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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맑은 하늘 아래 크게 뻗어나가는 대나무 같은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김현호 변호사



● 8/13(금) 13:00
한국법학회, ‘해사전문법원제도 도입’  

하계학술대회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

참	석	:	회장,	최재원	국제상임이사

● 8/27(금) 14:00
제소전화해 8월 재판 (308호 법정)
신	청	인	대리인	:	김인일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안형주	변호사		

● 8/29(일) 16:00
제48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장	소	:	서울지방변호시회	서초회관	1층	회의실

참	석	:	회장

● 8/30(월) 10:00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3회 변호사연수회
장	소	:	대한변협	14층	회의실

참	석	:	회장

<상임이사회> 

● 8/23(월) 11:00
제17차 상임이사회
의	안	: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신청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위원회> 

● 8/25(수) 12:00
제3차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	안	:	공제/발전기금	활용방안	검토의	건	등

장	소	:	가야골

● 8/31(화) 11:30
제18차 상임이사회 
의	안	: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업무협약	체결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회무일지 회의일지 제16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 업무협약 체결의 건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란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별로 좀 더 파악해보기로 하고, 차기 상임이사회에

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경조사 당직 재계 논의의 건

코로나로 인하여 장례식장 조문 예절이 변화함에 따라 경조사 당직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중단하기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상황에 맞추어 조문하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 우수논문 개최 공모의 건

홍보위원회의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 취지 및 목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홍보상임이사가 참석하는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02
홍보상임이사 
소관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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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상임이사회 의사록제16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의결 사항 ]

가.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신청 논의의 건(재상정)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직원 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지역적인 업무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이 옴에 따라 차기 이사

회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하다. 

나.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 업무협약 체결의 건(재상정)

상임이사별로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 단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다. 

다. 수습변호사 사무실 실태 조사의 건

법률사무종사기관 및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알아야 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해 법무부에서 제

한하고 있는 지침을 위반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회원상임이사가 안내문을 작성하여 전

체회원에게 회람하기로 하다. 

라. 법조 유관기관 모범공무원 등 표창수여의 건

부산지방법무사회가 법조 유관기관 모범공무원 표창수여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 회의 모

범공무원 표창수여 목적 및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동 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다. 

마. 동부지원 기록 복사비 청구 개선의 건

동부사무직원회 회장에게 복사직원의 기록 복사비 청구 문제 등에 대하여 업무개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다. 

가. 법원관할조정 설문조사 공익활동 시간 승인의 건
회원들의 설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관할 조정에 대한 설문 응답 시 1시간을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다. 

나. 지방회 관할 내 법무법인 분사무소 경유규정 마련의 건
서울을 포함한 타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산에 분사무소를 둔 법무법인의 경우 부산회 소속의 변

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은 모두 주사무소 소속회가 아닌 분사무소 소속 부산회를 경유하도

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비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법

제상임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다. 환경보호 관련 내부 지침 마련의 건
환경보호 관련 내용을 삽입할만한 적절한 관련 지침이 없어 내부 지침 마련은 하지 않기로 하다. 

가. 동서대학교 디지털포렌식센터 홍보 리플렛 발송의 건
동서대학교 디지털포렌식센터 홍보 리플렛 500부를 일부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동서대에서 비용 부

담)하기로 하되, 회원 선정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나.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요청의 건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전체 회원에게 발송하기로 하고, 설문 응답시 1시간

을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다.

다. 해사손해배상사건 사건명 별도 부여에 따른 회원 공지의 건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손해배상(해)’로 별도 표기한다는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공

지하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03
법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04
국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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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상임이사회 의사록제17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의결 사항 ]

가. (사)부산시민재단 후원금 기부의 건

성금 및 찬조비 항목 예산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현재 여유자금이 없으므로, 10월 또는 11월 지출 상

황을 지켜본 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업무협약 체결의 건

협약의 목적과 범위, 협약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협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하되, 추후 학회에서 

업무협조를 위한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다.

다. 부산미래IFC검진센터 협약 체결의 건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기존 검진센터들과 검진프로그램, 검진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 후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라. 인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인권위원회 위원(최황선 회원) 추가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 우수논문 개최 공모의 건(재상정)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진행하기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홍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 아 래 -

1) 대상 : 누구나

2) 개최시기 : 10월 중순

3) 논문내용 : 인권 및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4) 상금규모 :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

5) 홍보방법 : 공문발송 및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안내(공모 포스터)

6) 기타 : 시상식 추후공지, 논문내용이 부실할 경우 시상을 하지 않기로 함.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 이첩 사건 처리의 건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회원상임이사가 우리 회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하다.

나. 회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의 건

서울회의 회원 ‘배상책임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 추진 결과를 지켜본 후, 우리 회 회원의 지원 여부

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다. OO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논의의 건

대한변협이 5일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하고 OO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

사 1440명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우리 회도 ‘회원업무광고에관한규정’ 전면개정안을 법

제상임이사가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02
회원상임이사 
소관 회무

02
홍보상임이사 
소관 회무

○ 회비등에관한규칙 개정의 건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부산에 둔 경우 분사무소 주재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면 이 회에 경

유회비를 별도로 납부해야한다.’로 자구수정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03
법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 휴업회원 출산지원금 지급의 건

출산을 위하여 휴업을 한 회원이 재개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출산지원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에관한규칙 및 경조규정’ 개정안을 법제상임이사가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04
권익상임이사 
소관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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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회원동정

2021. 8. 31.
총 회 원 : 1180명

개업회원 : 961명

(본원 799명, 동부 103명, 서부 59명), 휴업회원 139명 , 준회원 80명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2층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전   화 *       

팩   스 *

이메일 lawkimsh@oh-law.com

약   력  1989년생, 부산고교, 부산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7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8층 

(거제동, 만해빌딩)

전   화 714-6661         

팩   스 714-6011

이메일 donitoss@daum.net

약   력  1988년생, 창원문성고교, 경북대, 

경북대 법전원, 변시 7회

8/6   김상훈 회원

8/10   김주익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우동, 

케이엔엔타워) 22층

전   화 747-9878       

팩   스 955-2828

이메일 busanmaum@naver.com

약   력  1969년생, 부평고교, 서울대, 사시 

34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8층 

(거제동, 만해빌딩)

전   화 714-6661        

팩   스 714-6011

이메일 ttorreggi@gmail.com

약   력  1989년생, 부산외국어고교,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변시 7회

주   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60-1, 

505호 (명지동)

전   화 *     

팩   스 *

이메일 songjeongbo@gmail.com

약   력  1988년생, 오산고교, 부산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9회

주   소 부산 연제구 황새알로 19-3 (거제동)

전   화 502-2008      

팩   스 502-2340

이메일 jmyoo@jipyong.com

약   력  1988년생, 내성고교, 고려대, 서울대 

법전원, 변시 7회

8/6   최인호 회원

8/10   김철홍 회원

8/9   송정보 회원

8/27   유종민 회원

신규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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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부전동) 

위워크 서면 6층 103호

전   화 050-5055-1721         

팩   스 050-4470-1721

이메일 lawlooks@kakao.com

약   력  1979년생, 통영여자고교, 한양대, 

제주대 법전원, 변시 8회

8/18   김낭희 회원

주   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상가 3층 70호

전   화 292-7573        

팩   스 292-7574

이메일 jang_byeon@naver.com

약   력  1982년생, 다대고교, 서울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7회

주   소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부전동)

전   화 809-3112      

팩   스 809-3110

이메일 yj_1556@naver.com

약   력  1994년생, 수내고교, 홍익대, 전남대 

법전원, 변시 9회

8/19   장은영 회원 8/20   최예주 회원

소속변경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일화오피스텔 202호

전 화 번 호  507-8158 

팩          스  507-8160 

이전년월일 2021. 8. 3.

8/3   황호진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거제동) 일화오피스텔 202호

전 화 번 호  507-8158 

팩          스  507-8160

이전년월일 2021. 8. 3.

8/3   최종우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 

(거제동) 희망빌딩 2층

전 화 번 호  920-9310

팩          스  920-9311

이전년월일 2020. 8. 13.

8/3   현가을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1203호

전 화 번 호  * 

팩          스  * 

이전년월일 2021. 8. 9.

8/9   김   신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정림빌딩) 1010호

전 화 번 호  502-8183

팩          스  502-8182

이전년월일 2021. 8. 11.

8/11   송승민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거제동, 위너스빌딩)9층 901호

전 화 번 호  507-5674

팩          스  501-2283

이전년월일 2021. 8. 18.

8/18   박   현(83년생)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303호

전 화 번 호  925-2162 

팩          스  926-2162 

이전년월일 2021. 8. 19.

8/19   조영웅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거제동, 

세종빌딩) 1006호

전 화 번 호  951-6661 

팩          스  951-6662

이전년월일 2021. 8. 27.

8/27   박경구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1203호

전 화 번 호  951-6661

팩          스  951-6662

이전년월일 2021. 8. 30.

8/27   정희진(77년생) 회원

사무소이전

사무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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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등 구성원 변경

8/19  법무법인 무한	:	김주익,	김철홍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8/27  법무법인 무한	:	전현주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8/27  법무법인 혜담	:	김엄연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8/27  법무법인 백경	:	주사무소	이전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902호	(거제동,	거제동원타워)

8/27  법무법인(유한) 대륜	:	전현주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8/31  공동법률사무소 위인	:	최예주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경조사

후원단체 및 개인 후원금 후원단체 및 개인 후원금

김백영 50,000 법무법인 서면 50,000

김용대 20,000 법무법인 신성 80,000

김유리(1982년) 10,000 정덕관 10,000

법무법인 부산 50,000 조성제 200,000

합계 470,000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후원금 현황

2021. 8. ~ 2021. 8.

8/2(월)
이상준 변호사 빙부상
빈 소 :  대전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
8/4(월) 조현래 변호사 빙모상

빈 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402호

8/20(금)
이수기 변호사 본인상
빈 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8/21(토)
13:00

변현숙 회원 본인 결혼
장 소 :  충남 아르델웨딩컨벤션 2층 

클로리스홀

2021년도 
무료법률상담    

현황

참여 변호사 : 

102명
(본원 90명, 동부 12명)

본회 경유한 무료법률상담 건수
월 상담건수
1월 7
2월 6
3월 7
4월 7
5월 7
6월 8
7월 6
8월 3
합계 51건

법원종합청사 무료법률상담 건수
월 상담건수
1월 342
2월 294
3월 369
4월 345
5월 229
6월 331
7월 313
8월 317
합계 2,5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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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식 변호사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태도-베트남
의 지정학적 위치

중국은 주변국을 모두 오랑캐로 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이른바 

화이관 華夷觀에 의하면 동서남북이 모두 오랑캐로 둘러 쌓여있

고 동이 東夷, 서융 西戎, 북적 北狄, 남만 南蠻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의 화이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동이, 베트남은 남만에 해당

한다. 중국 주변에 있는 몽고 가운데 내몽고, 신강 위구르, 티베트 

등은 모두 독립한 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그리고 몽고만이 독립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다1). 

중화(中華)의 습성은 위압이고, 주변국을 움츠리게 한다. 우리나라

나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에 자리한 나라로 중국과 

오랫 동안 영향을 받고 있는 유교문화권이다. 베트남도 우리나라

와 비슷하게 중국으로부터 오랫 동안 고초를 많이 당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에서 대국 굴기를 선언했다.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피 흘리

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대

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

대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이웃한 우리나라나 베트남의 앞날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

같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 한무제에게 정복당하였고, 우리 고조선

은 기원전 109년에 역시 한무제에게 멸망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313년쯤 중국 세력을 몰아내었다. 하지만 베트남은 939년 독립 왕

조를 세울 때까지 1000년간 중국에 저항했다. 

이전에 몽고가 세계를 정복할 때 원 세조 쿠빌라

이가  아시아에서 베트남과 일본을 정복하지 못

하였다. 고병익 교수가 지은 <아시아의 역사상>

이라는 책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베트남의 명장 陳興道(Trun hung Dao)

는 특히 1287년에는 몽고병 수 10만이 수

륙으로 내습하였으나, 이를 격퇴시켜서 

진흥도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오늘날까지 

그의 祭日(음 8월20일)은 국경일로 되고 

있다. 서구대륙을 정복했던 원의 대군이 

월남에서 패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월남의 기후·지리적 조건이라는 원인도 

있겠으나, 역시 월남민족의 총체적 역량

이 그만큼 앙양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

아야 한다. 

베트남은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중국이 공격하

고 보복해도 물러나지 않았다. 중국, 베트남 관계

가 좋았던 건 호찌민과 저우언라이, 덩샤오핑이 

교류할 때뿐이었다. 이후 베트남 국력이 강해지

자 중국은 1979년 20만을 동원해 베트남을 침공

하였다2).

중공군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의 철수를 요구

하며 국경을 넘어 전면 공격했다. 북서부 지방도

시들을 점령했지만 베트남 군의 반격에 고전하다 

20일만에 철수했다.

베트남을 읽고�
우리나라를 생각한다

1

1)  일본에 귀화한 내몽고출신 楊海英이 2020.1월에 일본에서 펴낸 <中國人の 少數民族根絶計劃>이 있다. 내몽고에서 1966년 문혁 당시 내몽고자치
구에서 인구 150만명 가운데 346,000명이 체포되고 27900명이 살해되었다한다. 이 책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등의 상황도 적었다. 

2)  우리 변호사회 소식지 2013년 69호에 베트남의 20세기 최고의 명장 보 구엔 지압장군에 관하여 <역사의 세계에서 전설의 세계로>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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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

베트남은 중국에서 한자와 유교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았고, 

이념적으로도 같은 공산국가이지만 역사적으로 감정의 골

이 깊다. 중국에 대해 국익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중국과 맞서고 있다.

20세기에 프랑스, 미국,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여 모두 승

리한 저력이 있다.     

조선일보 김지원 기자가 2021.07.05자에 보도한 “남중국해

를 감히 中바다로 표시” 베트남, 넷플릭스 드라마 퇴출이라

는 기사가 있다.

베트남에서 방영 중이던 6부작 넷플릭스 드라마가 극 중 

등장한 지도 한 장 때문에 방영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

다. 이 지도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이 그려져 있었

는데 이를 본 베트남 국민이 강하게 반발·항의해 드라마 

중단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중국풍 소품과 의상 사용으로 논란이 되자 

결국 방영 2회 만에 폐지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베트남에

서도 벌어진 것이다.

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에서 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 ‘파인 갭(Pine Gap)’의 방영이 돌연 중단

됐다. 파인 갭은 미국과 호주의 공동 위성 감시 시설을 둘

러싸고 벌어지는 일을 그린 첩보물이다. 이 드라마에 중

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자의적으로 그은 해

상 경계선 ‘구단선’이 표시된 지도가 등장하자 베트남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베트남 방송 당국은 지난 1일 성

명을 내고 “넷플릭스 드라마는 모든 베트남 국민을 분노

하게 했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베트남 측 

항의를 받은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베트남 내 방영을 

중단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국민의 반

발은 갈수록 견고하고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홈페이지 지도에 구단선을 표기해 

달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수용하자, 베트남에서 전국적

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

면, 당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H&M은 

베트남에서 나가라” “사과하든지, 동남아시아 점포 11개

를 폐쇄하라”는 베트남 네티즌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구단선은 1940년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그린 해상 경계선이다. 남중국해는 막대한 에너

지 자원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상 교역 물량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중

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

이다. 중국은 이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시설을 배치

하면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

도)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충돌해왔다.

구단선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은 어떤 동남아 국가보다 단

호하다. 2014년 5월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석유 개발 사

업을 강행하며 심해 시추 장비를 설치하자, 베트남 정부

는 해군 함정과 연안 경비 순찰함을 동원해 중국 배를 들

이받으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당시 베트남 국민이 대규모 

반중 시위를 일으켜 중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근로자 3000여 명

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베트남은 최근 들어 중국이 교묘하게 경제와 문화 영역으

로 자신의 주장이 담긴 콘텐츠를 침투시키는 것에 대해 

마치 ‘두더지 잡기'하듯 족족 때려잡는 식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2019년 호찌민 모터쇼에 전시된 폴크스바

겐 차량의 내비게이션 지도에 구단선이 나타나자, 베트남 

관세총국은 이 차를 중국에서 수입한 업체에 벌금을 부과

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드림웍스와 중국 

제작사인 펄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어바미

너블(Abominable)’에 구단선이 등장하자 상영 전면 취소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베트남이 친중 노선을 취하던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중국

이 베트남을 공격하면서 1979년 양국 사이 전쟁이 벌어져 

1991년까지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다툼으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재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베트

남은 지난 4월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에 대응

하기 위해 해상민병대 증강에 나서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군사 잡지를 인용해 보

도했다.

이전에 주간조선에서 본 베트남의 중국에 관한 <2000년 넘

게 이어온 반중 기치>라는 제하에 베트남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역사적으로 정리한 기사가 있다.

   

베트남 전역에서 ‘중국은 베트남의 석유를 훔치지 마라’라

는 푯말을 든 시위대가 들고 일어났다. 남부 빈즈엉성에 있

는 공단에서는 분노한 베트남 노동자 2만여명이 조업을 중

단하고 간판에 한자(漢字)가 적힌 공장들을 습격했다.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온 기업들의 공장 10여곳이 중국 공

장으로 오인돼 불탔다. 로이터는 현지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이 공단에서만 중국인으로 간주된 16명과 베트남인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7000여명이 본국으로 피신했다. 

베트남공산당이 이끄는 인민군대와 인민공안(경찰)의 사회 

통제가 강력한 베트남에서 이런 화산 같은 분노의 폭발은 예

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폭동은 응우옌떤중 당시 총리

가 나서 자제를 당부하고 군과 공안이 투입돼 850여명을 체

포하고서야 잦아들었다. 반중 집회는 그 뒤에도 두 달간 계

속됐다.

   

2016년에는 중국 여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

가 2012년부터 자국민에게 발급한 여권의 한 면에는 중국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호주 첩보물 드라마 '파인갭(Pine Gap)'에서 중
국이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구단선이 등장한 장면/기즈모도 오스트레
일리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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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선인 ‘구단선(九斷線)’이 인

쇄돼 있다.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제도 전체를 포함해 남

중국해의 90%가량을 중국 영해로 표시한 선이다. 이 여권은 

2012년 당시에도 베트남을 비롯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

의 항의를 받았는데,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

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자 다시 문제가 됐다. 베트남 정부는 일부 육상 출입국

관리소와 국제공항에서 2012년판 여권을 제출한 중국인들에

게 여권에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주기를 거부했다. 비자는 별

도 용지에 발급받게 했다. 베트남 입국심사관이 중국인이 제

출한 여권의 구단선이 인쇄된 쪽마다 욕설을 적어 돌려줬다

가 중국 정부의 항의를 받는 일까지 일어났다.

베트남인이 품고 있는 격렬한 반중 감정은 수백 년 동안 아무

도 살지 않았던 무인도와 암초들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베트남의 ‘반중’ 기치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베트남은 민족국가 형성의 여명기부터 중국의 간섭과 

지배에 노출돼 있었고, 베트남의 정체성은 중국에 맞서 정치

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 벌인 끈질긴 투쟁 속에서 형성됐다.

   

각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은 그 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자기네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와 최대 도시 호찌민에 있는 국립 역사박물관들도 마찬가지

다. 현대 베트남의 강역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유물과 왕조시

대 보물들, 공산혁명을 기리는 물건들이 시대 순으로 배열돼 

베트남이 얼마나 오랜 기원을 갖고 있고 빛나는 역사를 펼쳐

왔는지를 과시한다. 이 공식 역사 해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의 지배에 대한 항쟁’이다. 베트남은 기원 

후 첫 천년기의 역사 전체를 중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쟁

취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한다. 이 시기를 다루는 전시실

들은 베트남 인민이 외세 침략자 중국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담은 기록화와 전투 장면을 재현한 미니어처 작품, 실

제 전투에 쓰였던 무기들로 가득 차 있다. 

호찌민시 역사박물관의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바익당

강(오늘날의 송코이강) 바닥에서 건져올린 나무말뚝이 

전시돼 있다. 베트남 최고의 민족영웅 쩐흥다오(陳興

道·1228~1300)가 원(몽골제국)이 중국인 병사들을 동원

해 벌인 3차 침입을 격퇴할 때 적선에 구멍을 내기 위해 

박아뒀다는 말뚝들이다.   

베트남에 대한 중국 간섭의 시작은 22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시황제가 보낸 원정군이 베트남 북부의 토착 정

권인 어우락(歐駱)을 무너뜨리고 오늘날의 광둥·광시성과 

베트남 북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했다. 시황제 사후 중국이 혼

란에 빠지자 이 지역은 ‘남월(南越)’로 독립했지만 우두머리

는 원정군의 부장(副將)이었던 조타(趙佗)였다. 남월은 다시 

한(漢) 무제(武帝)가 보낸 원정군에 무너졌고 베트남은 기원

후 938년까지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베트남인의 대중 항쟁은 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끈

질겼다. 왕조교체기를 맞은 중국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베트

남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곤 했다. 한대에는 쯩짝·쯩니(徵側·

徵貳) 자매의 반란(40~43)이 있었고 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 

초에는 전 리(李) 왕조(544~602)가 한때나마 중국 세력을 몰

아냈다. 베트남이 독립을 이룬 것은 중국이 오대십국의 혼란

기에 빠졌을 때인 응오(吳)왕조(939~967) 때의 일이다.

   

기원후 첫 천년기에 베트남의 지배자였던 중국은 다음 천년

기에도 내내 베트남에 실제적인 위협이었다. 중국은 기회만 

되면 베트남을 재정복해 직접 지배하려 했다. 베트남은 송대

와 원대에도 중국의 침입에 시달렸고, 명대에는 영락제 시기

에 일시적으로(1407~1427) 중국의 지배가 재현되기도 했다.

응우옌반후에(阮文惠·1753~1792)의 활약이 아니었다

면 베트남인들은 현대 중국을 구성하는 56번째 소수민족

이 됐을지도 모른다.

1788년에는 청의 20만 대군이 베트남에 들어와 하노이를 점

령했다. 

   

정복의 기도가 좌절된 뒤에도 청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의 군주들은 침공의 빌미

를 주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왕으로 낮춰야 했다. 이 베트남 특유의 외

왕내제(外王內帝) 체제는 베트남 통치자들에게 지속적인 굴

욕감을 안겼다. 청의 영향력은 1885년 청이 프랑스와의 전쟁

에서 패배하고서야 사라졌다. 그러나 그 뒤에는 프랑스의 식

민 지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현대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앞세운 미국과 전

쟁을 벌이면서도 중국의 개입을 경계했다. 많은 북베트남군 

지휘관들이 중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북베트남은 중국으

로부터 물자와 병력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베트남의 공산주

의자들은 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베트남을 흡수하려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들의 의심은 1979년 중국 인민

해방군이 통일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구실로 국경을 넘

어 내려오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뒤로 베트남은 중국을 견

제하기 위해 줄곧 친소련 노선을 걸었다. 베트남과 중국은 소

련이 해체되는 1991년까지 단교 상태로 있었다.

베트남과 중국이 모두 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관계를 정

상화한 오늘날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지난

해 베트남과 중국 간 무역액은 938억달러(약 99조9100억

원)에 달했다. 베트남 전체 무역 규모(4248억7000만달러)의 

22%에 달하고, 베트남에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한 한국과의 

무역액(618억달러)도 크게 뛰어넘는다. 중국은 지난 2000년

간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뿌리 깊다.

베트남 어디에서나 “중국인과 거래를 하기는 하지만, 중국

인이 싫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의 경고
베트남의 국부(國父) 호찌민(胡志明·1890~1969)은 제2차 세

계대전 종전 직후 베트남에 중국군을 끌어들이려는 동료 독립

운동가들을 꾸짖은 적이 있다. 그는 중국 국민당군을 진주시켜 

프랑스의 베트남 재점령을 막겠다는 구상에 대해 

“중국이 베트남 땅에 남는 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냐?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지난번에 중국인이 왔을 때 그들은 1000년을 머물렀다. 프

랑스인은 외국인이다. 그들은 약하고 식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백인들은 아시아에서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

국인이 들어오면 그들은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악취를 5년간 맡는 것이 남은 평생 중국의 분변(糞便)을 먹

는 것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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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태도

베트남은 미국과 벌인 전쟁으로 북베트남에서만 100만명 

넘게 죽은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기

엔 북쪽 국경에 1979년 전쟁까지 치른 중국이 있었고, 가난

을 벗어나려면 미국 시장도 필요했다.

팜반동 베트남 서기장이 미국과의 종전이후에 아래 같이 통

치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우리는 미국과 싸워 이겼다. 전쟁을 치르는 것은 어떻게 보

면 간단한 것이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나라를 경

영하는 것이다.

나라의 경영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베트남 사람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할지 몰라도 집단적

으로 보아 우리보다 현명한 것같다.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박항서 매직'은 베

트남이 흥하는 이유를 웅변한다. 핵심은 내게 도움이 되면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는 실용주의다. 베트남은 자신들을 향

해 총부리를 겨눴던 나라의 축구 감독을 초빙해 지난해 스즈

키컵에 이어 올해 동남아시안게임을 제패했다. 국제 정치에

선 미국과 손잡았다.  

2018년 조선일보에 김경필 베트남특파원이 <미국은 되고 중

국은 안 되고 베트남의 뿌리 깊은 중국 혐오>라는 글이 소개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할 때 주월미군사령부가 있었던 곳이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다낭이다. 

2018. 3월 5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USS 칼

빈슨과 입항하였습니다.

2018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 다낭에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칼빈슨’이 기항했다. 미 항모가 베트

남 항구에 들어온 것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

에 처음이었다. 다낭은 미국이 북베트남에 맞서 무력 개입

을 시작할 때 병력과 물자를 처음으로 전개한 곳이다. 그러

나 이번에 다낭을 찾은 칼빈슨과 부속 함정들은 북베트남을 

승계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베트남 국민들의 따

뜻한 환영을 받았다. 외신들과 베트남 언론 모두 미국과 베

트남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영식 장면, 미군 

장병들이 과거 선배들이 살포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자 지원 시설을 찾아 위로하는 모습을 경쟁적으로 보도

했다. 외신들은 이 특기할 만한 사건을 두고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에 맞서 과거의 두 적들이 손을 잡

았다”고 분석했다.

   

칼빈슨이 입항한 다음 날인 2018년 3월 6일 오후 다낭을 찾

았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汗)강을 건너 티엔사항(港)으로 

향하는 투언프옥 다리에 들어서자 왼쪽으로 다낭만(灣)이 

펼쳐졌다. 다리 난간을 따라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든 

베트남인 20여명이 달라붙어 있었다. 만 안으로 들어와 닻을 

내린 칼빈슨의 모습을 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3㎞ 떨어

진 곳이었지만 거대한 함체와 각진 모양의 함상 활주로, 높

이 솟은 함교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30대 택시기사 탄마이씨는 칼빈슨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정말 

강력해 보이지 않느냐. 어제 칼빈슨이 들어온 뒤로 다낭은 축제 분

위기”라고 말했다. “옛날에 싸웠던 나라의 군함이 들어와 있는데 기

분이 이상하지 않으냐”고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그 전쟁은 내

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다. 지금 미국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하는 중국에 맞서려면 미국이 필요하다.”

   

탄마이씨가 말하는 ‘우리 땅’이란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제도(중

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

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이다. 다낭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

진 곳에 있는 파라셀제도는 베트남을 식민통치하던 프랑스가 점령

했고, 이후 남베트남 관할로 넘어갔으나 남베트남이 패망을 목전에 

둔 1974년 중국이 빼앗았다. 중국은 파라셀제도를 발판으로 더 멀리 

떨어진 스프래틀리제도에까지 손을 뻗쳤다.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

리는 남중국해 분쟁의 시작이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인에게는 독도나 마찬가지인 파라셀·스프래틀리제도를 매

개로 터져나오는 베트남의 반중(反中) 정서는 강렬하다. 4년 전인 

2014년 5월에는 베트남 곳곳에서 유례없는 반중 폭동이 터졌다. 중

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파라셀제도에서 석유 시

추를 감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를 저지하려는 베트남 해군 초계함

에 중국 해군 함정들이 밀어내기 공격을 감행하고 물대포를 쏴 베트

남 장병 9명이 다치자 베트남 여론이 폭발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서쪽에 자리 잡은 쭉박(Truc 

Bach) 호수는 베트남전 당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였던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이 격추당해 추락한 곳이

다. 베트남은 전투기 날개 형태의 바탕에 매케인이 굴

욕적으로 두 손 든 모습을 새긴 조각상을 호수 앞에 

세워 세계 최강국 전투기를 잡은 전과를 자랑했다. 그

런데 작년 8월 매케인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이번엔 

조각상 앞에 헌화하고 향을 사르며 고인의 죽음을 애

도했다. 미국과 벌인 전쟁으로 북베트남에서만 100만

명 넘게 죽은 역사를 잊어서가 아니었다. 과거에 연연

하기엔 북쪽 국경에 1979년 전쟁까지 치른 중국이 있

었고, 가난을 벗어나려면 미국 시장도 필요했다. 마침 

1973년 석방돼 귀국했던 매케인이 12년 만에 베트남

을 방문했다. 전쟁 때 폭탄을 싣고 왔던 해군 조종사

가 정치인이 되어 "베트남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

자 베트남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베트남은 시사·난사군도 갈등과 중국의 군사적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합참의장을 베트남으로 초

청했다. 1971년 베트남전 때 이후 43년 만이었다. 미

국의 힘을 빌려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도 베트남은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화상 통

화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

끌어 냈다. 미국 입장에서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

제하려면 베트남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주에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다는 뉴스가 있었다3).

3

▲ 지난 3월 5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USS 칼빈슨. 
photo 뉴시스

▲ 2016년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이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3)  우리도 베트남처럼 옛 원수와 손잡은 시절이 있었다. 국권
을 빼앗겼던 나라 일본에 찾아가 기술과 돈을 들여와 산업
을 일으켰다. 지금 우리가 세계 2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으로 사는 건 국가 중흥이란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상대의 가
랑이 사이를 지나며 과하지욕(袴下之辱)을 무릅쓴 할아버
지 아버지들 덕분이다.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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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추선 육탄전으로 막은 베트남,�
서해�中에 내주고 있는 한국

2021.07.08.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이 <中시추선 육탄

전으로 막은 베트남, 서해 中에 내주고 있는 한국>-시진핑의 

패권주의 늑대외교 노골화, 정부는 中 서해공정 방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중국 해군이 지난 9월 서해(중국명 황해)와 발해만에서 군함 

100여척을 동원해 대규모 실탄 훈련을 한 사실을 29일 뒤늦

게 공개했다.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을 겨냥

한 훈련일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에서 대국 굴기를 선언했다.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이 힘

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해 패권주의 노선으로 나갈 

것임을 노골화한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로서는 미

국의 대중 견제와 중국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들어 한국을 겨냥해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말은 ‘서

해 공정’이다. 현재 한·중 간에는 서해 경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국제적 관행은 양국 간 중간선을 긋는 것이다. 하

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한국 쪽에 

훨씬 가깝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는 동경 124도선까지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중국은 매일 몇차례씩 해안순시선과 군함을 124도선 부근

까지 보내고 해상 초계기도 띄우고 있다. 중국 잠수함이 이 

해역에서 작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중국 해군 사령관은 우리 해군참모총장에게 “한국은 124도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자기들은 매일 일방적으

로 우리 해역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넘지 말라고 경고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나 군 당국은 여기에 제대로 반

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군함과 비행기가 얼마나 넘어

오는지 현황도 공개하지 않는다. 중국 눈치만 보면서 저자세

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공정을 

좌시하다간 124도선이 한·중 간 암묵적 경계선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패권주의가 가

속화할 경우 그럴 위험성은 더 커진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곳이 남중국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마음대로 명나라 시대 지도를 앞세워 구단선이란 경

계선을 그었다. 구단선은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의 근해

만 뺀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바다로 획정해 놓았다.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억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필

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난사 군도(스프래틀리)와 시

사군도(파라셀)를 계속 점거하고 있다. 심지어 이곳에 콘크

리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를 지어 주변국을 위협

했다.

베트남의 대응은 달랐다. 베트남은 중국이 2014년 시사군도

에 석유 시추선을 보내자 남의 바다에 들어오지 말라며 초계

함과 어선 등을 대거 보내 육탄 돌격전을 폈다. 양측이 부딪

혀서 싸움이 벌어지고 베트남 배가 침몰하기도 했다. 중국은 

베트남에 항의를 했지만, 베트남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베

트남에선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나 중국인 공장이 불타

고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대거 대피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베트남은 중국이 협박하고 보복을 경고해도 물러서지 않았

다. 물러나면 중국이 더 세게 압박하고 요구할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중국이 베트남을 함

부로 건들지 못한다. 베트남은 시사·난사군도 갈등과 중국

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합참의장을 베트남으

로 초청했다. 1971년 베트남전 때 이후 43년 만이었다. 미국

의 힘을 빌려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도 베트남

은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화상 통화를 통해 남중국

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미국 입장에서

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베트남과의 협력이 필

수적이다.

한국도 서해 문제에 있어서 베트남처럼 초기부터 강하게 대

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해를 중국에 야금야금 빼앗길 수 있

다. 외교 관계에서 과격한 대응은 피해야 할 일이지만 상대

방 눈치만 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공중증(恐

中症)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기 일쑤다. 그래서 사드 배치 때도 중국에 끌려다니다 경

제 보복을 당하고 우리 안보 주권인 ‘3불(不)’까지 내줬다. 이

런 추세라면 서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

다. 동해에서 독도 부근에 일본 순시선이 한번만 나타나도 

득달같이 달려가 대응하는 정부가 왜 중국에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4 정덕구�“지금처럼 원칙없이�中에 순
종하면,�치욕적인 예속의 길로 갈 것”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가 2021.08.23.니어재단 정덕구 이사

장과 <韓·中수교 29주년 맞아 책 펴내>라는 제하의 인터뷰 

기사를 적었다.

“내년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이 

우리 주권과 기본가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대(對)중국 

레드라인’을 각인시켜야 한다.”

산자부 장관 출신인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이 한·

중 수교 29주년(24일)을 앞두고 중국 극복 전략을 제안한 저

서 ‘극중지계(克中之計)’를 펴냈다. 그는 중국 베이징대·런

민대 초빙교수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고문을 지낸 중국 전

문가다. 정 이사장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원칙 

없이 중국에 순종하면 치욕적인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

고, 이런 관계는 다음 세대까지 상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우리 생

존권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

다”고도 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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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공격적 외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을 잘못 본 것이지 중국이 변한 게 아니

다. 중국 공산당에 서구 민주주의 이식의 대표적 성공 사례

인 한국과 K문화는 늘 눈엣가시였다. 경제적으로 필요하니 

한국을 이용해 왔지만,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 하나 빼고 한

국에 아쉬울 게 없다. 한국을 충분히 추월했고, 앞으로도 산

업구조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중국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사드 3불’을 약속해줬지만 우리 주권만 훼손하고 얻

은 게 뭐가 있나. 시진핑은 애만 태우고 방한도 안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

하다. 중국은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이나 제재 같은 압박을 

운운할 때만 마지못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중국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선�‘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심이�

커졌다.

“과거에는 그런 경사(傾斜), 편승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이 세계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붙고 있는 지금

부터는 경사 비용이 10배 이상 커졌다. 잘못된 판단이 회복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발톱을 드러낸 중국 앞에서 우리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한·중 관계는 과거에는 보완적 생존 관계였으나 지금은 아

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백은 자강(自强)

으로 메워야 한다. 반도체·신물질·백신 같은 핵심 기술, 원

천 기술, 틈새 기술에서 중국과 최소 2단계 이상 초격차를 유

지해야 한다. 

중국이 필요로 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면 공

존이 아니라 예속뿐이다. 예속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당

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상속된다.”

자강은 미국과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인가.

“미국이 우리의 ‘최종 대부자’가 될 순 없지만, 또한 우리의 

자강은 민주적 질서에 의한 연대하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하

다.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력체 쿼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기술네트워크(QTN)’

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따라

올 수 없는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다. 한국은 여기

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지금 대선 주자들에게서 이와 관련한 고민이 보이나.

“경제는 민간이 더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안보는 대통령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대선 주자들이 미·중 패권 대결 시대에 

맞는 우리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

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나.”

차기 대통령은 대중국 외교�1순위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진핑과 만나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못하는 레

드라인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영해·영공 무단 침입, 역

사 왜곡과 정체성 침해 행위, 북한의 대남 위협·공격 행위 동

조 등이다. 이를 넘을 때에는 순종이 아니라 강경 대응 방침

을 천명하고 실제 이행해야 한다. 물론 우리도 중국의 핵심 

이익은 배려해야 한다. 다만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주장하

는 핵심 이익은 수십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지켜

줄 수는 없다. 우리 국익과 직접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설정해야 한다.”

서해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00세을 넘어 살고 계신 김형석 교수님이 우리 지도층은 

586세대와 법률가층이 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국제

적인 정세에 암우하다는 점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보았다4). 

외세를 물리칠 수 있는 물리력이 부족하면 외세를 활용할 지

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지혜를 갖추기 위해 주변나라에 

대한 정보, 지식이 필수적이다.

우리 지도층 가운데 586세대는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되어

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인지에 관한 통찰이 너무 너무 부족한 것같

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베트남은 그렇지 않은 것같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고 있다고 베트남이라는 

나라, 베트남 국민들을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아니될 오랜 역

사와 전통이 있는 강인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많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이라는 강국에만 육속되어 있어 그나마 우리

보다 유리한 지정학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중국 등 주

변국을 상대할 때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다. 

2013.10.4. 사망한 20세기 최고의 명장 보 구엔 지압장군이 

있다. 지압장군이 살아있던 시기 베트남은 프랑스, 미국, 중

국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지압장군이 100세를 맞은 

201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

뷰(3월 7일자 1면)에서 그

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우리는 프랑스군과 미군

을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

들은 베트남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들지 

않았다. 우월한 무기만으로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오판했다”고 

말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없으면 다 헛일”이라는 것이다. 또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

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

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

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은 서해를 황해(yellow sea)라고 부른다. 황하의 물이 흘

러온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같다. 그 서해에 중국으로부터 짙

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앞서 호찌민이 중국에 대해 베트남인에게 한 경고를 소개한

바 있지만,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중국이 필요로 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면 공

존이 아니라 예속뿐이다. 예속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당

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상속된다.”

6

4)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사석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분의 전언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베트남역사에 대하여 완전히 꿰뚫어 알고 있
었다 합니다. 박대통령시절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여 지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차이나타운이 없다. 나라를 지도하려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바라보는 이 정도의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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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차�마시는 생활을 시작하다

(1)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차 상점을 마주치게 되는데 나는 차를 즐기지

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은 있어서 그 점포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하게 되고 그러

다 보면 차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내가 차의 품질을 알아보는 능력은 없으

니 이런 때는 가급적 비싼 것을 사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인데도 워낙 검약을 미덕

으로 여기고 살아온 탓으로 실제로는 싼 종류의 것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싼 

것을 산 탓으로 남에게 선물로 주지도 못하고 내가 우려먹게 되는데, 그 차를 몇 번 

우려 마시고는 한쪽에 제쳐두고는 잊어버리는 일이 제법 있다. 이번에 방에 집사람

이 사주는 평상을 들여놓기 위해 서가방(書架房)의 양면에 가득한 책들과 어지럽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집사람이 주도적으로 도와주어서 방앞의 베란

다에 내어 놓았다가 평상을 들여 놓은 뒤에 다시 위 내어놓은 물건들을 방에 들여

놓고 정리를 하다가 붉은 차통을 보게 되었다. 뚜껑을 열어 보니 안에 차가 많이 들

어 있는데 무슨 차인지 몰라 뚜껑에 있는 붙여진 종이의 글을 보니 북경에 있는 차

엽 회사가 만든 신양모첨차(信陽毛尖茶)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어떤 종류의 차

인지를 몰라 위 차 이름 아래의 영어를 보니 Green Tea라고 되어 있다. 찻잎을 보

니 찻잎이 가느다랗고 길게 말리어진 흑갈색이었다. 또 다른 좀 작은 차통 안에는 

중국 푸지엔성(福建省) 샤먼(廈門)에서 산 철관음차가 들어 있는데 위 모첨차와는 

모양과 색깔이 달랐다. 위 모첨차의 뚜껑을 여니 강하지는 않지만 향긋한 냄새가 

나와 퍼지니 한번 우려 마셔 보고 싶은 동시에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오직 좋은 

술뿐이라고 말하지 마소. 차의 향기가 마음속에 들어오니 또한 사람을 취하게 하도

다.’1)라는 한문이 떠올랐다.  

황형모 변호사(휴업)

생활 수상(隨想)

莫道醉人唯美酒, 茶香入心
亦醉人(막도취인유미주, 다향
입심역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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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위 모첨차를 다관(茶罐)에 넣고 

포트의 끓는 물을 부으려니 몇 도의 물을 

부어(집에 온도계를 두 개나 사놓았다) 몇 

분 동안 우려야 하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

다. “아!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Out 

of sight out of mind)”는 말이 틀림없는 말

임을 실감하였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

는 차에 대한 대여섯 권 정도의 책을 찾아

서 차를 우려낼 물의 온도 및 우리는 시간

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방안에만 겨우 들

여 놓고 아직 다 서가에 꽂지 않아서 위 책

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 

이전에는 책들을 분류하여 정리해 놓지는 

않았으나 차주 찾아본 탓으로 어떤 책이 어

디쯤에 있는지를 대략은 알고 있었으나 지

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서 상당한 시간 동안 

찾아서 헤집다가 5권은 찾았으나 제일 양

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한 권은 찾지

를 못하였다. ‘아! 평소 정리를 하지 않고 사

는 과보(果報)로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2권과 중국

에서 출판된 책 3권을 뒤적거려 차를 우리

는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을 알아내어 차

를 우렸다. 차를 우린 첫 번째 탕(湯)은 차를 

씻어내는 것이어서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인

데도 오랫동안 차를 우려먹지 않은 탓으로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마셔버렸다. 아! 다

인(茶人)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이 부끄럽다. 뒤에 식품공학과 교수로

서 차에 대한 연구와 해외 연수도 한 분이 

쓴 책을 찾아서 차의 효능에 대한 부분을 

보니 항암, 항당뇨, 항산화, 다이어트 효과 

등 30 항목으로 나누어 효능을 언급하였다. 

조금 부풀려 기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도 없지는 않지만 학자가 쓴 것이어서 믿음

이 갔다. 또 중국에서 출판된 차에 관련한 

수필집도 찾았는데 내 실력에 이 책을 본다

는 것은 무리이지만 그래도 목차 중에 관심

이 가는 것 한 편쯤은 1면마다 10개 정도를 

사전에서 찾아보더라도 읽어 볼까 한다. 그

리고 앞으로 차를 즐기는 사람들과 나이를 

불문하고 벗으로 사귀면서(以茶會友) 청한

(淸閑)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

였다. ‘하루 동안 마음이 맑고 한가하면 하

루의 신선이다(一日淸閑 一日仙; 일일청

한 일일선)’라는 말이 있으니 느긋하게 차

의 맛을 음미하며 문앞의 흘러가는 물소리

를 듣고, 찻잔을 들고 창밖의 뜬 구름을 바

라보면2) 비록 신선은 되지 못할지라도 스트

레스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평안(平安)하게 

되지 않겠는가! 

2.�가장 되고 싶은 것은?

(1) 중국 연속극 중에 ‘화락궁정착유년’3)이

란 것이 있는데 몇 번 보니 청나라 강희제

의 아들들 사이의 왕위 계승을 위한 암투와 

그들의 여자들과의 얽힌 애정관계가 주된 

내용이어서 보지 않기로 하였다. 또 그 내용

은 후궁견환전(옹정황제의 여인)이란 연속

극을 보아서 대략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여서이기도 하다. 후궁견환전에서는 옹

정이 황제로 등극하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공이 많은 연갱요의 여동생 화비가 포악

한 나쁜 여자로 나오는데 위 연속극에서는 

첫사랑의 남자나 태자(뒤에 폐위됨)와의 사

랑에 연연하는 것으로 나왔다. 모든 것이 극

작가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실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

고 생각된다. 

위 연속극을 보지 않고 지내던 증 비가 오

는 토요일에 TV를 보니, 위 연속극이 끝나

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하던 것이 계속되는 것인지 위 연속극이 방

영되기에 잠시 보니 강희제가 60년간의 재

위 후 건강이 안 좋아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자신을 60년간 시중든 환관하고 인생을 뒤

돌아보며 얘기를 나누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 강희제는 자신이 8세에 등극하여 

오배를 축출한 후 친정(親政)을 하고 또 삼

번의 난과 대만을 평정한 것, 러시아와의 국

경분쟁을 해결한 것 등을 얘기 하면서 자신

이 황제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가를 위

해 일한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시 

위 환관에게 강희제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니 위 환관이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강희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이 말

을 들은 환관이 임금님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니, 강희

제는 “나는 만 백성이 바라는 바와 국가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이루기 위하여 평

생 노심초사하였다. 이는 백성과 국가에 묶

인 것이고 나 자신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토로하였다. 이 말은 작가의 생각이고 강희

제의 실제 생각은 아닐지 모르나 나에게는 

강희제도 위 대사(臺詞)와 같은 생각을 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묶인 것은 구속된 것

이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한 자기 자신으로서 살지를 못한 것이다. 이

에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

보니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허자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풀

이되어 있다. 자유는 한자말로서 自由인데 

自에는 스스로, 말미암다, 따르다, 비롯하

다, 마음이 편안하다 등의 뜻이 있고, 由에

는 말미암다, 따르다, 본으로 삼다, 원인, 유

래(기인)하다, 행하다, 움트다 등의 뜻이 있

다. 위 두 글자를 합성한 뜻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말미암다’, 

(남이 아닌) 자신을 따르다’ 등으로 보는 것

이 어떤가 한다. 즉 남의 지시에 의거함이 

없이 자기만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란 의미로 이해하면 결국 위 국어사전의 풀

이와 동일하게 된다. 

(2) 왕조시대의 임금 내지 황제는 지금의 대

통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

사이 차기 대통령의 후보들에 대한 인기도

나 지지률에 대하여 티비의 뉴스에서 자주 

2)  品茶聽門前流水, 擧盞看
窓外浮雲(품차청문전유수 
거잔간창외부운). 차와 인생
에 관하여는 ‘차 한 잔으로 
인생의 성쇠를 평가하고, 평
범한 일상의 마음이 천만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一杯
茶 品人生沈浮,平常心 造
萬千世界; 일배차 품인생침
부,평상심 조만천세계)’라는 
말도 있다. 

3) 티비 화면에는 한글로만 제
목이 나오는데 알아보니 화
落宮廷錯流年이고 그 뜻은 
‘꽃이 궁정에 떨어져 세월을 
잘못 보냈도다’로 이해된다. 

‘하루 동안 마음이 맑고 
한가하면 
하루의 신선이다
(一日淸閑 一日仙; 
일일청한 일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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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다. 각 정당 내에서 우후죽순처럼 후

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

고 그들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다

른 당의 예상 후보나 다른 당 여부를 떠나 

다른 예상 후보를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일

이 흔하다. 사람을 유혹하는 것으로는 재물

보다는 명예나 지위(권력)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위 

연속극 속의 강희제의 말도 잘 음미해 보

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청나라의 관리

를 지내다가 자신의 소신에 따른 행위에 대

해 상급자가 비난하자 그 직을 사퇴한 서

예가이고 화가이며 문필가이기도 한 정섭

(鄭燮, 호는 板橋 판교)의 시구(詩句)에 ‘만

리장성은 지금도 오히려 남아 있는데, (만

리장성을 쌓을) 그때의 진시황은 보이지 않

구나!(萬里長城 今猶在, 不見當時 秦始

皇; 만리장성 금유재, 불견당시 진시황)’라

는 말을 마음에 새겨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의 역대 

대통령의 퇴직 후의 행로와 그 분들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또는 몇 백년 후

의 역사가의 평가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

면 권력에 집착하는 마음이 조금은 식을 것

이 아닌가 한다. 다만 국민과 국가를 잘 이

끌어갈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은 의연히 봉

공(奉公)하는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사

마천의, ‘사람에게는 진실로 한 번의 죽음이 

있다. 죽음 중에 어떤 것은 태산보다도 무겁

고 어떤 것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다(人固

有一死, 死或重於泰山 或輕於鴻毛; 인고

유일사, 사혹중어태산 혹경어홍모)’라는 말

을 유념하면서.   

3.�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로 겪어 봐야 확실히 알게 된다.��

(1) 나는 너무 아끼는 버릇이 있어 물건을 

살 때 싼 것만 사는 일이 많고 사고난 후에

는 후회하는 일도 흔하다. 후회할 때는 다음

에는 싼 물건을 보아도 너무 혹(惑)하지 말

고 잘 따져보거나 살펴보고 사자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위와 같은 후회와 반성을 한지 10일 남짓이 

지난 뒤에 또 길거리를 걷던 중  도로변에 

과일, 감자, 고구마, 당근 등을 플라스틱 바

구니에 담아 놓고 파는 곳을 지나다가 바구

니 안에 담아 놓은 황도가 약 20개 정도 되

어 보이고 대략 보기에 상한 것 같지도 않

고 가격은 5,000원이었다. 올해 들어 복숭

아를 먹어보지 못하여 이것을 사게 되었다. 

다른 일을 본다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

고 많이 걷다보니 배가 고파 부근의 지하철

역 안 화장실에 가서 세수대에 씻어서 먹게 

되었다. “우엑! 뭐 이런 복숭아도 다 있나!” 

먹는데 하나도 단맛이 없다. 이것도 돈 주

고 산 것이라고 하나를 다 먹었다. 또 하나

를 씻어서 먹으니 이것은 조금 단맛이 나기

는 났다. 이것도 다 먹었다. 또 하나를 씻어

서 먹으니 이것은 단맛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에서 

계속하여 8개 정도를 씻어 먹은 후 예정된 

모임의 약속 시간이 가까워 12개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약속 장소가 있는 지하철

역으로 가서 그곳의 화장실에서 4개를 씻어 

먹었는데 이것들은 그래도 조금 전에 먹은 

것보다는 상당히 달았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나머지는 버리고 약속된 음식점

으로 갔다. 

지난번에 싼 것을 사고 후회한 후 ‘다시는 

싼 것을 사고는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하고

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짓을 반복하는 원인이 궁금하였다. 이성적

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평

소 습관화된 내용은 뇌세포에 저장되어 어

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뇌세포에 저장

된 내용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동을 선택하

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원인을 내 나름대

로 추측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반

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욕심에 기인하

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사기죄를 심리할 때 

근본적으로 남을 속여 사기를 친 사람이 나

쁘지만 황당한 거짓말에 속은 상대방도 손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탐심‧욕심 때문에 

사기에 걸려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흘간의 마음 닦음은 천년

의 보배이고 백년 동안의 재물을 탐하는 것

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다(三日修心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 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

물일조진)’라는 말을 알고 있음에도 탐심 

앞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한스

럽다.

(2) 나는 채소를 좋아하고 또 변비 때문에 

더욱 채소를 열심히 먹는다. 채소를 사 놓고 

관리를 잘못하여 상하게 한 일이 있어서 그 

후로는 채소를 사면 바로 냉장고 안의 냉동

실이 아닌 냉장실에 넣어 둔다. 그런데 오

이도 냉장실에 넣어두었는데 이틀 후에 꺼

내어 보니 오이가 물렁물렁해져 있었다. 집

사람에게 물어보니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

고 냉장실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기 때문에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한다. 그 

뒤 이번에는 양파를 냉장실의 제일 위에 넣

어 두었다가 이틀 후에 꺼내어 보니 이것도 

물렁물렁하고 물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다. 

집사람 말처럼 얼었다가 녹아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물을 많이 함유한 오이나 양

파 등은 냉장고에 넣어두더라도 오래 두면 

위와 같이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

다. 나는 채소 등의 식물이나 움식물을 냉장

고 안에 넣어만 두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대

로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는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이다. 이 경

험으로 앞으로는 오이나 양파는 냉장고에 

넣은 하루 이내에 먹을 것이다. 한 가지 일

을 겪어보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를 기를 

수 없다(不經一事 不長一智; 불경일사 부

장일지)는 말이 옳음을 절감하였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지식은 실제의 일 특히 중대

한 일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는 주저하게 

만들고 과단성 있게 추진할 신념으로서 작

용을 못하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이다.     

‘사흘간의 마음 닦음은 
천년의 보배이고 
백년 동안의 
재물을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다

‘사람에게는 진실로 
한 번의 죽음이 있다. 
죽음 중에 어떤 것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것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다
(人固有一死, 
死或重於泰山 或輕於鴻毛; 
인고유일사, 
사혹중어태산 혹경어홍모)’

에는 싼 물건을 보아도 너무 혹(惑)하지 말

고 잘 따져보거나 살펴보고 사자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위와 같은 후회와 반성을 한지 10일 남짓이 

지난 뒤에 또 길거리를 걷던 중  도로변에 

과일, 감자, 고구마, 당근 등을 플라스틱 바

三
日
修
心
千
載
寶, 

百
年
貪
物
一
朝
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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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이용 안내

부산지방변호사회도서실

도서실 프로그림 접속 사이트입니다. 

http://kcms.kdot.co.kr/kcms_bsbar/Main/MA

대출를 희망하시는 회원 및 변호사 사무직원분들께

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논문 등의 원문정보제공 이용안내

본회 도서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제

공을 위하여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

정을 체결하여, 각종 학위논문을 비롯한 원문정보제

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서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

라, 위 정보 이용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비용(1면

당 10~100원)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로앤비 이용안내

본회 도서실에서는 방대한 법률정보를 보유한 법률

포털 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에 유료회원

으로 가입 하고 있어서 회원여러분들은 도서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앤비는 판례(전문, 하급심 판

례정보 포함), 법령정보, 법률용어, 법률 뉴스, 서식, 

학회논문, 법조인명록, 세무정보 등 다양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

원고 및 표지 사진 모집

월간으로 발간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은 회원 

여러분의 소식지입니다. 이에 회보에 실을 회원 여러

분의 원고와 표지 사진을 모집 하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원고

● 소 재  

    수필, 칼럼, 서평 등 제한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2회 제한)

● 분 량 200자 원고지 15매 내

● 마 감 매월 25일까지

● 접 수 news@busanbar.or.kr

     ※ 소정의 비용을 드립니다.

표지 사진

● 소 재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 

    (제목과 간단한 설명 첨부)

● 마 감 매월 25일까지

● 접 수 news@busanbar.or.kr

※ 소정의 비용을 드립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서실

우리 회는 사무실 운영 등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원들에게 서부지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1년 1월 19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회원여러분(소속 사무직원 포함)의 많

은 이용을 바랍니다.

● 운행일자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이용대상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 지  참  물 : 변호사 신분증 및 사무직원 신분증

● 셔틀버스 배차 시간표

배차 회수 평일운행 시간(토요일, 공휴일 운휴)

1

본원

부산법조타운빌딩(출발)

09:10

서부지원(도착)

09:50

2
서부지원(출발)

11:30

본원 

부산법조타운빌딩(도착)

12:10

● 탑승인원 : 선착순 14명

● 차량 및 기사 :  쏠라티 71저3438, 기사 채호신 010-4607-1515

셔틀버스(본원⇔서부지원) 운행 안내

회원(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 홍보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에 회지 “부산법조 제39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 회지는 1983년도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회원님들의 학술 발표, 문화 교류의 공

간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 회와 회원님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공식적인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회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원고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 회의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 하고자 합니다. 

❶ 특집 :  人權 (아동·여성·장애인 등 인권과 관련된 분야의 현황, 정책/법령/판례 동향, 주요 쟁점/의미· 평가,    

변호사의 역할 등)

❷ 논문, 판례평석, 변론기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❸ 시, 시조 (2편 이내, 매수 제한 없음)

❹ 수필, 독후감, 여행기(기행문), (영화 등) 감상문, 학회·동호회 소개 등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❺ 원고마감 : 10월 29일(금)

❻ 원고제출 : news@busanbar.or.kr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리며, 분야별 원고 매수를 꼭 확인하여 집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지 발간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회원께서는 우리회 홍보팀(☏ 051-506-85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법조 원고 모집

34

안내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입니다.

따스한 햇볕과 선선한 바람이 반겨주는 가을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박영신 위원 -

편집인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