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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토) 09:30
2021년 법관평가표 분류 · 집계작업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법관평가위원	및	사무국직원

● 11/9(화) 14:00
부산시청 방문
장		소	: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참		석	:		회장,	국제상임이사,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11/12(금) 12:00
청년변호사대회 및 신입회원 의무연수   

공동개최 논의
장	소	:	가야골

참	석	:		회장,	교육상임이사,																									

청년변호사특별위원장,	간사

● 11/13(토) 9:30
제349기 대한변협 특별연수(민사법)
주	제	:	민사법	일반	분야

장	소	:	대회의실

● 11/19(금) 14:00
제소전화해 11월 재판 (308호 법정)
신	청	인	대리인	:	권인칠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강동규	변호사	

● 11/19(금) 16:00
후쿠오카변호사회와의 온라인 정례교류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집행부·국제위원	및	회원

● 11/22(월) 11:00
부산고등법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부산고등법원	소회의실(1402호)

참	석	:		회장,	김용민	수석부회장,																			

김가람	법제상임이사

● 11/29(월) 11:00
제15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
장	소	:	대회의실

● 11/29(월) 11:00
제24차 상임이사회
의	안	:	2022년도	신년인사회	개최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위원회> 

● 11/3(수) 11:30
제7차 해사법원설치추진위원회
의	안	: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8(월) 12:00
제8차 소식지편집위원회
의	안	:	144호	소식지	편집	논의의	건	등

장	소	:	미조복국

● 11/9(화) 11:30
제4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안	:		2021년	법관평가결과	공개범위												

논의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11(목) 11:30
제4차 법제위원회
의	안	:		법원관할	조정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16(화) 11:00
제5차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 결정운영
위원회
의	안	:	법률구조신청사건	구조심의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16(화) 11:30
제6차 인권위원회
의	안	:		경찰서	내	변호인접견실	CCTV	녹음기능	

확인의	대한	논의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19(금) 11:30
제5차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의	안	:	청년변호사대회	사업계획	논의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23(화) 12:00
제4차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	안	:	공제/발전기금	활용방안	검토의	건	등

장	소	:	다채	한정식

● 11/24(수) 12:00
원로자문위원회·집행부 간담회
장	소	:	호야스시

● 11/25(목) 18:30
2021년 연말회의 및 법관평가특별위원 
송년회
장	소	:	박가네

<이사회> 

● 11/15(월) 11:00
제6차 이사회
의	안	:		2021년	법관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승인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상임이사회> 

● 11/1(월) 11:30
제22차 상임이사회
의	안	:	경기북부회	자매결연	요청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15(월) 10:00
제23차 상임이사회
의	안	:	2021년	법관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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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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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가. 2021년 법관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논의의 건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 아  래 -

① 상위평가법관 : 2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평가법관 12명(가나다순)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다.

② 하위평가법관 : 2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가점수가 낮은 하위평가법관 10명에게 법관평

가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기로 하고,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된 3명에 대해서는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회가 선제적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

이 되므로, 12월 3일 개최하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③ 법관평가결과 열람기간 및 장소 : 2021년 12월 1일∼2022년 1월 31일, 사무국

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 50만원을, 법관평가활동 시간이 8.5시간 이상인 위원 4명

은 각 30만원을, 7.5시간인 위원 3명은 각 20만원을, 법관평가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 위원은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단, 법관평가 경과보고서 소식지 게재시 원고료 미지급 조건)하기로 하다.

※ 11/6(토) 분류/집계에 참가한 위원들은 실제 활동 시간에 1.5배 가산 적용.

다. 2021년 법관평가표 우수제출자 포상의 건
원안대로 법관평가표를 40건 이상 제출한 20명에게 상품권 5만원을, 30건 이상 40건 미만 제출한 

26명에게 상품권 4만원을, 20건 이상 30건 미만 제출한 58명에게 상품권 3만원을, 10건 이상 20건 

미만 제출한 250명에게 상품권 2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다.

라. 경기북부회 자매결연 요청 논의의 건
양 회간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등 재검토를 위해서 잠정 보류하기로 하다.

마. 사무직원회 보조비 지급의 건
사무직원회의 복사수입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조비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제22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가. 경기북부회 자매결연 요청 논의의 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확인 후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사무직원회 보조비 지급의 건
회장이 사무직원회 임원진과 면담 후 보조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다.

다. 법무보호시설 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자 승인의 건
원안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다.

라.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 협약 체결의 건
원안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 출산축하금 지급 논의의 건
OOO 회원의 경우 2021. 9. 6. 개정된 경조규정 제5조(휴업회원)에 소급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다.

02
재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 경유업무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재상정)
제4조 제2항의 가, 나 단서 신설을 삭제하고, 마.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위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소

가가 소액일 경우 7,000원, 중액 이상일 경우 20,000원”과 별표2(신청사건) “84. 기타 신청사건에 

준하는 경우”를 각 신설하여 개정하기로 하다.

03
법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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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가. 2022년도 신년인사회 개최의 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법원․검찰 참석 여부를 타진 후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사무국직원 근무평정 실시의 건
회장단 및 상임이사, 사무국장은 사무국직원 개인별 근무평정표를 작성하여 2021. 12. 17.(금)까지 회

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상임이사는 평가결과를 취합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다. 사무국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승인의 건(재상정)
회장이 해당 직원과 면담 후 결정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 경유증표 부착의무 위반 논의의 건(재상정)
회장이 OOO 회원과 면담 후 결정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02

재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동아대법학연구소와의 공동세미나 및 MOU 체결의 건
원안대로 동아대법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 개최 및 MOU를 체결하기로 하다.

나. 인스타그램 관리계약 연장의 건
인스타그램 관리업체 계약연장은 종료하고, 사무국직원 중 전담 직원을 선정하여 인스타그램 운영관

리를 맡기되, 전담 직원 양성에 필요한 학원수강료 등 제반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하다. 

03
홍보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경유업무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한 문제점 논의의 건(재상정)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나. 급여규정 개정의 건(재상정)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04
법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제23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 의결 사항 ]

바. 사무국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승인의 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회장이 한 번 더 해당 직원과 면담을 통해서 의논한 후, 차기 상

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01
총무상임이사 
소관 회무

○ 홈페이지 개선안 논의의 건
기존 법률플랫폼과 차별되는 ‘공공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서울회가 공동으로 전담 TF

팀을 구성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02
홍보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경유업무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대한 문제점 논의의 건
개정된 경유업무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가에 비례해서 경

유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안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급명령단계에서 끝나면 7,000원을 공제

한 경유비 13,000원을 환급해 주는 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연구비 지원 신청서 처리의 건
법제위원회에서 신청한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다.

03
법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 청년변호사대회 및 신입회원 의무연수 공동 개최의 건
코로나 상황으로 공동 개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년변호사대회만 개최하기로 하되, 개

최장소 및 세부일정 등은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04
교육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제휴업체 해지 검토의 건
총무상임이사가 제휴업체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후 해지할 업체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안서 검토의 건
산타원정대 제안서는 정기후원이 아닌 일회성으로 후원하기로 하다.

05
권익상임이사 
소관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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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회원동정

2021. 11. 30.
총 회 원 : 1188명

개업회원 : 1006명

(본원 830명, 동부 111명, 서부 65명), 휴업회원 140명 , 준회원 42명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8층. 905호, 
906호, 907호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전   화 506-5016   
팩   스 506-5018
이메일 syncromas@gmail.com
약   력  1989년생, 동래고교, 고려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1/2   최원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2층 
(거제동, 로윈타워빌딩)

전   화 *  
팩   스 *
이메일 bluesky100a@daum.net
약   력  1988년생, 지산고교, 동아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1/2   이동언 회원

주   소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11층

전   화 *   
팩   스 *
이메일 hhon.voyage@gmail.com
약   력  1988년생, 울산제일고교, 한국해양대, 

제주대 법전원, 변시 10회

11/5   홍의종 회원

신규개업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거제동) 20, 
7층(동주빌딩)

전   화 507-0532   
팩   스 507-0535
이메일 min2dan9@snu.ac.kr
약   력  1982년생, 용인고교, 서울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1/5   이성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   화 506-8500  
팩   스 506-8511
이메일 daehangno@gmail.com
약   력  1988년생, 진주중앙고교, 성균관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6층   
(거제동, 로펌빌딩)

전   화 710-5687    
팩   스 710-5689
이메일 kangraewook@naver.com
약   력  1981년생, 상문고교, 고려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1/8   김주원 회원 11/10   강래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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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903~4호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전   화 503-5886    
팩   스 504-5887
이메일 lawspard0120@naver.com
약   력  1989년생, 김해고교, 부산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1/17   정희열 회원

주   소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 (부전동)

전   화 911-6161  
팩   스 911-3334
이메일 rje5789a@naver.com
약   력  1993년생, 경해여자고교, 수원대, 

원광대 법전원, 변시 9회

11/11   류지은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우동, 마린파크)1101호~1102호

전   화 711-6798    
팩   스 711-6790
이메일 narcissus820@naver.com
약   력  1984년생, 창원경일고교, 이화여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1/17   조빈나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거제동, 세헌빌딩)

전   화 507-4663  
팩   스 507-4668
이메일 lawyerlsa@naver.com
약   력  1989년생, 창원명지여자고교, 

동아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1/11   이승애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3,2층(거제동, 시티빌딩)

전   화 507-9007    
팩   스 507-9026
이메일 bsm727@gmail.com
약   력  1972년생, 양정고교, 서울대,   

서강대 법전원, 변시 2회

11/18   배성문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903~4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전   화 503-5886   
팩   스 504-5887
이메일 pjj5255@daum.net
약   력  1988년생, 동천고교, 부산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1/15   박제준 회원

신규개업신규개업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1210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전   화 244-9697    
팩   스 244-4484
이메일 mmkbeaver28@gmail.com
약   력  1991년생, 예문여고교, 오사카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11/25   서현선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2층전체, 
13층

전   화 911-6161   
팩   스 911-3334
이메일 sekim0515@gmail.com
약   력  1992년생, 부산외국어고교, 

성균관대, 충북대 법전원, 변시 10회

11/15   김성은 회원

주   소  부산 강서구 명지동 3594 
명지더샵퍼스트월드 오피스텔 702호

전   화 * 
팩   스 *
이메일 lawkiyans@gmail.com
약   력  1984년생, 대전외국어고교, 고려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10회

주   소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14 
(부전동, 청풍빌딩) 3층

전   화 808-3330    
팩   스 808-3303
이메일 1234@bujeonlaw.com
약   력  1988년생, 명신고교, 부산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10회

11/16   배기훈 회원 11/17   진보경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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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1901, 

1902호 (연산동, 더웰타워)

전   화 853-4400       

팩   스 853-4405

이메일 jane971031@gmail.com

약   력 1966년생, 서울대, 사시 32회

11/2    변광호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전 화 번 호  501-3888  

팩          스  501-3880

이전년월일 2021. 11. 1.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거제동, 천우빌딩) 4층
전 화 번 호  501-3888  

팩          스  501-3880

이전년월일 2021. 11. 1.

11/1   유민욱 회원 11/1   신보관 회원

재개업

주   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예탁결제원

전   화 041-519-1964         

팩   스 *

이메일 ymlee@ksd.or.kr

약   력 1989년생, 건국대, 동아대 법전원, 변시 7회

11/23    이유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103호 (거제동, 협성법조타운빌딩)

전   화 507-7754        

팩   스 *

이메일 0165442160@naver.com

약   력 1988년생, 주례여고교, 부산대, 부산대 법전원, 변시 4회

11/26    박지혜 회원

소속변경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거제동, 만해빌딩) 7층
전 화 번 호  714-6662   

팩          스  714-6013

이전년월일 2021. 11. 3.

11/3   김현호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거제동, 

협성법조타운빌딩) 1105호
전 화 번 호  *  

팩          스  *

이전년월일 2021. 11. 3.

11/3   고  산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 

(거제동, 성신프라이어빌딩) 502호
전 화 번 호  *   

팩          스  * 

이전년월일 2021. 11. 4.

11/4   장우진 회원

사무소이전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504호
전 화 번 호  505-1108  

팩          스  505-1109

이전년월일 2021. 11. 8.

11/8   진제원 회원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 

(거제동, 성신프라이어빌딩) 802호
전 화 번 호  929-5242  

팩          스  929-5243

이전년월일 2021. 11. 8.

사무소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602호
전 화 번 호  507-9888 

팩          스  505-9887

이전년월일 2021. 11. 24.

11/8   김유리(82년생) 회원 11/24   강정은 회원

사무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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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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021. 11.

11/8(월)
석용진 변호사 본인상
빈 소 :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11/21(일)
18:00

성지인 회원 본인 결혼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11/8(월) 이학수 변호사 모친상
빈 소 :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7호 11/22(월)

박기득 변호사 부친상
빈 소 :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실

11/13(토)
김근수 변호사 빙부상
빈 소 :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8호
11/23(화) 김태창 변호사 모친상

빈 소 : 거창장례식장 1층 특실

11/13(토)
15:50

김보수 회원 본인 결혼
장 소 :  대전 ICC호텔 3층                

그랜드볼룸홀
11/29(월)

김영미 변호사 모친상
빈 소 :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1호실

11/16(화) 임재인 변호사 모친상
빈 소 : 진주장례식장 1호실

2021년도 
무료법률상담    

현황

참여 변호사 : 

96명
(본원 84명, 동부 12명) 법원종합청사 무료법률상담 건수

월 상담건수
1월 342
2월 294
3월 369
4월 345
5월 229

본회 경유한 무료법률상담 건수
월 상담건수
1월 7
2월 6
3월 7
4월 7
5월 7

6월 8
7월 6
8월 3
9월 4
10월 5
11월 9
합계 69건

6월 331
7월 313
8월 317
9월 292
10월 308
11월 339
합계 3,479건

법무법인 등 구성원 변경

11/ 1   법무법인 친구 :	진채현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 1   법무법인 유화 :	장우진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11/ 2   법무법인 무한 :	심승미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 4   법무법인 해인 :	최원진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 4   법무법인 든든 :	김해린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 5   법무법인 해원 :	이성민,	김경수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10  법무법인 하늘누리 :	남재훈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1/11  법무법인(유한) 다율 :	강정은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11/11  법무법인 해운 :	김영미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12  법무법인 상유 :	강래욱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15  법무법인(유한) 정인 :	김성은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16  법무법인 대신 :	남재훈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이준민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1/17  법무법인 성헌 :	박제준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22  법무법인 성헌 :	정희열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문지영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1/22  법무법인 애중 :	법무법인	해산	신고

11/23  법무법인 예인 :	김성완,	이승현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11/24   법무법인 민영 :		법인	명칭	변경																																																																																				
법무법인	민영(변경	전)	→	법무법인	올바른(변경	후)

11/26  공동법률사무소 위인 :	정주헌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11/26  법무법인 유화 :	류지은	회원	소속변호사	채용

11/26  법무법인 무한 :	김세일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11/30  법무법인 율담 : 배성문	회원	구성원변호사	가입

휴 업

11/16  기경석 회원 11/22  김시완 회원	 11/30  박선미 회원

2021 December  Vol.144

1716

알림마당  _  회원동정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

우리	회(회장	황주환)는	29일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제15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아동양육시설	크리스마스	파티비용	및	선물전달,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2022년	보호대

상(시설거주)아동들을	대상으로	신규	월	10만원(100명)	정기후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주환	회장은	"부산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

했다.

한편,	우리	회는	1978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부산지역	저소득아동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원	변호사	117명,	8개	법무법인이	소외된	아동의	주거지원/교육지원/자립지원/인재양성/아동학대예방/

결연후원사업에	동참해오고	있다.	

법무유관기간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우리	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5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모범	청소년	6명에게	각	장학금	100

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

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장학증서는	우편으로	전달하고	장학금은	계좌로	송금했다.

매년	오륜정보산업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

터(햇살)로부터	각	3명의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오륜정보산업학교

는	내부사정으로	입소한	재학생이	없어	이번에는	추천에서	제외했다.

황주환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우리	회	는	2014년부터	법무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모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현재까지	총	69명에게	장학금	6900만	원을	지급했다.

우리	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19일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회장	이토	코지)와	온라인	교

류회를	가졌다.

우리	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과	권인칠	국제부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고,	후쿠오카변회	

측에서는	이토	코지	회장과	하타노	세쓰오	국제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적	확대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ZOOM을	통

한	온라인	교류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마쓰모토	세이치	국제위원이	‘일본의	검

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의	관계	및	기소의	수속’을	주제로,	이용민	국제위원회	간사가	‘2020

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관계	및	실정’을	주제로	각	발표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황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돼	아쉽지만,	전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

환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양회가	반드시	만나	작년에	취소된	교류	30주년	기념행

사를	개최하여	교류․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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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경찰서 내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실태조사 보고

우리	회	인권위원회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28일

까지	부산지방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서(해양경찰서	포

함)	총	17개소에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에	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

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내의	공동생활에	중대

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체포될	경우	최

초로	인신이	구금되는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고,	위	장소

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점에,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실태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7개소에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고,	8개소(부산광역

시경찰청,	강서경찰서,	금정경찰서,	기장경찰서,	남

부경찰서,	동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사하경찰서)에

는	유치장을	운영하지	않고	권역별로	나누어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을	사용하고	있다.	

②		조사	대상	모두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

이다.	그러나	10개소에만	독립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다.	

③		3개소에서	진술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	사하경찰서,	기장경찰서에서	변호인접견실	진

술녹화실을	겸용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에서는	변

호인	접견실을	유치인	신체검사실과	겸용하고	있으

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술녹

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④		10개소	변호인	접견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

다.	강서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는	변호인	접견실	밖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각	경찰서의	변호

인	접견실	담당수사관,	통합당직실,	유치관리팀에서	

CCTV로	촬영한	변호인접견	상황을	모니터로	관찰

하고	있다.	사상경찰서	담당수사관에	의하면	CCTV

를	통해서	경찰서장실,	상황실,	수사과장실,	유리관

리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서부경찰서는	녹화된	

영상을	서부경찰서	3층	상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상에	관한	문제	발생시,	상황관리팀에	협

조공문을	발송한	후	열람가능하고	한다.

⑤		일부	경찰서에서는	담당수사관이	변호인	접견실의	

가청거리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접견내용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연제경찰서의	경우,	변호인	접

견실	밖	바로	앞에	담당수사관의	책상이	있고,	가청

거리	내에	담당수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는	동안	담당수사관이	유치장	내	

CCTV확인	장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⑥		변호인	접견실의	방음시설을	갖춘	곳도	있으나,	방

음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	변호인의	위치와	

수사관의	위치가	직선거리로	최대	7~8m에	불과하

여	불가청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한	곳도	있다.	

⑦		15개	모든	경찰서에서	일과시간,	일과시간	외,	야간,	

휴일에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

한없이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다.	변호인선임계가	없

어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나,	변호인신분증	제시는	

필요하다.		

⑧		변호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계구가	해제된	상

태에서	변호인	접견실로	오는	경찰서도	있고,	변호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구를	해제하는	경찰서

도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

의자는	계구가	해제된	상태에서	변호인접견을	할	수	

있다.

이후	우리	회	인권위원회는	2021년	9월	29일	부산지방

경찰청에	‘위	CCTV가	녹음기능이	가능한	장치인지	및	

녹음기능이	활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취지의	공문

을	발송하였고,	부산지방경찰청은	2021년	10월	27일	

‘위	CCTV에	녹음기능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우리	회	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헌법이	규정한	수감자	

인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하고	이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에	적극	동참

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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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톱 국선 변호인 인터뷰

Q    홍보이사 전경민, (이하 “전”) : 가칭 ‘논국변(논스톱 국선 변호인)들의 수다’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변호사님의 개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선동인 변호사(이하 선  ) : 저는 변호사시험 3기로 7년째 법조 생활을 하고 있는 선동인 변호사
라 합니다. 처음 3년간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했고, 전역 후 개업하였으며, 현재는 재송동 센텀
시티 내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형석 변호사 (이하 최  ) :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듯 하네요(웃음). 저는 연수원 38기 최형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개인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민 변호사 (이하 배  ) :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시험 4회 배수민 변호사입니다.

김혁빈 변호사 (이하 김  ) : 변호사시험 5회, 김혁빈입니다. 부산이 고향이고 서울과 제주에서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한 다음 다시 고향인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경민 홍보이사

들어가며
‘논스톱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2017. 3.부터 시행되어 내년으로 제도 시행 만 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어와 국어의 기이한  

혼합인 ‘논스톱 국선 변호인’, 과연 어떤 제도이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좌담형식을 빌어 해당 변호사님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았습니다(본 인터뷰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변호사님과의 서면 인터뷰를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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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 논스톱국선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반적인 내용 외에 
변호사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최     논스톱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맡기 시작하여 
1심 재판 마무리까지 피고인을 위한 변론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면 입회와 접견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합의에 조력하는 등 적극적으

로 양형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Q     전 :  저는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서 어머
니와 다시 상봉하게 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개인적으로 논스
톱 국선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누
구인가요.

김     절도 전과로 누범인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를 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메모로 남겼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피의자가 피해금액

을 변제할 생각으로 메모를 남겼고, 생활고도 심했음을 호소했지만 아쉽게도 영장

은 발부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선     저는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장애인 강간으로 구속된 분 사건
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정작 피고인도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어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증거도 진술들이 대부분이라 결백을 입증하기 무척 난감했던 사건

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고인의 말을 신뢰할 증거가 발

견되었고, 결국 무죄를 받을 수 있었죠.

최     저는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피고인의 
절도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년이 된 후 독립생계 마

련을 위해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기 당하여 오갈 곳이 없

게 되자 그때부터 절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출소하고 나

면 당장에 갈 곳이 먹을 것이 없자 다시 절도를 하는 악순

환을 겪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볼 

때는 평범한 사건이었으나 그 피고인이 살아온 과정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걱정스러운 상황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도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배      피고인을 믿지 못했던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의 억울함을 
다소 풀어줬던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구속 이후 증거기

록을 검토하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의문점이 있었고, 일

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을 가장 가까

이에서 조력하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Q     전 :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딱히 없으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웃음).

배     자녀를 키우다보니, 어린 피고인의 경우 마음이 쓰입니
다. 아무래도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바로 잡아 줄 어른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잘못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에까지 쉬이 이르게 된 것 같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하던 사건 중 나이가 어려 얼마든

지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던 피고인이 앞으

로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

여줄 때 보람차다고 느꼈습니다.

선     사건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피고인들이 결과가 좋든, 그
렇지 않든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지금도 

출소 후 가끔 안부를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피

의자,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 관계로 만났지만, 사건이 끝

나고 좋은 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이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부친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
다. 피의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듣고 급히 구속집행정

지 신청을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석방이 되어 피의자가 

장례에 참석하는 등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었

던 일이 기억납니다.IN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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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 혹시 업무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일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주시면 좋
겠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둔 피고인이 구속되
는 경우, 남은 자녀를 누가 양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불구속해달라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      최악의 경우는 한 번 구속되었던 피고인을 다시 피의자
로 만난 사건을 뽑고 싶네요. 영장 실질 심사를 갔을 때 

낯익은 이름이라 혹시나 싶었는데, 진짜 제가 아는 그 피

고인이 유리벽 너머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고 서로 허탈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절도죄였는

데, 저한테 다시는 안한다고 여러번 다짐했던 친구였거

든요. 

김     피의사실에 비추어 영장 발부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
었는데, 영장 발부 후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변호인인 저를 탓하며 화를 냈을 때가 아쉬웠습니다. 

배      영장실질심사 단계 이후 여력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에, 피고인들의 대부분이 경

제적인 여력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변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습

니다.

최     논스톱 국선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매우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형법의 미필적 고의 이론

이 적용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주의하여 보이

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 같음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지 없이 고의를 인정하였고 게다가 형

량도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매우 높게 선고하였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4명이 공모하여 60억 원 상

당을 편취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담당한 피

고인은 실제 얻은 이득이 10억 가량인 점이 고려되어서

인지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현

금수거책에게는 2천만 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

담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몇 백만 원에 불과함에

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더군요. 아무리 봐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 : 변호사님들은 논스톱 국선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네요. 변호사로서 저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특

히 논스톱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

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해하려 노력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하기 어렵죠. 

배     범죄에 대한 죗값은 달게 받더라도, 그 대가로서의 처벌
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

람에 비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사건을 신

경 써서 잘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저에게 배정된 사건을 제가 담당하게 된 첫 형사사건인 
것처럼 초심으로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Q     전 : 논스톱 국선 업무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 단독 판사님들의 재판진행
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
다. 다만 사건이 일부 특정 부류의 사건으로 편중되어 있

어서 경험 쌓기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단점

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재판 출석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저녁

이 되어야 실질심사 시각을 알 수 있다 보니 사실상 휴일 

당직일은 특별한 일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     다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비교적 많은 형사사건
을 접해 볼 수 있는 것과, 비교적 참여 기회가 적은 영장실

질심사에 자주 참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형사법정에 자주 출입하다 보니 다른 사건의 

진행이나 판결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배     당직일의 경우, 오전 시간은 대부분 비워두어야 하여서 시
간 활용에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논스톱 국선 업무를 하

면서 형사재판 과정 전반을 볼 수 있고, 여러 형사사건을 

접해볼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Q     전 : 정리하자면, 단점은 시간이요, 장점은 경험이
네요. 마지막으로 새로이 출범 예정인 가칭 ‘영장
실무연구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간사인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장실무연구회의 발족하게 된 계

기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심문 

같은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그 결과가 조서로 정리

되기는 하지만 판결문처럼 상세히 적히는 것도 아니라

서, 사건의 당사자나 변호인이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

지 더더욱 알기 어렵죠. 

           이런 현실을 좀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논스톱 국선 업무

를 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은 최근 영장 실질 심사의 절차

나 경향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

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모이

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들이 모였던 것이지요. 이렇

게 시작한 영장실무연구회는 논스톱 국선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

부심, 넓게는 인신구속 절차 전부에 관심 있는 변호사님

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잖아

요? 그 기본적 인권의 출발점은 인신의 자유에서 오는 것

입니다. 구속영장 실무부터 인신구속 절차 전반에 대해 사

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영장실무연구

회입니다. 변호사로서 무척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니 뜻

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

니다(가입문의 선동인 간사, TEl : 051-9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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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 짙은 대만해협 

들어가면서 
- 세계사는 세계의 재판소이다.

대만이란 이름은 옛날부터 대만 남부에 살던 소수민족 타이워완(台窝灣)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대만의 다른 영어 명칭인 ‘포모사(Formosa)’도 1500년대 배를 타고 대만을 지나가던 포

르투갈인들이 섬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일하 포모사(Ilha Formosa·아름다운 섬이란 

뜻)’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 역시 중국과 전혀 무관하다.”대만(台灣, Taiwan)의 별칭은 보배 

같은 섬이라는 뜻의 보도(寶島)다. 물산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한다. 포모사

는 ‘아름답다’, 일하는 ‘섬’이란 의미다. 1970년대 대만의 재야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의 구심

점으로 만든 잡지의 이름 또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의 ‘메이리다오(美麗島)’였다. 

대만 해협은 요즘 ‘세계의 화약고(火藥庫)’이다. 최단 거리 130km 남짓한 이곳을 대만과 

중국 군용기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내린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의 전함들도 바다 아래

위에서 쉴새없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올들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만 

600대가 넘는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wargame·가상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대만군이 최초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세계 군사력 22위인 대만의 결기와 군사력이 만만찮

다는 얘기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근에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양동작전으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에서 동시에 군사 행동을 취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가 소치 올림픽후 에 크림반도를 침략하여 점령한 사례가 있다.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

픽이 끝나고 난 뒤 중공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나 이란 등도 도발하고픈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사태가 그에 이르면 미국의 패권은 

맥없이 무너지고 세계는 난세로 급전직하할 것이다. ‘단군 이래 최고’라는 대한민국의 성세도 

위험해질 수 있는 엄혹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

(Summit for Democracy)’를 둘러싸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회의 목표가 대중 

견제 포위망 완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초청국에 대만이 포함되자 “불장난을 

하면 끝내 제가 지른 불에 타죽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중국·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나서 ‘냉전적 사고의 산물’ ‘미국의 

지배 도구’ 등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대응하여야 할 상황이다. 쉴러가 한 <세계역사는 세계재판소

Die Weltgeschichte ist das Weltgericht>라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홍광식 변호사

1

2021년 10월 초 중국 군용기 149대가 대만해협에 떴을 때, 미국과 영국 일본은 같은 달 3일 필리핀 인근 남중국
해에서 17척의 함정과 1만5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다. 남중국해에서 미·영·일 항공
모함 참가 연합작전은 처음이다./미국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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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입장‧각오 
- 대만이 목숨걸고 ‘하나의 중국’ 거부하는 이유

-하나의 중국? 대만은 단 한시간도 中과 같은 나라였던 적이 없다-

대만의 국토 면적과 인구는 중국과 330배, 61배 차이 난다. 중국 표준어(普通話)는 대

만에서도 통용된다. 그런데 왜 대만 국민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하나의 중국(一個中

國·One China)’을 목숨걸고 거부할까?

뤼슈렌(呂秀蓮·77) 전 대만 부총통은 지난 2020년에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원

제 : 兩岸恩怨如何了?. 영어판 원제 Taiwan and China :Whither to Go)>라는 책을 펴

냈고, 2021.9월 번역본이 미디어워치에서 출판되었다.  “중공의 ‘하나의 중국’ 주장은 

대만 국민들의 자유 의사를 무시하고 겁박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만 국민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One China)’을 목숨

걸고 거부하는데는 크게 네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뤼슈렌(呂秀蓮·77)은 일제시기인 1944.6.7. 대만 타오위안(桃園)에서 태어나 국립대

만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학 및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

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타오위안에서 태어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만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총통을 지낸 뤼슈렌은 그는 1979년 대만의 민주화운동인 메이리다오

(美麗島) 사건 당시 1급 주동자로 체포돼 5년4개월간 옥고를 치뤘다.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가 10월 24일과 27일, 각각 이메일과 전화로 그를 인터뷰했

다. 2021.10.28자 조선일보에 인터뷰기사가 나와 있다. 

◇ “대만은 해양 태평양국가...언어도 완전 달라”

- 대만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도 비슷하다. 그런데 왜 대만은 ‘별개 국가’인가?

“먼저 인류학, 문명사적으로 얘기하겠다. 수많은 인류학 연구 논문들은 대만이 선사(先

史) 시대 이래로 오늘날 태평양 원주민인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발원지이자 원(原)고

향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역사 시대에도 대만에는 중국인보다 네덜란드인, 스페인인

들이 먼저 살았다.”

그는 “대만인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토착 언어는 중국 대륙 언어와 완전히 달라 사실

상 다른 나라 언어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만의 다른 영어 명칭인 ‘포모사(Formosa)’도 1500년대 배

를 타고 대만을 지나가던 포르투갈인들이 섬의 아름다운 풍

광에 반해 ‘일하 포모사(Ilha Formosa·아름다운 섬이란 뜻)’

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 역시 중국과 전혀 무관하다.”

◇ “청나라의 211년 대만 점령이 전부”

- 그래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 통치하지 않았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국은 점령한 적이 전무(全無)하고 청

나라 한 나라 뿐이다. 명나라 부흥 운동을 벌이던 정성공(鄭成

功)이 1661년 대만 일부를 점령했다가 1683년 청나라에 투항

했다. 청나라는 1684년부터 청일(淸日)전쟁 패전 직후 1895년 

일본에 영구 할양할 때까지 211년간 대만을 다스렸다.”

뤼 전 부총통의 말이다.

“청나라 조차 200여년간 대만을 중요 영토로 여기지 않았다. 

청일전쟁후 시모노세키 조약 협상 책임자인 리홍장(李鴻章)

은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서 ‘대만은 독(毒)이 만연한 황무지

이고 미지의 섬이다. 섬에는 개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

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1722년, 청나라 5대 

황제인 옹정제도 ‘대만은 자고(自古)로 중국에 속하지 않았

다’고 말한 게 증거이다.

- 중국공산당 정권은 어땠나?

“마오쩌둥(毛澤東)은 1947년 3월8일 옌안(延安)에서 방송을 

통해 ‘우리는 대만 독립을 찬성하고 대만이 스스로 자신들이 

요구해온 나라를 건립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에드가 스

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이란 책을 보면, 마오쩌둥은 1936

년 7월16일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독립된 별개의 지역으로 간주했다는 물증들이다.”

◇ “중국은 한 시간도 대만을 다스린 적 없어”

1949년 10월1일 중국 베이징에 정권을 세운 중국공산당은 같

은 달 24일 9000명의 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섬 서쪽 진먼다오

(金門島) 상륙작전을 벌였으나 중화민국군에 전멸당했다. 이

어 1954년 9월3일 중국은 진먼다오에 5시간동안 6000여발의 

포탄을 퍼부으며 포격전을 벌였으나 점령에 실패했다.

뤼 전 부총통은 “수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통틀어 중국 대륙이 

대만을 점령한 것은 청나라 시대 212년이 전부”라며 “지금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단 하루, 한 시간

도 대만을 통치하거나 점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이 한 나라였던 사실 자체가 없다. 이는 

1000년 넘게 통일 국가로 있다가 1945년 이후 남북으로 분

단된 한반도와 크게 다르다. 한국인들이 이런 차이점을 분명

히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중국은 왜, 언제부터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고 있나?

“1954년 공산당 관영 인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중국에는 하

나의 중국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처음 주장했다. 

2

한국어판으로 나온 뤼슈렌 부총통의 
저서,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미디어위치 제공

대만 지도.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조선일보 DB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평생 독신
으로 대만 민주화와 여성인권 향상
에 헌신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
화와 드라마도 나왔다./뤼슈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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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애가 아닌 영토적 야욕(野慾)에서다. 널리 알려졌듯이 

중공은 1971년 국제연합(UN) 가입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과 외교 관계 수립 차단을 꾀하고 있다.”

◇ “‘중국몽’ 이루려 대만 통일 서둘러”

- 중국은 최근 ‘대만 독립’에 극단적 신경질을 보이고 ‘하나의 

중국’을 강도높게 외치고 있다.

“공산당에 의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 1위의 

군사,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달성하려면, 

서태평양 일대 제해권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의 태

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대만을 통일하려 서두를 수 밖에 없다. 

‘중국몽’을 이뤄 역사에 큰 자취(a big spot)를 남기려는 시진

핑에게 대만 통일은 다급한 과제이다.”

- 인류학, 역사적 이유 외에 대만이 중국에 맞서는 세 번째 이

유는 무엇인가?

“대만 국민들의 민심(民心)이다. 대만국립정치대의 ‘대만인 정

체성 조사’를 보면, 1992년에는 46.4%가 자신을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고 밝혔고 ‘중국인’이란 응답은 25.5%, ‘대만인’은 

‘17.6%였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선 ‘중국인’이란 응답은 2.7%

인 반면, 63.3%가 자신을 ‘대만인’으로 규정했다. ‘대만인이자 

중국인’은 31.4%에 불과했다. 대만 국민들이 중국과의 통일이 

아닌 대만의 독립, 독자 생존을 원한다는 방증이다.”

◇ “대만인의 2%만 중국인이라 생각”

뤼 전 부총통은 이렇게 덧붙였다.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가 올해 3월 실시한 양

안(兩岸) 관계 여론조사를 봐도, 1079명의 성인응답자 가운

데 74.9%가 ‘하나의 중국’ 주장에 반대했다. 또 85.8%는 ‘대

만이 통일도, 완전 독립선언도 않은 현 상태 유지가 바람직

하다’고 답했다. 대다수 대만의 민심이 중국에 맞서길 바라고 

있다.”

- ‘전쟁 공포’에 짓눌려 사는 것보다 중국이 대만에 제시하는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를 수용해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은 어떤가?

“이에 대한 대답이 네 번째 이유이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며, 공산주의를 강요하는 중국을 믿을 수 없고, 그런 중

국 체제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홍콩에 2047년까

지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었다. 그러

나 지난해 ‘홍콩 보안법’을 일방 강행통과시키면서 홍콩을 중

국과 같은 체제로 강제편입시켰다. 이는 대만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다. 대만이 중국의 ‘일국양제’를 수락하는 순간, 대만의 

자유와 민주, 인권 소멸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 “홍콩의 자유·민주 짓밟은 中공산당 못 믿어”

뤼슈렌 전 부총통은 이렇게 말했다.

“대만은 오랜 과거부터 대륙 중국과는 무관한 해양 태평양의 

나라였다. 1940년대 후반 국민당 당원들이 대만으로 건너왔

지만 대다수 대만인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여기지 않

는다. 단 한 번도 대만섬을 점령하거나 다스려본 적도 없는 

중공의 국민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역

대 중공 지도자들은 중국 통일론을 내걸고 대만을 겁박해왔

다.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강요는 국제사회가 묵인, 방조

해온 스토킹 범죄(犯罪) 행위나 마찬가지다.”

- 그렇다면 ‘하나의 중국’을 대신하는 다른 방안이 있는가?

“중국과 대만이 동등한 국가로 인정받는 ‘하나의 중화’, 즉 ‘중

화연방(中華聯邦)’이란 대안이 있다. ‘하나의 중국’에서는 대

만과 중국이 ‘통일’해야 하지만, ‘하나의 중화’에서는 대만의 

독립과 주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교류하는 

‘통합’을 지향한다. 대만은 당연히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의 회원국이 돼야 한다.”

◇ “韓·대만·日, ‘황금의 3각 동맹’ 맺어야”

- 대만이 현 시점에 갖고 있는 역사적· 전략적 가치라면?

“대만은 중국의 압박과 봉쇄를 뚫고 자유·법치·인권의 가치

를 키워 태평양에서 민주 ·진영을 지키는 ‘가라앉지 않는 항

공모함’이 됐다.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세계의 찬사도 받

고 있다. 이런 경험과 특유의 소프트파워로 대만은 21세기 태

평양 새 문명 추진의 기수가 될 것이다.

-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만과 한국, 일본은 유가(儒家)사상, 민주 정치, 선진 과학

기술 그리고 중국·러시아·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4개 공통점

을 갖고 있다. 세 나라가 과거와 화해하면서 소프트파워 국력

을 공유하고 민주인권과 첨단과학을 같이 누리는 ‘황금의 3

각 동맹(Golden Triangle Alliance)’을 구축했으면 한다. 3

국이 아시아와 태평양의 번영과 안보를 주도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의 태도-폼페이오의 차디찬 결별선언
-"중국 공산당 바꿀 것" 

  

지난 트럼프 대통령시절 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에 이은 서열 3위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닉슨 도서관 앞에

서 한 연설이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연설 장소는 1972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공산 중국을 

처음 방문해 미·중(美中) 수교(1979년)를 이끌어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념해 만든 곳이다. ‘포용 정책’의 태동 현장

에서 다시 48년 만에 국무장관이 공식 연설을 통해 그 종식과 

새로운 정책의 본격 점화(點火)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제목으로 30분 가까이 

연설을 진행하였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항거 성명서’라고도 

호칭된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년여 추진해온 포용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021년 10월1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쌍십
절(건국기념일) 경축 행사장에서 엄지를 치켜올리고 있다. '반중(反中)' 노
선을 내건 그는 총통 선거 역사상 최대 표 차이로 작년 1월 재선됐다.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로이터연합뉴스 

2020년 7월 24일 홍콩 시내 홍콩섬 도심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위대 참가
자들이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
고 요구 사항을 외치고 있다./AP연합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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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정책의 종언을 공언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

그는 또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없게 됐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한 ‘결별(訣別) 선언’인 동시에 중

국 공산당 정권 교체에 미국이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

(反體制)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 세계의 민주

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

도 제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연설은 이를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평

가된다. 특히 외교 수장(首長)이란 직책이 무색할 정도로 직설적

이고 명확한 내용과 어조(語調) 일색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의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대중(對中) 정책

과 전략의 개막을 확실하게 선포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중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중국 공

산당은 포용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고서도 자신을 먹

여 살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손을 물었다. 포용정책은 

중국에서 이끌어내려 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

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을 낳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

배(global dominance)의 통로로 삼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며 차

가운 대중 인식을 가감없이 표출했다.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

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임

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

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trade)이 아니라 미국을 습

격(raid)하는 것이다.”

공산당 간부를 위시한 거의 모든 집단이 중국의 세계 지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실상(實相)을 미국과 전 세계

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중(對中)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폼페이오 장관

은 말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 그리고 검증하라”

“미 육군 복무를 거쳐 연방하원 의원과 CIA 국장, 국무장관 등

으로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Communists almost always lie)’는 사

실이다.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14억 중국인을 위한다는 것

이다. 이 14억명은 오히려 감시받고, 억압받고, 말할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대화가 달라

져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

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주일전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洁篪) 중국 공

산당 정치국 위원(외교담당)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제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

이었다. 그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

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구(舊)소련을 다룰 때 레이건 당시 대통령

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선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

증하라(distrust and verify)’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했

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미루면 우리의 자유를 중국에 

빼앗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

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法治) 기반 질서를 뒤

집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은 중국공산당

(CCP)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유 국가들이 행동할 때이다. 중

국에 대해 모든 나라가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도 ‘같은 원칙들

(the same principles)’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유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산 중국이 우리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미국이 대만해협을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

대만기업 TSMC가 오랫동안 파운드리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

지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2등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점유율은 20%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이렇듯 세계 고급 반도체

의 80%를 생산하는 첨단 기지인 대만이 공격당하면 세계 전

자산업이 멈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뿐 아니라 모든 

나라 이해관계가 대만해협에 걸려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당장(黨章)에

서 양안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원칙’을 이미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이게 미국의 대만 독립 지지 의사로 읽힐 수 있

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한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그런 뜻

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것이

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11월 “대만은 

줄곧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해 중국으로부터 ‘인간

쓰레기(人渣)’라는 욕까지 얻어먹었다. 대만 문제는 미·중 간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 그 폭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만 사태는 한반도 정세와도 직결된다.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9월 키스 클라크 당시 국무부 차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
(가운데)와 모리스 창 TSMC 창업자와 만났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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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미국과 대만 잇는 전략적 끈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국내법을 활용

해 대만을 지원해온 셈이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서 대만의 전략적 활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중 

대결이 본격화하자 미국은 대만을 지렛대로 활용하

고 있다. 대만은 이런 미국을 활용해 글로벌 사회에

서의 전략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고슴도치 같은 대

만이 미국과 전략적 결합을 강화하면서 중국도 함부

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은 동중

국해에서 거대한 ‘불침항모’로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동맹’은 미국과 대만을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고 있다. 대만의 21세기 생

존 전략이다.   

일본의 입장

지난 11월에 중국과 러시아의 함대가 일본 혼슈와 호카이도 

사이를 항행하고 나서 규슈 남단을 지나가면서 세력을 과시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동북아시아 전체에 짙은 戰雲이 감돌고 있다.

2021.05.10.자 중앙일보에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 윤설영 기

자가 [윤설영의 일본 속으로]일본 “대만은 중요한 친구”…유

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까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2021.4. 17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일본의 최서단 오키나와현(沖縄県) 요나구니지마

(与那国島)를 방문했다. 대만에서 불과 110㎞ 떨어진 곳. 날

이 맑을 땐 대만이 보이는 거리다. 기시 방위상은 이 섬에 주

둔 중인 자위대 부대를 시찰한 뒤 “대만은 기본적 가치를 공

유하는 중요한 친구”라면서 “대만의 안정은 일본의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다 8시간 전, 미국 워싱턴에선 미·일 정상이 공동발표문

에서 대만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미·일 정상이 공동 문서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52년만으로,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

고 197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대만 해

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대만 문제에 일본을 끌어들

이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전투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긴장이 고조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6년 안에 대만을 합병하려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가속화하면서, 미군 단독으로 대

만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미국 조야에 퍼졌다. 

실제 대만해협 분쟁을 상정한 미군의 가상 훈련에서 미군이 

중국군에 패배하는 결과가 거듭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

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정

책연구대학원대(GIPS) 교수는 중앙일보에 “미군이 대만으로 

달려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일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대만의 유사(有事·전쟁이나 큰 재해 등 긴

급사태가 벌어지는 것)는 일본의 유사나 다름없다”라는 인식

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尖閣

諸島·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대만에서 불과 170㎞ 떨어져 있

다. 익명을 원한 일본의 안보전문가는 “대만 유사사태가 대만

해협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미·일 정상이 대만을 언급한 것은 대만이 위협을 당할 경우, 

즉 중국이 현 상태를 바꾸려 들 경우 미·일 동맹이 움직일 것

이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

졌다. 주일 미군기지가 중국의 표적이 되거나 중국군이 센카

쿠열도나 남서군도를 점령할 경우 ‘무력공격사태’로 규정하

고 자위대의 탄도미사일 공격, 항공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자위대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

다. 2016년 시행된 안보관련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

백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라는 판단이 내려

지면, 한정적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자위대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대만 유사사

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존립위기사태’를 판단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다. 미치시

타 교수는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집단

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억지력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만 문제가 정식으로 다뤄짐으로써 자위대의 능력을 보강

해야 한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이 어선이나 민병을 

보내 센카쿠열도를 점거하는 상황인 ‘그레이존’에 대비해 해

상보안청, 자위대, 미군이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군이 도달하기 전 상대의 공격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도 속

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엔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이례적으로 미군

과 자위대가 물자수송훈련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지난달 17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를 시찰한 기시 노부오(가운데) 방
위상이 '일본 최서단의 땅'이라고 적힌 비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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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육상 자위대 약 14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규슈(九州)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은 약 30년만으로, 센카쿠열도와 대만 유사사태를 염

두에 둔 것이다. 미치시타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55가 있듯이, 대만 유사시 미·일 방어계획에 대한 논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

고 내다봤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일본은 '아시아 넘버 원'이 되기 위해선 미국

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계산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적대감이 맞물리며 대중(對中) 전선

의 선봉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 미·일은 더욱 밀착할 것이고 중국과 대척점에 서는 이슈

들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에도 비슷한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나카야마 도시히로(中山俊宏) 게이오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역할이 다르다”면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한국이 함께 하지 못한

다면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하는 정도로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고 예상했

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 식민지였던 나라이지만 반일감정이 그리 깊지 않은 것같

다. 일본에서 대만은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마무리 하면서

이미 벌어진 전쟁이라면 국가지도자의 책무는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를 

막고 평화를 향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한국은 지난 봄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데 

합의하고 발표했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않는다는 외교가 전언이다. 미·중 관계의 

큰 틀 안에서 양안 갈등과 한반도 위기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지난 5월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이런 질문

을 받았다.

“우리가 대만을 방어하지 않으면 한ㆍ일과 괌에서 중국을 저지하는 우리 능력은 어떻게 

될까”(릭 스콧 상원의원)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도하면 북한은 도발 기회로 삼을

까”(조시 홀리 상원의원)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면 미군이 북한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방어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조

시 홀리 상원의원)

한국이 고민해 답을 구해야 할 문제들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대만과 한국, 일

본은 유가(儒家)사상, 민주 정치, 선진 과학기술 그리고 중

국·러시아·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4개 공통점을 갖고 있

다. 세 나라가 과거와 화해하면서 소프트파워 국력을 공유

하고 민주인권과 첨단과학을 같이 누리는 ‘황금의 3각 동맹

(Golden Triangle Alliance)’을 구축했으면 한다. 3국이 아

시아와 태평양의 번영과 안보를 주도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

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대만과 밀착되어 있다. 대만의 운명에 대

해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25전쟁 직전 상황을 뤼수

렌의 책에서 확인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마오쩌둥이 스탈린과 만나기 바로 

전에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마

오쩌둥과 스탈린을 각각 설득하면서 자신이 단 28일만에 한

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그 자리

에서 김일성에게 남한을 점령하는 계획은 중국이 대만을 정

복한 후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내정은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반도에서의 일은 간섭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탈린도 마오쩌둥의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여 김일성의 요구를 거절했다. 마오쩌둥은 모

스크바에서 돌아온 후 대만 맞은 편의 푸젠성과 저장성 일대

에 대군을 집결하여 1950년 가을에 도해하여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스탈

린은 여러 수집된 정보로 분석했을 때 대만과 조선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만약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마음을 바꿔 김일성으

로 하여금 베이징에 가서 마오쩌둥의 도움을 얻어 보라고 했

다. 김일성과 만나는 일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마오쩌둥은 스

탈린의 도움을 얻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도 별 수 없이 김

일성의 계획에 따라 남한을 먼저 공격하고 나서 대만을 공격

한다는데 동의했다.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한반도를 그리 중시하

지 않을 것으로 봤다. ..................

하지만 뜻밖에도 6.25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주일본 극동미군에 남한을 도와주

라고 명령했다. 27일에는 제7함대로 하여금 대만의 지룽과 

가오슝에 진입토록 하고 대만해협을 순항하면서 중공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막도록 했다(뤼수렌. 위책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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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에 와서 산지도, 30년이 넘었다.

1990년 11월 5일 (55세 나이로), 부산에 내려왔으니 정확히는 31년 1개월을 부

산사람으로 살아온 셈이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부산에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여름철 해수욕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것, 또 한 가지는, 세계 유일이

라는 유엔 기념공원 묘지 참배를 한 번도 가지 아니한 일이었다.  

새삼 그 이유를 말할 염치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된다.

지난 6월 24일. 한국 피해자 학회 회장인 서울의 민건식 원로 변호사가, 학회 일

로 부산에 내려온 길에 만나자는 연락을 하셨다.

다음 날 아침, 광안리 해변의 한 호텔에서 이규학 변호사와 셋이 만났다. 

모처럼 부산에 오셨으니 영도와 광복동이나, 해운대 달맞이 고개와 동백섬, 아

니면 송도와 암남공원 중에서, 민 변호사가 가보고 싶은 장소를 말씀하시라고 

했더니만, “6. 25 날인만큼 유엔 기념공원묘지 참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일단 

유엔 공원에 들렀다가 광복동 롯데 10층 식당가에서 점심을 들고 나서, 영도 일

주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탈북민이며 외래객인 민 변호사의 제의로, 바로 6.25 날, 난생 처음으로 유엔 기

념공원에 가보게 되었으니, 참 뜻깊은 일이었다.  

광안리 쪽에서 처음으로 운전해가는 길이라, navi에 유엔기념 공원을 찍긴 했

어도, 원로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폭주하는 차량들 사이를 

조심해서 운전해갔다.

          

2. 목적지 주차장은, 6.25. 7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모여든 
참배객들의 버스와 승용차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겨우 한 곳 빈자리를 찾아 주차시켜놓고, 입구 양쪽에 두 명의 위병이 차렷 자세

로 서 있는 정문을 통해,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정문 앞쪽으로는, 아담한 추모관이 보였고, 왼쪽 꽃길을 지난 곳에 대형 안내판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에 묻혀있는 

젊은이들을 잊지 맙시다. 
황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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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날은 잠시 추모관에 들렀다가, 

6.25 전쟁과 공원역사에 관한 다큐

멘타리 영화 관람은 생략하고, 곧장 

묘역 안으로 들어갔다.

약 1시간에 걸쳐, 공원 위쪽에, 유엔

기와 22개 참전국 국기와 우리나라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상징구역 

이웃의 주묘역과, 아래쪽의 참전용

사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유엔군 위령

탑 주변을 돌아보고 나서 공원을 나

왔다. 

이번 참배가 처음이라는 두 변호사

님도, 나와 마찬가지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말해주었다.

그 날 이후로 11월 하순까지, 네 차

례,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다.

그 첫 번째는, 기아 현지 공장 건설 

등 업무 추진 차, 3년째 인도에 가 있

는 막내가, 1개월간의 출장 명을 받

고 귀국하여 인천공항부근에서 2주

일간 격리되어 있다가, 출소(?) 한 뒤, 

6월 2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부

산에 다니러 왔을 때, “출고 한지 16

년이나 지난 아빠 차는, 바꿀 때가 되

었으니 부산의 현대차센터에 가서 

새 차를 고르자”고 재촉하기에, 차 

성능을 보여 안심시키는 한편, 6.25

를 기해 유엔군 전몰장병 묘지 참배

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태

워 예고도 없이 유엔 기념공원에 가

서, 함께 묘역참배를 마치고 귀가했

던 것이다.

그 후, 9월 중순경에 한번, 혼자서 다

녀왔고, 11월 8일엔 혼자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다녀온 일이 있

었는데, 그때는 참배를 마치고 정문

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버

스를 탄 뒤에도 계속 빗줄기가 세차

더니 부산진역 부근에 왔을 때, 갑자

기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우로 변해 

버스 유리창을 내리치던 일이 생각

난다.  

네 번째는, 11월 18일 오후, 신차 인

수후의 길들이기 드라이브길에 집사

람을 태우고 나섰다가 사전 예고를 

하지 않고, 유엔 기념 공원 주차장으

로 들어섰다. 

6.25 전쟁이 나던 해에 4살이었던 집

사람은, 서울 신당동에 살다가 부모

님을 따라 부산으로 피난 내려 온 뒤

로는 대학생 시절을 빼고 주로 부산

에서 살았으면서도, 유엔기념공원에

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은 몇 장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유 있는 산책을 하였다.  

추모관 여직원은, 친절하게도 관람

객이 우리 내외 단 둘뿐인데도 약 12

분간 상영되는 다큐멘타리 영화를 

볼 수 있게 배려해주었다.

       

3. 재한 유엔 공원이 
이루어진 내력.

가. 1950. 6. 25 (일요일) 새벽, 북한군

이 전면남침을 개시하자 그날 오후 

3시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

하 안보리라 약칭)가 열려, “북한의 

무력공격은 평화파괴행위라 규정지

었고, 북한은 즉각 적대행위를 중지

할 것과 군사력을 38도선 이북으로 

철퇴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다시, 6월 27일. 안보리는, “군사공격

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함에 필요한 원조를 대

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고, 

뒤이어 6월 30일 트루만 미대통령

은, 미군지원을 명 하였으며, 이에 따

라 미 지상군의 한국전 개입이 시작

되었다.

7월 7일. 영국과 프랑스의 제안으로 

“국제연합군의 설치와 국제 연합회

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정부의 

단일지휘 하에 두기로 하는 공동결

의안”을 가결하여, 국제연합기를 미

국정부에 전달하였고, 미 극동사령

관 맥아더 대장을 국제연합군 총사

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국제연합군

의 한국전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3년간 이어진 전쟁 기간 중에 

유엔가입 22개국이 파병한 장병 중

에서, 약 4만 1,000명의 희생자가 발

생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1951. 1. 국내 

각처에 가매장되었던 유엔군 전몰장

병의 유해를 거두어서, 그해 4월부터 

부산 현 공원 자리에 안장하기 시작

했다.

1955. 11. 한국국회는 이 묘지를 유

엔에 영구기증하기로 결의한 데 이

어, 같은 해 12. 15. 유엔이 이 묘지를 

영구. 관리할 수 있도록 결의문 977

호를 채택하였다.

1959. 11. 유엔과 한국 간에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설치 및 유지

를 위한 유엔. 대한민국간의 협정”

을 체결하여, “유엔기념묘지”로 새 

출발하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

단 (UNCURK) 관리하에 두었으나, 

1974년에 UNCURK가 해체됨에 따

라 묘지관리업무는, 유엔 11개국으

로 구성된 “유엔기념공원국제관리

위원회(Commission for the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에 

위임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만, 2001. 3. 30에는, 그동안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온 재한유엔기념 

묘지(UNMCK) 명칭을, 공식적으로 

“재한유엔기념공원(UNMP)”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묘지 

(Cemetery) 자 를 빼고 “유엔기념공

원”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나. 이 공원에 매장된 유엔군 전몰장

병인원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등 22개국에서 파병한 군 장병 

인원수는, 총 195만 7,733명이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 사이 총 4만 

896명이 전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 이 전사자 전원의 이름은, 유엔 기

념공원 안에 세워진 유엔군 전몰장

병추모비에 새겨져있다.  

 -- 이 숫자에는, 포로로 잡혀간 뒤 사

망한 인원수나, 전상으로 인해 귀국

한 뒤 사망한 인원수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에 이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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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장된 유엔군 전사자 수는, 약 

11,000명이라고 한다.

그 후 7개국 (벨기에. 컬럼비아. 에티

오피아. 그리스. 룩센부르크. 필리핀. 

태국) 정부는, 자국 출신 장병의 유해 

전부를 고국으로 모셔갔고, 그 외 국

가들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일부 유

해를 조국 땅에 이장했다고 한다.

현재는, 11개국 출신 2,311구 유해만

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 

유엔군에 파견근무 중 전사한 한국군 

중에서 36명의 사병이 이곳 북쪽의 

한국군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 한국군 묘역 뒤쪽에, 놀웨이 국기

가 펄럭이고 있는 넓은 묘역이 있는

데 이곳엔 단 1기의 무덤이 놓여있다.

이곳은, ‘놀웨이 공헌기념묘원’이라 

부르고 있는데, 1951. 8. 23 전사한 

놀웨이 상선의 이등기사 1명이 안장

되어있다고 한다.

아마도 6.25 전쟁 중에, 유엔군을 위

한 수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전사한 

선원이 아닐까 짐작은 되나, 이곳에 

묻히게 된 사연을 알 길이 없었다.  

6.25전쟁 후, 무사히 모국에 생환한 

유엔군 장병들 중에서도, 사후에는 

유엔공원에 안장된 전우 곁에 묻히

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나오자 그 희

망자들은, 유족의 뜻에 따라 2015년

에 조성된 참전 용사묘역에 안장되

고 있다. 

22개 파견국 중에서 전사자를 내지 

아니한 덴마크(630명), 독일(117명), 

인도(627명), 이태리(128명), 스웨덴

(1,124명) 등 5개국은, 주로 의료지원

국들이었다. - (괄호안은 파견자수임)

-- 한 번은 한국군 묘역을 둘러보다

가 이웃 동네에 사신다는 한 아주머

님이, 묘비를 살피고 있는 나에게 말

을 걸어왔다.

공원 남쪽 주변에 솟구친 아파트 단

지를 가리키며 “옛날엔 저곳 너머 뻘 

바닥 해변이었어요. 뒷날 매립해서 

엄청난 주거 단지로 발전시켰지요. 

6.25때만 해도 황폐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으니 이곳에 

묻힌 외국 장병들도 이 주변 발전상

을 보고, ‘자기들 희생으로 한국이 이

렇게까지 발전했구나’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 그런데 왜 한국군 전사

자들을 이곳에다 묻어놓았나요?  애

국지사를 위한 국립묘지나 국군묘지

에다 모셔야지 않아요?

-- 가족이 없지도 않을 텐데 --라기에, 

나는 “가족들도 이 좋은 곳에 남아있

기를 바랬겠지요”라고 말해줄 수밖

에 없었다.

다. 도은트 수로 (Daunt Waterway)

공원 중앙의 참전용사묘역 남쪽에

는,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위령탑

이 세워져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

가면, 동서 보행로와 병행하여 약 

200m(?)길이의 수로가 만들어져있

다. 

이 수로에는 수백 마리의 어린 물고

기(금붕어?)들이 놀고 있는데 차가

운 한겨울에도 그대로 방생시키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물길은, 17세의 최연소자로 전사

한 호주병사 Pvt. J.P.Daunt를 추모

하는 뜻에서 만든 수로라고 한다.          

이곳 주묘역에는 유엔군 참전국 중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델란드. 터

키.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묘역이 있

고, 각 국가별 묘역에는 전사자의 묘 

또는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 묘역을 돌아보다가 

20대 전사자들 사이에 사망연령이 

17세인 사병 한 명을 발견했다. 

호주병사 Daunt 외에도, 또 한 명이 

있구나라고 놀랬다.

캐나다의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소속사병

(Private) BG.Mackay였고, 비석을 

살펴보니 51. 2. 23 전사한 17세의 소

년으로 나와 있었다. 

그의 이웃에는, 51. 2. 23부터 3.8 사

이에 전사한 19세 1명 외 같은 부대 

소속의 20대 사병 10여명이 안장되

어 있었다. 

그 외 전사자 중에도 17세 소년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으나, 너

무 피곤해져서 더 이상의 탐색은 하

지 않기로 했다.

하여튼, Daunt 사병에게 추모 물길

을 만들어주었으니, Mackay사병에

게도 무어든 추모시설 한 가지를 만

들어주어야 공평할 것 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4. 여담.

추모관에 비치해 둔 방문자 명단을 

잠깐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수년에 걸쳐 많은 방문객들이 서명

해 둔 기록이다.

부산 시내의 두어 군데 법원과 검찰

청의 단체 참배기록이 나와 있었다. 

혹시 변호사단체의 기록이 나와 있

지 않을까 유심히 살펴 보았으나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았다.

모두들, 31년이 넘도록 부산사람으

로 살아온 나처럼, 유엔기념공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었을까?

아 아니, 6.25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

이들은, 아예 6.25의 역사적 의의는

커녕, 6.25 전쟁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마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

로, 기록을 찾지 못한 것이리라 마음 

다독거리기도 했다.

“마음 아픈 소식 하나.”

--   지난 6. 25 날. 함께 유엔공원을 참배했던 이규학 변호사는, 8월 중에 두어 차례 전화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

였고,  11월 24일 원로 간담회에서 꼭 만나게 되리라 기대했는데, 그날 이 변호사가 불참하여 그 사유를 알아보다

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9월 11일 갑자기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충격을 가눌 길이 없었다. 서울의 민건

식 변호사 역시 뒤늦게 알고, 애석해 하시며,  비통한 마음을 전해 주셨다.

 

---“ 유엔공원 참배가, 우리의 마지막 동행 길이 되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새삼 기도드리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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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 

이용 안내

부산지방변호사회도서실

도서실 프로그림 접속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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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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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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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는『변호사법』제27조 및 우리 회『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제3조에 따라 매년 모든 회원(단, 법조경력 2년 미만 

회원 및 60세 이상 회원, 상임이사 및 감사 제외)께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이행과 그 결과 보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회를 포함한 외부 공익단체 등에서 진행하던 공익활동들이 축소·중단되

었고, 비대면 활동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원 개별 공익활동의 이행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 중 사내변호사는 전부 면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는 50%(10시간) 면제하기로 우리 회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본원⇔서부지원) 운행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021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 면제 안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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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우일신이라 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집행부도, 소식지도, 

저 개인적으로도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 편집위원 전경민 -

편집인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