세빌딩 301호

전 화 507-2883

학 력 1983년생, 부산, 동여자고, 부산대, 부산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11 강승주 회원(법무법인 삼양 )

주 소 중구 중앙동4가 89-1

전 화 463-7801

학 력 1981년생, 부산, 대동고, 연세대, 부산대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17 박종훈 회원

주 소 세종빌딩 602호

전 화 951-6262

학 력 1983년생, 부산, 남산고, 포항공대, 부산대법학전
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10/17 김종대 회원 [서울회→부산회](법무법인 국제)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8층 808호, 2층 205호

전 화 257-0044

학 력
1948년생, 부산, 부산고, 서울대, 사법시험 17회, 사법연수원 7기, 부산지방법원
판사(1979), 통영지원장(1991), 울산지원장(1996),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1999),
부산동부지원장(2001), 창원지방법원장(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2006)

회 원 10/18 위은숙 회원(법무법인 청해)

주 소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전 화 244-9697

학 력 1974년생, 전남 여수, 순천여고, 연세대, 한양대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4/16 박재우 회원(법무법인 진앤김)

주 소 재송동 센텀 IS타워 1804호

전 화 784-0022

학 력
1970년생, 경북 김천, 김천고, 서울대, 사법시험 35
회, 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 개업
(2001), 변호사 휴업(2005)

회 원 5/30 정상수 회원(법무법인 좋은)

주 소 세종빌딩 8층

전 화 505-0800

학 력 1956년생, 서울, 동래고, 고려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개업(1989)

조직과 임원 ▼

6. 2012년도 재개업회원



480•제30호 부산법조

7. 2012년도 휴업회원

회 원 12/20 김적승 회원

사 유 질병

회 원 1/30 정상수 회원

사 유 질병

회 원 3/21 조열래 회원

사 유 기타

회 원 3/23 박민식 회원

사 유 공직임용 - 국회의원

회 원 5/4 김웅지 회원

사 유 공직임용 – 공증인

회 원 5/30 김도읍 회원

사 유 공직임용 – 국회의원

회 원 6/20 문재인 회원

사 유 공직임용 – 국회의원

회 원 10/12 최번영 회원

사 유 기타

회 원 10/24 박재영 회원

사 유 사내변호사

조직과 임원 ▼

8. 2012년도 소속변경 회원

회 원 3/2 임정은 휴업회원

사 유 부산회 → 인천회

회 원 12/13 정의훈(鄭義訓)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4/5 조성래 회원 

사 유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3/5 이혜연 회원

사 유 부산회 → 충북회

회 원 6/20 문지영 회원

사 유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4/13 최거훈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7/26 오창오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6/27 권오성 회원

사 유 부산회 → 광주회

회 원 9/25 공현필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8/16 박철수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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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임원 ▼

회 원 10/10 양현준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10/10 이경호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10/12 이강진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울산회

회 원 10/11 김주학 휴업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10/24 김민호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10/15 이재영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경남회

9. 2012년도 사망회원

회 원 2/5 이규진 회원 회 원 3/23 김선옥(1938년생) 회원

회 원 8/10 정  운 회원 



11. 회원 연령별 현황
2012. 10.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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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임원 ▼

구 분 인 원 회 원 명
81세이상 8명 김용묵, 조재연, 장남수, 강호원, 이성호, 금동우, 최익균, 김석주

76세~80세 13명 김운태, 박우재, 김태조, 이기태, 석춘재, 박재봉, 조수봉, 황진호, 임종선, 이인수, 황영선,
손성대, 윤경현

71세~75세 26명
문종술, 오장희, 하양명, 박경구, 안병희, 석용진, 박근수, 이규학, 고왕석, 최장락, 김주성,
안석태, 김상준, 황규정, 안상돈, 김철기, 이운조, 권연상, 손홍익, 송문일, 권오탁, 조건오,
김  열, 신영길, 손제복, 박준석

66세~70세 10명 정시영, 박국홍, 곽종석, 박신일, 이  홍, 정창환, 안승군, 허진호, 주대경, 황  익

61세~65세 31명
김시승, 강문종, 김태기, 이찬효, 정종우, 김문수, 고종주, 장  호, 이강남, 김종대, 조상흠,
정노찬, 최희수, 홍광식, 이재호, 정영천, 이세형, 이영석, 신우철, 박옥봉, 조진제, 김진영,
박용수, 김용문, 조봉국, 김영수, 하영곤, 권건우, 진병춘, 신창수, 한기춘

56세~60세 40명
황종국, 최중식, 심연택, 정호석, 안영문, 조정래, 이기중, 김대희, 신용국, 박권병, 허상수,
이우기, 조현래, 김태우, 나병영, 신용도, 배종근, 이동준, 김영욱, 서재옥, 金眞洙, 장원용,
金旭泰, 이원철, 엄호성, 강현안, 류수열, 장수복, 박성웅, 오규철, 정상수, 신동기, 강창옥,
권기우, 김용대, 조한욱, 김중확, 권태하, 김종기, 김백영

51세~55세 62명

정덕관, 박성철, 성재영, 이남열, 정희장, 유정동, 이덕만, 하만영, 김동훈, 장희석, 이태환,
김영곤, 김정우, 허태군, 최병주, 조영재, 최상은, 전영빈, 유상순, 이중섭, 김성수, 김영흠,
김호남, 최해종, 조갑술, 정재호, 윤여진, 정의훈, 유기준, 박봉환, 박종규, 李泰源, 이문성,
정양진, 이학수, 김능칠, 김영길, 이종룡, 강경렬, 허종범, 조용한, 허명욱, 정재성, 박영주,
김태창, 신용수, 최현우, 이수기, 윤태영, 윤장원, 임경윤, 최종우, 강동규, 장준동, 정세진,
이강민, 김근수, 오세화, 서영화, 박영근, 송관호, 장흥민

46세~50세 61명

김진기, 류도현, 변영철, 고경우, 이명화, 설승문, 노성진, 권인칠, 문주호, 박흥모, 양기열,
신원삼, 정연수, 천정규, 김재홍, 황진효, 김  막, 김충희, 기성욱, 박성기, 이영갑, 박용표,
고민삼, 윤근수, 김경호, 고재민, 최성주, 이상근, 신창원, 김창수, 이재홍, 예인수, 金眞守,
이채문, 신익철, 여태양, 정재훈, 이성훈, 김동인, 김진룡, 이상경, 명호인, 이승기, 배경렬,
노홍수, 문덕현, 서요한, 김도현, 남삼식, 신승기, 이한석, 최창용, 이용운, 정태용, 조성제,
박춘하, 조충영, 이철원, 방철수, 강진영, 정지훈

41세~45세 58명

윤봉근, 이덕욱, 김인일, 하석철, 고영태, 김윤천, 김영준, 원대희, 김외숙, 윤재철, 李晳宰,
박성호, 김용규, 권혁근, 유주연, 강종률, 감덕령, 이호철, 김상근, 최영효, 조영국, 김정열,
한원우, 정인권, 노태홍, 송대원, 노정석, 김동진, 남양호, 한민열, 윤여준, 박행남, 김선옥,
권구철, 김미애, 권재창, 박현준, 김길수, 김영학, 김현영, 황태영, 최의곤, 백중현, 박재우,
오주석, 전정숙, 노규동, 김석현, 박상욱, 조휘열, 황영일, 염정욱, 박원환, 이윤근, 윤기창,
황주환, 강경호, 이정민

36세~40세 63명

정판희, 백진규, 이남길, 신상효, 李碩宰, 임방조, 이찬호, 윤두철, 권승형, 송대진, 전종호,
정해영, 전용범, 박기득, 李泰杬, 손정우, 임호택, 권우현, 박호영, 이경우, 이준채, 이정의,
강경철, 박기원, 신유천, 박재현, 박지형, 진동열, 이연주, 위은숙, 고준석, 김희정, 이성문,
손범식, 홍지은, 김수정, 황교훈, 강호정, 김훈태, 김재원, 김용민, 김상협, 최병일, 강민경,
류승용, 김병준, 주창열, 우굉필, 류제성, 진혜정, 강성원, 이무훈, 이경택, 최희원, 서충식,
윤석종, 이  성, 김영주, 백상욱, 서경진, 박일행, 이경민, 박중규

31세~35세 59명

金昱泰, 천동진, 강영수, 김해영, 배구량, 이성렬, 박문학, 정필승, 김대수, 이재규, 이대성,
박규택, 이상훈, 정회석, 김창오, 박지현, 백성욱, 문탑승, 이유경, 채동우, 김묘연, 임재인,
임준섭, 강승호, 성락인, 진기룡, 이완수, 허  정, 황민호, 박보영, 조희찬, 김세윤, 천영준,
이  진, 최형석, 이성숙, 김명주, 조형준, 황현구, 윤혜주, 이범주, 김성일, 강민석, 서창효,
김선웅, 박은식, 최강재, 이기웅, 박정언, 김태형, 유득열, 임규영, 최재원, 고지현, 박기호,
안선영, 강승주, 이민정, 최세라

30세 이하 22명 고주연, 윤재경, 김렬구, 황호진, 김주향, 이영진, 한창재, 김미선, 한세영, 홍수진, 이용민,
배소민, 박종훈, 김문경, 황지현, 서은경, 박주영, 전보경, 서주연, 한예슬, 배소현, 최보영

계 453명 평균연령 49.0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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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현황

1.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1) 목적

과중한 빛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과중채무자들로 저렴한 변호사비용으로 개
인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 채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2) 이용방법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개인회생·
파산 지원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변호사 및 변호사비용 등 절차 안내

(3) 접수처
부산지방변호사회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4) 변호사 보수   
① 개인파산 : 45만원(부가세 별도)
② 개인회생 : 60만원(부가세 별도)
※ 단,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등은 별도 부담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될 수도 있음.)

(6) 이용절차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 (법원 맞은편 건물 10층)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이용신청서 접수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비치)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명부에 의한 안내 (순번)

지원변호사단 면담 후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2.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1) 목적

2,000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재판 전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50만원)으로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2) 운영내용
① 사건종류 : 2,000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
② 관할법원 : 부산광역시 관내 법원
③ 비    용 : 변호사 보수 50만원(부가세 및 인지대, 송달료 별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산은행에서 25만원 지원
④ 후원은행 :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051-504-2531)
⑤ 문의전화 :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051-506-8500)

(3) 이용절차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 (법원 맞은편 건물 10층)

민사소액사건 이용신청서 접수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비치)

변호사 안내(순번) (이용절차 및 비용 설명후 변호사 안내)

변호사 상담 (법률사무소 방문 - 이용신청서 지참)







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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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직변호사제도

(1) 목적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아래 전화 또
는 팩스로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
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
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의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

※ 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

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당직변호사제도 운영 및 이용방법
① 당직변호상황실 연락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4, 팩스 051)506-8511

② 당직변호사의 업무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4. 무료법률상담

(1) 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씩 매일 돌아가며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민사·형사·가사·상사·행정 등 법률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제도

(2) 상담장소
① 부산지방법원 2층 무료법률상담실(211호, 212호)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3:00∼15:00까지 운영(번호표 배부)
② 동부지원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13:00∼15:00까지 운영(선착순)

※ 법률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증빙서류, 관련문서)를 지참하시면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5. 이주민법률지원단

(1) 목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이

주민법률지원단」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적 조력활동’, ‘이주민에 대한 법률원

조의 요청’,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위한 법률지원제도 

(2) 이용방법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시면 담당변호사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주민법률지원단의 담당변호사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입니다. 단, 담당변호사를 변

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이주민법률지원단 연락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6.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1) 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기업 경영상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8일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처음 발족한 이래,

2007년 4월부터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하여 「중소

기업고문변호사단」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1기업 · 1고문변호사제’로 더욱더 질적인 법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2) 가입방법
•자격요건 :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일반사업자
•연  회  비 : 10만원(50만원 중 신한은행이 40만원 지원)
•신청장소 : 신한은행 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소기업회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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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절차
•이용대상 : 기업회원사 임직원 및 그 가족
•상담범위 : 기업관련 법률상담 및 개인과 관련한 모든 법률상담
•상담장소 : 고문변호사 사무실
•상담방법 : 방문예약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상담

(4) 법률강습회 
매년 2회 실시(기념품 제공)

7. 제소전화해 제도

(1) 목적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제기 이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

독 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송달

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2) 장점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소제기 이전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
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미리 화해신청을 하
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 놓으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습
니다. 

(3) 절차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사
건 선임을 의뢰하지 않고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시면 본회에서



공영제로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화해사건은 접수에서
화해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약 6주~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약 4주
~5주 후에 화해조서정본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 위 소요기간은 법원 해당재판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이용방법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 접수
접수시간 : 월~금요일 09:00 ~ 18:00 
연락처 :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5) 구비서류
①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지시가확인서 또는 토지대장,
임대 층 평면도(층 일부일 경우) 각 1통 

② 토지인도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1통 

③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가등기권리증사본, 
매매계약서사본(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각 1통

④ 공유물분할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각 1통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도장 지참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지참

8. 법률구조 제도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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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줌으로
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2) 이용절차
①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지방변호사회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
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구조신청 가능
③ 법률구조신청에 의해 법률구조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

이 인정되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우선 비용을 지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
행해주고,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대체 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단, 다음의 경우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
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
- 형사사건
- 패소한 사건
- 소송비용의 상환 및 회수가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부산지방변호사회 비치) 1부
- 법률구조사건소송비용 상환 약정서(부산지방변호사회 비치) 1부
- 사건관련 자료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세목별과세증명원(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1부
- 소득증명원(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자영업자) 1부
- 재산관계진술원 1부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일 경우)

(4) 법률구조대상자
-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5)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형사·행정·가사·헌법소원 등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

※ 다만,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

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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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종기관의 위원 위촉현황

순번 추천일 의뢰처 직 책 추천인

1 12/2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임원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정 TF 구성원 강경철 회원

2 12/21 KNN시청자위원회 2012 KNN시청자위원회 위원 이기중 회원

3 1/27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준비 실무협의회 위원 하만영 회원

4 1/30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인터뷰 대상자 강동규 회원

5 2/3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후보 하만영 회원

6 2/7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조사위원 이호철 회원

7 2/13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추천

8 2/1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이종룡 회원

9 2/23 부산고등법원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정태용 회원

10 2/28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능교육기부자 이덕욱 회원

11 3/1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 위원 하만영 회원

12 3/1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법인 성우학원 임시이사 후보자 설승문, 조영재 회원

13 3/26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14 4/10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신임이사 신창수 회원

15 4/12 부산광역시교육청 면접위원 김성수 회원

16 4/19 고시동지회 51대 고시동지회 지부장 및 간사 지부장 : 장준동회원,
간사 : 강경철회원

17 4/19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강동규 회원

18 4/1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김선옥 회원

19 4/23 부산진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박규택 회원

20 4/23 부산진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김영욱 회원

21 4/30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김재홍 회원

22 4/30 장림여자중학교 진로체험의 날 강사 권구철 회원

23 4/30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강경철 회원

24 5/10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김미애 회원

25 5/24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강호정 회원

26 5/25 부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김재원 회원

강동규, 권승형, 김인일, 신용도,
오규철, 정태용, 정해영, 조갑술회원

강경철, 김동진, 문덕현, 
이덕욱, 정해영  회원



27 5/30 기장군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김용규 회원

28 6/7 부산진구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오주석 회원

29 6/1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전문위원회 위원 최중식 회원

30 6/26 부산기계공고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공모 관련 심사위원 손정우 회원

31 7/13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진동열 회원

32 7/17 부산진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박원환 회원

33 7/23 법무부 제7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지역예선 심사위원 김정우 회원

34 7/26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강경철 회원

35 8/28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법조일원화위원회 위원 황  익 회원

36 8/29 부산광역시 제2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최종심사위원회 위원 이덕욱, 이수기회원

37 9/5 사하구청 구민배심원제 판정관 이경택 회원

38 9/5 사하구청 구민배심원제 심의대상 결정위원 서요한 회원

39 9/12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황주환 회원

40 9/13 북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박기원 회원

41 9/14 동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김상준 회원

42 9/14 기장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김용규 회원

43 9/14 서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정양진 회원

44 9/21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45 9/24 부산진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김정우 회원

46 9/26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박문학 회원

47 9/26 수영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신원삼 회원

48 10/4 사상구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이성렬 회원

49 10/26 톡톡신문 법률상식 연재자 김능칠, 서경진, 이성렬 회원

50 10/30 부산지방법원 연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직무대행자 강경철 회원

고영태, 김상협, 박행남, 진동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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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Ⅲ. 주요회무보고

1. 주요회무보고

2011년

● 11/11(금)~11/12(토) 후쿠오카현변호사회와의 교류회
|참  석 : 회원 14명, 직원 1명

● 11/14(월) 12:00 한국해양대학교와의 간담회
|장  소 : 홍보석
|참  석 : 회장단 및 총무이사

● 11/14(월) 16:00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과의 감담회
|장  소 : 부산지방법원 802호 소회의실
|참  석 : 집행부

● 11/17(목) 18:30 제2차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장 모임
|장  소 : 행원 한정식집(T.063-284-6566 / 전주 완산구 전동 96-1)
|참  석 : 회장

● 11/21(월) 변호사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1차 09:20~12:30     과  목 : ① 이혼소송에 관한 실무교육  ② 전자소송

강사 : 金仙玉 회원              강사 : 김지향 판사
2차 14:00~17:10     과  목 : ① 이혼소송에 관한 실무교육  ② 전자소송

강사 : 金仙玉 회원              강사 : 서아람 판사
장  소 : 대회의실

● 11/21(월) 10:30 부산고등법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부산고등법원 1402호 소회의실

|참  석 : 집행부

● 11/21(월) 18:30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직능단체 연석회의
|장  소 :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문창홀
|참  석 : 회장

● 11/22(화) 16:00 제8회 법률강습회
|주  제 : 개정 상법에 관한 해석(회사법)
|강  사 : 변호사 명호인
|장  소 : 대회의실

● 11/25(금) 10:00 제소전화해 11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정세진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정판희
|판  사 : 김영욱



● 11/26(토) 10:30~12:30 사랑의 김치나눔 우리 농산물 김치 대축제 봉사활동
|장  소 : 신세계센텀시티점 야외주차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11/29(화) 09:40 학교폭력 예방교육(변호사 명예교사)
|장  소 : 초량초등학교
|참  석 : 강진영 회원

● 12/1(목) 14:00~16:00 제28회 새생활 합동결혼식
|장  소 : W 웨딩 컨벤션홀(국민연금관리공단 3층/ 시청앞)
|참  석 : 회장

● 12/8(목) 12:00 변협대의원 긴급 간담회
|장  소 : 청미(일식당)

● 12/12(월) 10:30 대한변호사협회 2011년도 임시총회
|의  안 : 대한변호사협회회칙개정(안) 등
|장  소 :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대의원(7명)

● 12/17(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12/23(금) 10:00 제소전화해 12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정해영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허태군
|판  사 : 김영욱

● 12/23(금) 18:30 사무국 송년회
|장  소 : 돌집
|참  석 : 집행부, 사무국직원

● 12/26(월) 12:00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임원 간담회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2/26(월) 18:30 법조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집행부

2012년

● 1/2(월) 11:30 2012년 신년인사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재조ㆍ재야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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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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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00 2012년 부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장  소 :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참  석 : 회장

● 1/4(수) 16:00 2011년도 일반ㆍ회계 감사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총무이사, 재무이사, 감사2명

● 1/6(금) 12:00 제3차 협회장 등 임원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정 TF팀 회의
|의  안 : 협회장 등 임원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정 검토
|장  소 :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참  석 : 총무이사

● 1/16(월) 15:00 대법원장 접견
|장  소 : 고등법원장실
|참  석 : 회장

● 1/16(월) 16:00 제4회 교육메세나탑 수여 및 결연 감사행사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
|참  석 : 제1부회장

● 1/17(화) 11:00 2012년도 제1차 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
|의  안 :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 연수 문제 등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5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1/20(금) 10:00 제소전화해 1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천동진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권구철
|판  사 : 김영욱

● 1/21(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2/4(토) 16:00 2012년도 대전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
|장  소 : 해운대 글로리콘도
|참  석 : 회장

● 2/9(목) 09:30 충렬사 참배
|장  소 : 충렬사
|참  석 : 회장단, 총무이사

● 2/9(목) 12:00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준비 실무협의회
|의  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준비(일정, 연수과목, 강사 선정)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5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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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목) 19:00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전국)학생회장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청년변호사특별위원장

● 2/10(금) 10:30 2012년도 제1차 이사회(대한변협)
|의  안 : 협회 규칙 및 규정 제·개정(안) 등
|장  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2/15(수) 11:00 부산고등법원 이임 부장판사 및 퇴임 법관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회장

● 2/15(수) 11:00 부산지방법원 이임 부장판사 및 퇴임 법관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회장

● 2/15(수) 12:00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준비 실무협의회
|의  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준비(강사 선정)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2세미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2/15(수) 14:0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김관음행홀
|참  석 : 제1부회장 

● 2/16(목) 14:0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장  소 : 제2법학관 대강당 
|참  석 : 회장

● 2/17(금) 17:00 고민삼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정림빌딩 1110호
|참  석 : 회장

● 2/18(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2/20(월) 09:30 제65회 변호사연수회
|장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 2/20(월) 10:30 2012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의  안 : 협회 규칙 및 규정 제·개정(안) 등
|장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참  석 : 대한변협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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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화) 18:20 부산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정기총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 2/22(수) 12:00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간담회
|장  소 : 청미(일식당)
|참  석 : 회장,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장, 간사

● 2/23(목) 12:00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준비 실무협의회
|의  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준비(강사 선정, 연수과목 선정)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5층 소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2/24(금) 10:00 제소전화해 2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김백영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김수정
|판  사 : 김영욱

● 2/24(금) 11:00 부산고등법원 이임 법관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회장

● 2/24(금) 11:00 부산지방법원 퇴직·이임 법관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회장

● 2/27(월) 18:30 한국해양대학교와의 간담회
|장  소 : 영빈관(한정식)
|참  석 : 회장단 및 총무이사

● 3/2(금) 14:0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장  소 : 제2법학관 1층 대강당
|참  석 : 회장

● 3/2(금) 16:0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김관음행홀
|참  석 : 회장

● 3/5(월) 11:20 201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장  소 : 시청 1층 대강당
|참  석 : 회장

● 3/8(목) 12:00 연제경찰서와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회장단, 총무이사, 홍보이사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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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목) 17:00 남삼식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로윈타워 901호
|참  석 : 회장

● 3/9(금) 09:30 2012년도 변호사 수련회 답사
|장  소 : 창원 일원
|참  석 : 총무이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 3/15(목) 18:30 부산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이사회
|장  소 : 대회의실

● 3/17(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3/19(월) 11:00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1. 4.~2012. 3. 입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집행부(9명), 교육위원장, 신입회원 34명

● 3/20(화) 12:00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신임회장단과의 간담회
|장  소 : 청미(일식당)
|참  석 : 회장단, 총무이사

● 3/23(금) 10:00 제소전화해 3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박지현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김정열
|판  사 : 이금진

● 3/23(금) 12:00 법조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집행부

● 3/23(금) 17:00 전국지방회장단 모임
|장  소 : 경부고속철도 오송역(KTX) 집결
|참  석 : 회장

● 3/23(금) 17:00 고영태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로펌빌딩 7층
|참  석 : 제1부회장

● 3/26(월) 15:00 부산은행과 협약식
|장  소 : 부산은행 본점
|참  석 : 회장, 제2부회장, 재무이사, 홍보이사

● 4/3(화) 11:00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의  안 : 학사관리, 보충수업, 변호사법시행령에 대한 제안 및 검토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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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화) 11:30 동의과학대학교와 협약식
|장  소 : 동의과학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제2부회장, 교육이사, 사무국장

● 4/6(금) 17:30 윤장원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정림빌딩 705호
|참  석 : 회장

● 4/9(월) 15:00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심
|장  소 : 457호 법정
|참  석 : 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4/9(월) 19:30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와 간담회
|장  소 : 범일동 일식집「다케」
|참  석 : 회장단, 총무이사, 재무이사

● 4/11(수) 19:00 캐나다 온타리오변호사회와의 만찬
|장  소 : 오아제 씨푸드뷔페(자갈치시장 현대화 건물 5층)
|참  석 : 신용도(국제위원장)외 9명

● 4/12(목) 12:00 법무사회장단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회장단

● 4/14(토) 08:00 2012년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수련회
|장  소 : 진해 및 마산합포구 저도 일원

● 4/16(월) 13:00 2012년도 1분기 일반ㆍ회계 감사
|장  소 : 이사실
|참  석 : 감사

● 4/16(월) 14:00~16:00 변호사 전문연수교육
|주  제 : 2012년 4월 15일 시행 개정 회사법
|강  사 : 명호인 회원
|장  소 : 대회의실

● 4/20(금) 12:00 법원과의 간담회 참석자 오찬모임
|장  소 : 홍보석(중식당)
|참  석 : 회장 외 6명

● 4/21(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4/23(월) 10:30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부산지방법원 제802호 소회의실
|참  석 : 회장 외 8명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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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4/23(월) 11:00 2012년도 제2차 이사회
|의  안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 등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4/23(월) 14:00 제90회 어린이날 기념 아동보호캠페인 후원금 전달식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 4/26(목) 12:00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제4차 회의
|의  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학사관리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제2세미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4/27(금) 10:00 제소전화해 4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문덕현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박규택
|판  사 : 이금진

● 4/27(금) 17:30 전종호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정림빌딩 808호
|참  석 : 회장

● 5/2(수) 12:00 부산-후쿠오카포럼 사전준비 TF팀 모임
|장  소 : 홍보석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윤기창, 임방조 회원, 사무국장

● 5/3(목) 12:00 부산-후쿠오카포럼 제7차 부산회의 사전모임
|안  건 : 부산-후쿠오카포럼 제7차 부산회의 개최준비
|장  소 : 부산롯데호텔 43층 중식당 ‘도림’(Tel : 810-6340)
|참  석 : 회장

● 5/4(금) 11:00 제90회 어린이날 유공자 대통령 표창
|장  소 :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
|참  석 : 사무국장, 총무과장

● 5/7(월) 11:00 대한변호사협회 2012년도 임시총회
|의  안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 등
|장  소 :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외 대의원4명

● 5/9(수) 17:00 부산-후쿠오카포럼 사전준비 TF팀 모임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강승호, 윤기창, 임방조 회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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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목) 19:00 로스쿨 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청년변호사특별위원장

● 5/12(토) 10:00~17:30 2012년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바둑대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직원

● 5/14(월) 16:00~18:00 2012년도 상반기 변호사 윤리교육
|강  사 : 권광중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장  소 : 대회의실

● 5/14(월) 19:00 제252차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실)
|참  석 : 강승호 외 12명

● 5/15(화) 11:30 부산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내  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중점추진사항 등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집행부

● 5/16(수) 14:00~16:00 제9회 법률강습회
|주  제 : 기업회생·파산에 관련된 법률문제
|강  사 : 변호사 박기원
|장  소 : 대회의실

● 5/16(수) 18:30 법조4대기관장과의 간담회
|장  소 : 서면 롯데호텔 43층 모모야마 
|참  석 : 회장단

● 5/18(금) 11:00 부산 자원봉사 포럼 운영위원회의
|장  소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 5/19(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5/21(월) 16:00~18:00 변호사 전문연수교육
|주  제 : 선박보전처분
|강  사 : 김동진 회원
|장  소 : 대회의실

● 5/25(금) 09:30 학교폭력 근절 시민연대 발대식
|장  소 : 부산일보 대강당 10층
|참  석 : 회장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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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5/25(금) 10:00 제소전화해 5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박행남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박흥모
|판  사 : 이금진

● 5/31(목) 18:30 (사)부산시민재단과의 업무협약식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집행부

● 6/1(금) 12:00 부 산-후쿠오카포럼 TF팀 모임
|장  소 : 홍보석(중식당)
|참  석 : 회장, 강승호, 윤기창 회원, 사무국장, 김서영 강사

● 6/1(금)~6/2(토) 18:10 2012년도 제2차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장  소 : 나주 중흥골드스파앤리조트
|참  석 : 회장 

● 6/4(월) 11:00 부산인권상담센터와의 간담회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정희장 지부장 외 3명

● 6/4(월) 11:50 제42기 사법연수생 부임신고식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간사,지도변호사 2명, 사법연수생 2명

● 6/14(목) 09:40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협약식
|장  소 : 부산광역시 교육청
|참  석 : 회장, 제2부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 6/14(목) 15:00 부산-후쿠오카포럼 사전모임(일본측 방문단과 간담회)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강승호 회원, 사무국장, 김서영 강사

● 6/16(토) 10:30 제5회 독립유공자 합동추도식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장

● 6/16(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6/18(월) 19:20 제253차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동아대학교 로스쿨 304호 강의실
|참  석 : 김미애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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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월) 19:30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식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제2부회장, 총무이사, 교육이사, 사무국장

● 6/22(금) 10:00 제소전화해 6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손정우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염정욱
|판  사 : 이금진

● 6/25(월) 11:00 프랑스 Meaux town 변호사회장과의 간담회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 7/9(월) 19:00 제254차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실)
|참  석 : 강경철 외 12명

● 7/10(화) 14:00    2012년도 2분기 일반ㆍ회계 감사
|장  소 : 사무국
|참  석 : 감사

● 7/12(목) 11:00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실
|참  석 : 회장

● 7/17(화) 11:30 석동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환송식
|장  소 : 부산지방검찰청 2층 현관
|참  석 : 회장

● 7/18(수) 10:30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
|장  소 : 검사장실
|참  석 : 회장

● 7/18(수) 14:35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본회 예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및 상임이사

● 7/21(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7/23(월) 12:00 연수원 제41기 회원과의 간담회
|장  소 : 팔선각(중식당)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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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7/23(월) 19:30 제134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국제화상회의실
|참  석 : 이경우 외 3명

● 7/26(목) 18:30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와의 간담회
|장  소 : 총영사관저
|참  석 : 회장

● 7/27(금) 10:00 제소전화해 7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이강남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이명화
|판  사 : 김영환

● 7/27(금) 12:00 부산-후쿠오카포럼 사전준비 TF팀 모임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강승호 회원, 사무국장, 김서영 교수

● 7/27(금) 17:15 제7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지역예선 시상식
|장  소 : 동아대학교
|참  석 : 회장

● 7/31(화) 17:00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5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8/9(목) 19:00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 8/13(월) 11:50 제42기 사법연수생 부임신고식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총무이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간사, 지도변호사 1명,

사법연수생 1명

● 8/18(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8/20(월) 09:00 제66회 변호사연수회
|장  소 :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삼성역 5번 출구)
|참  석 : 회장 외 10명 

● 8/20(월) 12:30 2012년도 제3차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의  안 : 제2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장  소 :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까멜리아룸
|참  석 :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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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화) 19:00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전국)학생회장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회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장

● 8/24(금) 10:00 제소전화해 8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성렬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이연주
|판  사 : 김영환

● 8/27(월) 10:30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  건 : 선거규칙 시행규정(안) 검토 건 등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세미나실
|참  석 : 총무이사

● 8/27(월) 19:30 제135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국제화상회의실
|참  석 : 박행남 회원

● 8/30(목) 12:00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제8차 회의
|의  안 : 연수불참사유신고서 심의 등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9/5(수) 16:00~20:30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회
|방문단수 : 8명
|토론회 : 대회의실
|만찬회 : 롯데호텔 41층 아테네룸

● 9/7(금) 11:00 부산지방법원 이임 부장판사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제1부회장

● 9/7(금)~9/9(일) 제2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장  소 : 일본, 간사이 지방, 와카야마현(키슈 미나베 로얄 호텔)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 9/10(월) 10:30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  건 : 협회장 선거일정 검토 및 협회장 선거일 확정 등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세미나실
|참  석 : 총무이사

● 9/10(월) 19:00 제255차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실)
|참  석 : 김미선 외 5명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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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9/15(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9/18(화) 17:00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5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9/20(목) 16:50 제3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시상식
|장  소 : 구덕실내체육관
|참  석 : 회장

● 9/21(금) 10:00 제소전화해 9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임경윤, 최성주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조진제, 황민호
|판  사 : 김병만

● 9/22(토) 09:30  제6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장  소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종합운동장

● 9/24(월) 11:00 2012년도 제3차 대한변협 이사회
|의  안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 등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9/24(월) 11:20 부산스마일센터 개소식
|장  소 :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6-12 부산스마일센터
|참  석 : 회장

● 9/24(월) 11:45 신우철 부장판사 퇴임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제1부회장

● 9/24(월) 19:30 제136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층 303호
|참  석 : 박행남 회원

● 10/8(월) 10:30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  건 : 협회장 선거공고(안) 확정 등 선거 계획 수립 등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세미나실
|참  석 : 총무이사

● 10/8(월) 13:30 법조일원화위원회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5층 대회의실
|참  석 : 황익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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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금) 14:00 2012년도 3분기 일반ㆍ회계 감사
|장  소 : 사무국
|참  석 : 감사

● 10/15(월) 11:00 대한변호사협회 2012년도 임시총회
|의  안 : 협회장 선거일정 보고 및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련 논의
|장  소 :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외 대의원2명

● 10/15(월) 12:00 2012년도 제4차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의  안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일정 검토 건 등
|장  소 : 서초동 중식당 ‘타워차이’(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1)
|참  석 : 회장

● 10/15(월) 16:00~18:00 변호사 전문연수교육
|주  제 : 조세판례의 최근동향
|강  사 : 김백영 회원
|장  소 : 대회의실

● 10/15(월) 19:00 제256차 부산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
|참  석 : 권인칠 외 4명

● 10/16(화) 15:40 학교폭력 예방교육(변호사 명예교사)
|장  소 : 부산금사중학교
|참  석 : 회장

● 10/17(수) 17:00 김해영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한세빌딩 202,203호
|참  석 : 회장

● 10/19(금) 17:00 (법)금해 개업소연
|장  소 : 세종빌딩 1305호
|참  석 : 회장

● 10/20(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10/22(월) 12:00 원로회원 및 역대회장과의 간담회
|장  소 : 청미(일식당)
|참  석 : 회장단

● 10/22(월) 19:30 제137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발표회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국제화상회의실
|참  석 : 김중확 회원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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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10/23(화) 11:30 법조일원화위원회
|장  소 : 서울 서초동 1719-4 대한법률구조재단 대회의실
|참  석 : 황익 회원

● 10/23(화) 12:00 여성변호사와의 간담회
|장  소 : 청미(일식당)
|참  석 : 집행부

● 10/24(수) 17:30 해운대구청과의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장  소 : 해운대구청 소회의실
|참  석 : 회장, 총무과장

● 10/25(목) 17:00 신우철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 10/25(목) 19:00 전국지방회장단 회의
|장  소 : 대구
|참  석 : 회장

● 10/26(금) 09:00 2013년 상반기 전담법관 임용 면담
|장  소 : 서울 서초동 1719-4 대한법률구조재단 대회의실
|참  석 : 황익 회원

● 10/26(금) 10:00 제소전화해 10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황태영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강진영
|판  사 : 김병만

● 10/27(토) 전국변호사회 사무국직원 연수회
|장  소 :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
|참  석 : 사무국직원 9명

● 10/29(월) 10:30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부산지방법원 제802호 소회의실
|참  석 : 집행부3명, 회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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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2. 각종 회의 및 위원회 활동

2011년

● 11/1(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만75세 이상 회원 월회비 면제결정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7(월) 11:30 이사회

|의  안 : 만75세 이상 회원 월회비 면제결정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7(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2012년 부산법조 제29호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

● 11/11(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사건 구조심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14(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장  소 : 이사실

● 11/21(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장  소 : 이사실

● 11/22(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경유업무의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의 건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1/28(월) 11:30 2011년 제3차 임시총회 개최

|의  안 : 만75세 이상 회원 월회비 면제결정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2/1(목)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2012년 제29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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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금)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 진정관련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2/5(월) 10:0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법관평가표 개표 및 집계의건

|장  소 : 이사실

● 12/6(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만75세 이상 개업연수 15년이상 회원 월회비 면제결정의 건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2/8(목) 11:0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 진정관련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2/12(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법관평가표 집계처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2/12(월) 11:30 환경특별위원회

|의  제 : 고리중고기계납품비리규탄 성명의 건
|장  소 : 대회의실

● 12/13(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2011년도 법관평가결과 논의의 건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2/16(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사건 구조심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2/19(월) 11:30 이사회

|의  안 : 경유업무의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2012년

● 1/3(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승인(안) 등
|장  소 : 이사실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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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1/9(월) 11:00 이사회

|의  안 :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승인(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0(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부산법조 제29집 발행에 대한 경과보고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1/16(월) 11:00 2012년도 정기총회

|의  안 :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승인(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1/20(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31(화) 11:30 변호사명예교사와 운영위원회간의 간담회

|의  제 :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추진사업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논의의 건

|장  소 : 이사실

● 2/6(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경유업무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

|장  소 : 이사실

● 2/15(수)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2/17(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2/27(월) 11:30 이사회

|의  안 : 이사 및 윤리위원장 추가 선임(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2/28(화) 11:30 교육위원회

|의  제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3/7(수)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3/12(월) 11:30 대외협력위원회

|의  제 : 서부지원 설치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3/12(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입회및등록심사규칙개정(안)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3/19(월) 11:30 이사회

|의  안 : 입회및등록심사규칙개정(안) 등

|장  소 : 이사실

● 3/21(수)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3/26(월) 11:30 임시총회

|의  안 : 입회및등록심사규칙개정(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3/26(월) 12:30 상임이사회

|의  안 :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안) 등

|장  소 : 이사실

● 3/26(월) 13:00 환경특별위원회

|의  제 :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 항고심 2차변론 준비의 건 

|장  소 : 이사실

● 4/2(월) 12:00 상임이사회·국제위원회 임원 연석회의

|의  안 : 프랑스 Meaux town 변호사회와의 교류의 건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4/4(수)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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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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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4/9(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0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4/9(월) 12:00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의  제 : 제9회 법률강습회 개최의 건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4/10(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바둑대회 개최(안)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4/20(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23(월)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23(월) 18: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장  소 : 돌집

● 4/24(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노성진 회원의 의견서 처리(안)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4/30(월) 11:30 이사회

|의  안 : 겸직허가신청(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5/1(화) 12:00 교육위원회(도서위원)

|의  제 : 신간 법률도서 단행본 구입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5/9(수)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5/14(월) 11:30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의  제 : 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5/15(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지방변호사회 간판 및 게시판 교체(안) 등

|장  소 : 이사실

● 5/18(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5/21(월) 11:30 이사회

|의  안 : 부산지방변호사회 간판 교체(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6/11(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후원요청 심의(안)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6/13(수) 11:30 긴급 환경특별위원회

|의  제 : IAEA의 고리1호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응책 및 소송진행방법 등

|장  소 : 이사실

● 6/15(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6/19(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영남 형사판례연구회 참가 및 지원(안)

|장  소 : 이사실

● 6/25(월) 11:40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의 건

|장  소 : 대회의실

● 7/9(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제66회 변호사 연수회 참가금 지원(안) 등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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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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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7/10(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0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7/16(월) 11:30 이사회

|의  안 : 2012년도 공제기금 분배(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7/20(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8/13(월) 12:00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의  제 : 사상구청·사상기업발전협의회 무료법률상담 지원관련의 건
|장  소 : 청미(일식당)

● 8/16(목) 12:00 상임이사회·국제위원회 임원과의 연석회의 

|의  안 :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행사 준비의 건
|장  소 : 팔선각(중식당)
|참  석 : 집행부 및 국제위원회 임원

● 8/27(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회원에 대한 진정서 처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8/28(화) 11:30 환경특별위원회

|의  제 : 고리원전 항고심 재판준비 및 ‘이노 교수’ 출장비 청구의 건

|장  소 : 이사실

● 9/3(월)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9/10(월)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진정관련 처리의 건

|장  소 : 이사실

● 9/10(월) 12:00 교육위원회

|의  제 : 변호사 연수 관련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9/14(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9/19(수)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0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9/19(수)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9/24(월)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진정관련 처리의 건

|장  소 : 이사실

● 9/24(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9/28(금) 12:00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후쿠오카변호사회와의 세미나 주제발표 관련의 건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10/8(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추계수련회 개최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0/15(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0/15(월) 12:00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의  제 : 제10회 법률강습회 개최의 건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0/16(화)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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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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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10/19(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0/19(금) 12:00 상임이사회·국제위원회 임원 연석회의

|의  안 : 부산·후쿠오카변호사회 교류회 준비의 건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0/22(월)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진정관련 처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0/29(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2년도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장  소 : 이사실  

● 10/31(수) 12:00 교육위원회

|의  제 : 변호사사무직원 실무 교육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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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원동정

1. 경사

2011년
11/16 신창수 회원 회갑
11/28 박일행 회원 장인 회갑
12/5  한기춘 회원 회갑
12/9  신창수 회원 회갑
12/15 안영문 회원 장녀 결혼

2012년
1/6    황종국 회원 회갑
1/11  김영흠 회원 장남 결혼
1/18  최중식 회원 회갑
2/3   김주성 회원 차남 결혼
2/3   심연택 회원 회갑
2/3  박옥봉 회원 부인 회갑
2/13 김백영 회원 장녀 결혼
2/17  임호택 회원 결혼
2/17  백상욱 회원 결혼
2/28  정호석 회원 회갑
3/16  강문종 회원 장녀 결혼
4/24  진병춘 회원 부인 회갑
5/21  박주영 회원 부친 회갑
6/12  장   호 회원 부인 회갑
6/23  정상수 회원 장남 결혼
7/13  朴知賢 회원 결혼
9/17  이성렬 회원 모친 회갑
10/5  이원철 회원 장녀 결혼
10/9  안영문 회원 회갑
10/16 김선웅 회원 결혼
10/16 한기춘 회원 부인 회갑
10/19 류수열 회원 장녀 결혼
10/22 조상흠 회원 부인 회갑
10/25 이   진 회원 결혼

주요회무보고 ▼

※ 회갑 일자는 축의금 지급일이므로, 실제
행사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519

주요회무보고 ▼

2. 조사

2011년
11/8  김   열 회원 부친 별세
12/6  한소희 주임 부친 별세
12/30 임방조 회원 장인 별세

2012년
1/6   이정의 회원 부친 별세
1/11  김현정 계장 부친 별세
1/13  노홍수 회원 장인 별세
1/18  조상흠 회원 모친 별세
1/19  이   성 회원 부친 별세
1/30  최장락 회원 모친 별세
2/23  이규진 회원 별세
3/5   오주석 회원 부친 별세
4/4   金善玉 회원 별세
4/17  김영욱 회원 장인 별세
5/2   金眞洙 회원 모친 별세
5/2   하만영 회원 장모 별세
5/21  이영갑 회원 모친 별세
6/8   김창수 회원 장모 별세
6/13  예인수 회원 부친 별세
7/18  양기열 회원 부친 별세
8/1   이상경 회원 장인 별세
8/3   하만영 회원 모친 별세
8/27  이남길 회원 부친 별세
9/5   박준석 회원 모친 별세
9/25  이문성 회원 장모 별세
9/27  권인칠 회원 장인 별세
10/4  정   운 회원 별세
10/5  문종술 회원 장모 별세
10/18 정재훈 회원 장인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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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홍보위원장  윤 여 진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법조를 발행한지 30년이 되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지발간에 관
여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30년과 10년이 의미 있는 해로 제게 다가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7회를 맞이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제가 되었습니다. 부산법조 30호
에서 특집으로 부산의 문화 분야를 다루기로 했고 부산국제영화제를 특집으로 올리게 되었습
니다. 원고를 주신 김문경 박정언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역사적인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있었고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에도 변호사시험을 거친 변
호사님들이 첫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고
회지의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부산법조의 발간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장준동 회장님, 변함없는 열의로써 저를 도와주신
홍보위원님들과 회관의 하종숙과장님, 바쁘신 가운데 옥고를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유능한 홍보위원장
이 더 나은 회지를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홍보위원장 직을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덧                   번째

부산법조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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