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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제59대 집행부는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지난 1년 동안 회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법조계 특히 변호사들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배출이 2년간 이어지면서 우리

회 개업회원이 드디어 5백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수는 계속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변호사들은 팍팍해진 법조환경에서 생존경쟁을 실감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변호사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도 합니다. 변호사 사회의 질서와 

문화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원로와 중진들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변리사 등

유사직역에서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소송지배인제

도, 비변호사소송대리허가제, 당사자직접소송수행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 사법시험 존치

에 대한 논란 역시 진행 중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원래 설립 취지와 달리 이론과 변호사 시험교육에 치중하고 있

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와 관련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법조일원화도 한 발 후퇴한 모습입니다. 변호사제도와

유사직역과의 통폐합 논의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의 난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변호사는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도 동반하는 직역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단순히 변호사들의 사익과 권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고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구현하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로 매도한다고 하여 회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대처해서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은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최초로 직선제로 선출된 대한변협회장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고 대외협력 및 대국민 공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공익의동반자가됩시다!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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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중장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변협 회장의 임기는 최소 3년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상근 변호사를 확충하고 예산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전국 지방변호사 회장협의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수준  높은 연구성과물을

생산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한변협 차원의 연구소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국선변호와 소송구조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은 대부분 일반 시민, 소상공인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

만이라도 조속히 필수적 소송구조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선변호와 소송구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및 

사법복지임을 설득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법원에서 국선변호와 소송구조를

관리하면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하고 변호사회가 주관하고 운용하

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변협 등의 회의석상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고 대한변협에

서도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가 주장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과 여론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변호사 단체의 

공익성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부나 찬조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 시민들과 연계된 공익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회가 중심이

되어 회원들과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으로써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익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전임 회장들께서 대외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터전을 닦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 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 인권위원회는 위원을 대폭 확충하였고 보편적 인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조사와 연구발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법률구조와 관련된 

사업도 증가하였습니다. 매달 셋째 토요일 부산시청 광장의 ‘밥 퍼’ 봉사활동과, ‘달동네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와 봉사 활동에 청년 회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

습니다. 5월에 계획된 제주도 연수를 비롯하여, 여성회원, 원로회원, 중진회원들과의 소통과 복지를 위한 각종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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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세 및 특허 등 전문연수교육은 회원들의 참여가 많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

니다. 올해에도 유익하고 수준 높은 연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익이사가 기획한 몇 차례의 교양강좌 역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회가 매년 시행하는 법관평가제도는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법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의 법관평가 참여인원과 건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다른 지방변호사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법관평가제도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법관 재임용

제를 제외하고는 훌륭한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을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입니다. 

법관평가제도에 대해 일부에서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인원과 참여건수의 최저선을 정하고 평가대상자를 20건 이상자로 한정하는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의 법관평가제도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자 또는 평가대상행위라고 생각되면 언제

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여

실천하지 못하거나, 기획은 하였지만 집행하지 못하는 등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말띠의 상징은 역동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회무 수행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올 한해는 청마처럼 열심히 일하겠

습니다.  

끝으로 귀한 원고를 주신 분들과 방대한 분량을 이렇게 멋지게 발간에 참여해주신 홍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산법조」가 지난 30여 년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과 가정의 안녕과 건승을 기대합니다.

2014.    1.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조  용  한 



특  집    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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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다양한 활동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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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법원과 수사기관에 관련된 민사·형사·가

사·행정 소송업무는 변호사의 전통적 업무이

자 오늘날도 주된 업무에 속하지만, 그 밖에도

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공익활동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2001년부터 변호사로서 한 외

부 공익활동 중 행정심판위원과 대한상사중재

원 중재위원 활동에서 느낀 점을 소개하고자 합

니다.

2. 행정심판위원 활동

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국세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

처분과 달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

라 소 제기 전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되,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 전의 임의적 전치절차로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

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일반 행정처분과

같고 지체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다만 조세부

과처분이 재산적 처분이므로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위원과

지방국세청 국장급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고,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심의기일을 지정하고 특별히 구술

심리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주로 1회, 가끔 2회의 심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정희장 변호사*

행정심판위원과 

상사중재위원 활동

✽  법무법인 좋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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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니다. 제가 위원으로 있던 당시 부산지방

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가급적 납세자인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소명을 받아들이려는 노

력을 많이 하여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

소를 종종 하였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

기 전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즈음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치는 건수와 거치지 않

는 건수가 비슷하다고 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인지대와 송달료가 면제됩니다. 

이의신청의 대리인에 변호사는 거의 발견되

지 않은 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많았는데,

세법의 특수성이 있다 해도 일반 민·상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로스쿨 제도의 취지도 고려

하여 앞으로 청년변호사들이 조세 전문변호사

로 많이 진출하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부산광역시 행

정심판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는데, 행정심판은

주로 구청장, 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입니다.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주지하다

시피 임의적 전치절차이므로 소 제기 전에 반드

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신속과 경

제적 측면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좋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종종 활동하고 있습니

다. 행정심판청구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면제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는 변호사, 법과대학(원) 교

수 등 외부위원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

실장급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고, 행정심판청

구를 한 지 30일 이내에 심의기일을 지정하고

특별히 구술심리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면심리

가 원칙이며, 주로 1회, 가끔 2회의 심의를 마치

자마자 바로 결정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 외에 부당한 경

우에도 대상이 되어 권리구제의 범위가 넓지만,

실무에서는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은 면

이 있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

우보다 인용되는 비율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됩

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안이 방대하고 법리

가 복잡하거나 주장과 소명이 명쾌하지 않으면

일단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주장과 입

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면이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는 사안이 방대하고 법리가 복잡할 경우에는 행

정심판을 거치지 말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처리에 도움 될 것입니다.

다. 2012년부터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

회 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소청은 공무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처

분을 받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

로서 필요적 전치절차인 점, 위원장이 부장판사

인 점 외에는 위 나.의 행정심판과 거의 동일합

니다.

3. 상사중재위원 활동 

2012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의 중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심(單

審)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적정·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중재합의, 즉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

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 기타 방법으로 선

정되되 소송물가액에 따라 단독중재인 또는 3명

의 합의중재인단으로 나눠지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 법과대학(원) 교수, 관련 분야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중재법에서 정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중재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 민사재판절차와

비슷하고 구술심리가 원칙이지만, 단심으로

1∼2회의 심리 끝에 종결되며 중재판정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나 중재

위원 모두 특별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진지하게

임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1심 인지대보다 약간 많고

송달료와 중재위원 수당도 예납해야 합니다. 당

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중재원에 계쟁물에 관하여 ‘임시적 처분’

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그 ‘임시적 처분’대로 당

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

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어 별로 활용되지 않

는다고 합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

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에 중대한 형식적·절차상 하자가 있

을 때만 해당하므로 실제로 소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설 분야의 복잡한 중재사건에서 공대 교수

인 동료 중재위원이 당사자들과 건설 전문용어

로 신속히 문답하는 등으로 2회 심리만에 명쾌

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있었고, 복잡한 단독

중재사건에서 당사자를 설득하여 화해로 마무

리하면서 쌍방이 악수하고 감사 인사할 때 보람

을 느꼈습니다. 

중재절차가 아직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듯 한데, 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집중심리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 소송지연에 따른 당사

자들의 불만이 많은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쌍방

본인들을 설득하여 중재합의하도록 권유하여

신속히 단심으로 종결할 필요성이 많겠습니다.

4. 마침말

변호사로서 신속·적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의 재판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의뢰인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 추

세에 맞추어 전문변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 저도 행정법과 조세법 관련 논문 실적에다

행정심판위원 활동 경력과 행정심판·소송 수

행실적에 따라 2012년에 행정법과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변호사

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분야를 개

척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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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1) 저는 우연한 기회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

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회생법인

의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당해 회생

법인이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의해 파산선고가

되었고, 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 후 7년 째 6개 파산법인의 관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재에는 4개 파산법인의 관

재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파산의

관재인까지✽✽ 겸하고 있어서 제가 수행하는 업

무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보다 파산관재인으로서

의 업무가 더 많습니다. 

(3)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

개한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2. 파산절차란? 

(1) 파산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

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변제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

책을 받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파산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면책이라는 제

도가 없으므로 채무자 법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권자가 신청하거나✽✽✽✽,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실패하여 법원이 파산

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김용대 변호사*

파산관재인(법인)의 

업무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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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울 구성원변호사

✽✽ 현재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은 15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것이 힘들어서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채권자들의 독

촉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음.

✽✽✽✽ 채권자가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채무

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14•제31호 부산법조

(3)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파

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에도 2013. 3.부터는 파산선고를 하면 필요적으

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3. 파산관재인은 누가 되는가? 

(1) 부산지방법원은 종래 수석부에서 파산사

건을 담당하였는데, 2013. 3.부터 파산부(1파산

부, 2파산부, 61 내지 65단독)가 신설되어 파산

및 회생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 파산관재인의 선임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파산부는 매년 부산변호사회를 통해 파산

관재인 지원신청을 받고, 관리위원회(파산부 소

속 판사들과 상임관리위원으로 구성)의 서류심

사 및 면접을 통해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에 등

재합니다. 2013. 현재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부

에는 26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산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부산지방법원의 파산관재인선임준칙

에 따라 선임하되,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기회가 부여되도록 후보자명부 순번대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선임대상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순번에 불구하고 특정 파

산관재인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1명당 2개 회사 이상을 선임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파산절차의 적정한 진

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임기제(2년

기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부에서 관재인을 선임하기 며칠 전에 후

보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가 동

의를 하면 파산선고 시에 선임결정을 합니다. 

4. 파산관재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 

(1)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하

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2) 파산선고결정문 주문에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기일(대략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 지정되는데, 그때까지 관재인의

업무는 대단히 많습니다. 채무자가 관리하던 모

든 업무를 이관 받아야 하고✽, 모든 재산을 인

수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직원이 남아있

고, 관재인에게 협조적이면 인수인계가 다소 수

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

습니다. 특히 관재인에게 적대적인 채무자의 경

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3) 재산과 업무를 인수하는 데에는 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직원 중

에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는 직원이 있으면 도

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재인

의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보조해야 하는데✽✽✽,

✽  관재인이 채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실적으로 장부 등의 점유권을 이전 받고, 점유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 내용

의 공고문도 부착합니다. 

✽✽ 장부 등이 많으면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합니다. 저도 현재 변호사사무실 부근에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재인 전용사

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보조적인 업무를 시키고, 원래의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 내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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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채무자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보조인이 누구이든 보조인에게 보수는 지급해

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수는 파산재단에서 우

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인의

보수는 나중에 관재인이 받는 보수에서 공제하

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보조인을 해

고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

액 보수의 보조인 채용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4) 또 대단히 부담되는 업무가 채권조사입니

다. 채권자 수가 100명 이내이면 별 문제가 없겠

지만 만약 수 백 명이 된다면 심각한 부담이 됩

니다. 참고로 제가 2년 전에 맡은 어느 건설회사

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천명이 넘었습니다. 각 채

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내용으로 통지문

을 발송해야 하고, 우편요금이 수백만원입니다.

각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그 채권에 관

하여 시인 또는 부인을 해야 합니다. 시인을 하

면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생기고, 부인을

하면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해야 하므

로 파산절차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면서 증명자료를 제

대로 첨부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혼자서

조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파산관재인은

선관주의의무로서 파산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

서 부인을 하게 되면 조사확정재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조사확정재판이 너무 많으면 파산

부의 업무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5) 파산선고 당시에 진행되던 소송절차가 있

으면 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진행하고✽, 부동

산이 있으면 이를 매각하고✽, 채권이 있으면 소

송과 추심을 하고, 기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

습니다. 추심금, 매각대금 등은 모두 은행의 관

재인 명의 예금으로 보관합니다. 관재인 통장에

입금된 돈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관재

인 자신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파산부에서 금

융기관에 미리 협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서가 없으면 예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6)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산재단이 형성되

고, 채무가 확정되면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

을 하기 전에는 재단채권, 즉 파산채권 외에 조

세채권, 임금채권 등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변

제합니다. 즉, 파산채권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것으로 변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채권

에 변제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행한 6건의 사건 중 파산채권에까지 변제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것은 1건입니다. 파산재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도 대부분은 재단채권의 변

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이렇게 파산재단의 배당이 끝나면 관재인

의 임무는 종결되고, 파산폐지나 파산종결을 하

게 됩니다. 

✽ 1. 지방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많은 경우에는 보조인을 등기하여 보조인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관재인인 경우에 당해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관재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관재인보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하면 특별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10억으로 감정평가된 선박을 30억원에 매각하여 특

별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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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어떻게 받는가? 

(1) 흔히 관재인은 매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

재인 보수는 최우선 순위의 재단채권에 해당합

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이 형성되면 그 중에서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으면

관재인이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이럴 경우에는 파산부에서 당해 관재인

에게 다른 사건을 추가로 배당하여 손실을 전보

하기도 합니다. 

(2) 관재인 보수에 관하여는 각 법원별로 지

침을 마련하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도

2013. 11. 1.부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수

는 대략 재단수집액에 관한 보수와 소송수행보

수로 구분됩니다. 

(3) 재단수집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가 결

정되고, 그 금액에서 보조인 보수를 공제합니다. 

이 보수는 파산선고 직후에 선보수를 지급하

고, 채권조사기일 후에 중간보수를 지급하고, 배

당종료 시점에 최후배당을 합니다. 또 현금화에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어 파산재단의 증식에 특별

히 이바지한 경우에는 특별보수를 지급합니다. 

(4) 소송수행보수는 실제로 수행한 소송의 변

호사보수 상당액으로 결정합니다. 즉, 직접 수

행한 소송의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

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

칙」 제3 내지 6조에 의해 산정한 변호사보수 상

당액입니다. 

6. 파산절차 진행기간

(1) 6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파산선고 후 2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파산선

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근저당권자들이 경매신

청을 해둔 상태이고, 의외로 경매절차가 1년 이

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민사소송이 진

행되어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시

간이 걸립니다. 또 판결이 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2) 제가 담당하는 W제조업체는 2007년에 파

산선고가 났는데, 민사소송이 오래 지연되어 6

년이 지난 이제 배당절차가 시작되고, 곧 종결

될 예정입니다. 

H건설업체의 경우는 2010. 선임된 사건인데,

채권조사 결과 약 100건 정도의 조사확정재판

과 10건 이상의 일반 재판이 진행되었고, 근저

당권자의 경매절차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D건설업체와 M건설업체의 경우는 2011. 선

임되었는데, 채권자가 1천명 이상이고 파산채권

① 수집액
(이상)

② 수집액
(미만)

③ 보수
상승율

④ 보수
(이상)

⑤ 보수
(미만)

0 1억 14% 300만 1,700만

1억 2억 8% 1,700만 2,500만

2억 10억 5.25% 2,500만 6,700만

10억 30억 2% 6,700만 1억700만

30억 100억 0.50% 1억700만 1억4,200만

100억 ~ 0.20% 1억4,200만 ~

✽  제가 맡은 어느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1만원이 되지 않았고, 지출된 비용은 백만원(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이 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재인이나, 보조인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관재인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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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5천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도 100건 이상입니다. 채무자가 건설하던 아파

트를 보증회사가 완공하여 분양까지 마무리해

야 파산재단이 형성될 것인데, 언제 분양이 완

료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 부산지방법원의 법인파산사건의 접수현

황(2013. 4. 1. 현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기초로 파산절차의 일반적인 진행기간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마치면서

대개의 경우 파산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서 관재인의 보수가 많은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

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중하던 소송업무와는 색

다른 형태의 업무라는 측면에서 해볼 만합니다. 

변호사로 오래 일을 하신 분들도 파산법을 접

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이나 회

생에 관련된 법률분쟁을 상담하시는 경우에 어려

움을 겪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파산이나 회생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랫동안 변호사를 해야 하는 분들은 기회가 오

면 꼭 관재인 업무를 경험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서적

법인파산절차에 관하여는 박영사에서 출간한

“법인파산실무”라는 책이 가장 좋은 참고서이

고, 이 책 한권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파산부 법인파산실무준칙 제1호 법인 파산관재

인의 선임 등에 관한 준칙 파산관재인 간담회 자료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55, 358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법인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

인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인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 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 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이하 ‘후보자명부’라 한

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산지방법원 제1파산부 부장판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산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부장판사

2. 부산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판사 중 위원장이 지명한 판사(지

명이 없는 경우 전원)

3. 부산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한 관리위원(지명이 없는 경우 상임관리위원)

⑥ 위원회의 결의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매년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후보자명부의 후보

자수를 정한다.

제3조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변호사 중 채무자가 법인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

관재인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는 파산관재인 후

보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일 것

2.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법무관 경력 및 초임변호사 연수

기간 제외)

② 파산관재인 후보자로 선정되기 희망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 및 기간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후 위원장이 정한 판사와

관리위원의 서류심사·면접을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그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후보자명부에 등재한다.

제4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원칙)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되,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파산관재인으로

✽  파산관재인 간담회 자료

구분 접수 진행 종결 폐지 기각 취하 이송

2006년 8 2 3 1 2

2007년 6 2 1 2 1

2008년 2 0 1 1

2009년 6 2 1 2 1

2010년 16 5 1 7 1 2

2011년 16 11 1 2 2

2012년 15 15

2013년 3 3

* 2006년 이전 사건(6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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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되어 현재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적은 자

를 우선적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③ 법원은 후보자의 해당 파산사건과의 이해관계 유무, 후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다른 파산사건에 있어 그 선임시기, 파

산원인,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건의 난이도, 관련회

사인지 여부, 후보자의 능력, 경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제2

항과 달리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말 정기 평

정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양식에 따른 파산관재인 평가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표를 보고받아, 평점 및 평가의견이 ‘하’

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그 파산관재인을

다음 해 후보자명부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정기 평정에 관계없이 파산관재인이 관재업무를 수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불성실하여 관재업

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는 위원 2인 이상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그 파산관재인을 즉시 후보

자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이를 ‘수시 평정’이라 한다).

⑤ 정기 및 수시 평정 의한 후보자명부 제외는 후보자명부에서 제

외된 후보자가 이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파산관재인은 매년 5월, 11월 정기 평정을 위한 업무현황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시 평정을 위한 업무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이 경우 업무현황보고서의 제출은 반기 정기보고서의 제출

에 갈음한다). 

제6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

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3조에 따

라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사임사유를 소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관재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불성실하여 관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그 파산관재인을 해

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파산관재인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그를 후보자

명부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후보자명부의 갱신)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말 후보자명부를 정기적

으로 갱신한다.

② 위원회는 새로이 파산관재인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후보자명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명부의 갱신을 위하여 사전에 부산지방변호사

회에 대하여 후보자 추천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기·수시 평정의 결과를 후보자명부에 즉시 반영

하고, 갱신으로 새로이 선정된 후보자를 후보자명부에 등재하

여 후보자명부를 재작성·관리한다.

⑤ 갱신된 후보자명부는 즉시 시행한다.

◎ 부산지방법원 파산부 법인파산실무준칙 제2호 법인 파산관재

인의 보수 등에 관한 준칙 파산관재인 간담회 자료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

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의 보수·특별보상금의 액수, 그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적정한 보수와 특별보상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총액)

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총액은 파산관재인이 수집한 파

산재단의 가액(이하 ‘수집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

이 산정한 ‘기준보수’를 정한 다음, 여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5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한 금액을 ‘결정보수’로

정하고, 추가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소송수행보수’를 합산하

여 정한다.  

1. 채권의 종류와 채권자의 수

2. 관재업무 수행기간과 배당 횟수

3. 관재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난이도,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

하였는지 여부

4. 관재업무를 위하여 행한 법률검토 내용과 횟수,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내용과 사건 수

5. 관재업무를 위한 근무장소, 근무형태

6. 파산관재인 정기보고서, 법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도

7.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 예상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파산 사건

인지 여부

9. 기타 관재업무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보수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수집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집액은 파산관재인이 현금화를 한 것으로, 파산선고 당

시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과 같이 이미 현금화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현금화 대상 재산이 별제권과 환취권을 부담하는 경우,

추심 대상 채권에 반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후 차

액만 수집액에 산입한다. 단,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나

환취권자의 요구를 받아 현금화 대상 재산을 현금화한 경

우에는, 현금화한 액수 전부나 일부를 수집액에 산입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수집액은 그 수입에서 비

용을 뺀 차액만을 수집액에 산입한다.

4. 파산관재인이 중간에 사임 또는 해임되어 새로운 파산관재

인이 선임되는 경우, 그 수집액은 당해 파산관재인이 수집

한 파산재단만의 가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항목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단, 영업 계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인을 고용

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후 고용한 보조인에게 지급된 급

여(연차수당, 명절상여금, 공로상여금, 연말정산금, 식비

등 각종 보조경비 명목의 실질급여와 같이 보조인에게 지

급되는 모든 금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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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경우, 공공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 보조인의

채용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제3조 (소송수행보수)

① 법원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조정, 화해, 행정심판 등도 이에

준한다. 단, 파산부에 청구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제외한다.)

을 직접 수행한 파산관재인에게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

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 내

지 6조에 의해 산정한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직접 수행하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

각 심급에서 종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 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소송수행보수를 지급한다. 

③ 파산관재인이 직접 수행한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부인의 청

구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등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 또는 결정

이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얻게 된 이익의 30% 범위 내

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소송수행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제4조 (공동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수인인 경우 또는 파산관재인대리가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 1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액수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의 총액을 파산관재인과 파산관재인대리 전체 인원수로 나누

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우선보수)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의 점유착

수보고를 받은 이후 파산관재인에게 우선보수를 지급한다. 법원은

3,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재단의 점유·

관리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보수의 액수를 결정한다.

제6조 (중간보수)

① 법원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중

간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회 채권자집회와 일반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

2. 중간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3. 파산재단이 부족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배당만으로 파산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재단채권자들에게 일괄 변제를 하는 경우.

다만 파산폐지 직전에 일괄 변제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회 채권자집

회가 종료된 때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년이 되는 때까

지(관재업무의 복잡성, 현금화 진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중

간보수를 지급한다.

5. 파산관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 법원은 중간보수를 지급할 때까지 수집액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기준보수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소송수행보수, 특

별보상금은 제외한다)를 뺀 나머지 금액을 파산재단의 점유·

관리업무와 배당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가감하여 중간보수

의 액수를 결정한다.

제7조 (최종보수)

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기 직전 또는 파산관재인이 중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최종보수로 당시

까지의 수집액과 소송수행 결과 등을 기준으로 제2조,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보수의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를 뺀 나머

지 금액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최종보수의 액수를 결정할 때 제8조에 따라 산

정한 특별보상금을 합산할 수 있다.

제8조 (특별보상금)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받아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현금화에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어 파산

재단의 증식에 특별히 이바지한 경우

가. 부동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이 부동

산의 시가를 초과함에도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파

산재단에 유입시키는 협상에 성공한 경우

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대손상각이 된 채권을 회수한 경우

다.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동산을 예정가(원칙적으로 감

정가를 말한다. 감정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반영한 액수를 말한다) 이상으로 환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영업양도나 기업인수합병에 성공하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파산절차를 파산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조기 종결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특별보상금 액수는 그 때문에 파산재단이 얻게

된 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특별보상금 액수는 기준보수의 100% 범위 내

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 (자료제출요구)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보수와 특별보상금

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계산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적용대상의 제외) 이 준칙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 기준보수의 산정

기준보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보수 = ④ ＋ ③ × (수집액 - ①)

① 수집액
(이상)

② 수집액
(미만)

③ 보수상승율 ④ 보수 (이상) ⑤ 보수 (미만)

0 1억 14% 300만 1,700만

1억 2억 8% 1,700만 2,500만

2억 10억 5.25% 2,500만 6,700만

10억 30억 2% 6,700만 1억700만

30억 100억 0.50% 1억700만 1억4,200만

100억 ~ 0.20% 1억4,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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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바야흐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론의 홍수에 휩쓸려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입니다. 크게는 4대 공중파 방송, 주요 일

간지, 케이블 방송,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작

게는 지역신문, 직역신문, 종교신문 등 그야말

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매체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언론의 역기능도 있기 마련

입니다. 즉 잘못된 사실관계의 보도, 보도로 인

한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

해 등이 대표적인 언론의 역기능이라 하겠습니

다. 이와 같은 언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신

속히 회복하고자 활동하는 기구가 바로 언론중

재위원회라 할 것입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위원총

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중재부, 사

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중재부는 전국

17개의 중재부가 있고 그중 서울에 7개, 지방에

10개가 있고 각 중재부는 중재위원 5명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중재부는 부산중

재부로 부산 및 울산의 언론사 등에 대한 중재

사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중재부의 구성

개별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 한명을 중재부

장으로 위촉하고 전직 언론인 또는 언론학자 3

명을 중재위원으로 위촉하고 변호사 한명을 중

강경철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와 

변호사의 역할

✽  법무법인 정맥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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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원으로 위촉하여 5명의 중재위원과 1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업무

중재부에서의 조정심리는 양당사자가 출석하

고, 중재부장이 당사자 확인 후 심리를 시작하

고, 양 당사자는 기본 입장을 구두로 진술하고

중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중재부가

논의 후 권고안을 제시하고 권고안에 대한 양당

사의 최종 입장표명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정 및 중재 신청기간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은 문제의 보도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로부

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하고, 조정·중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중재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처럼 언론보도의 파급효과로 인해 그에

대한 피해 구제도 신속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매주 주중 1

일 오후는 심리 기일 이 지정되고 있으며, 심리

시간은 보통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변호

사 업무와 중재위원 업무의 일정 조절이 쉽지만

은 않습니다.

3. 변호사의 언론중재위원 자격요건

가.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

화체육관관부장관이 위촉하는 절차로 중재위원

이 됩니다. 이러한 위촉을 위한 전단계에서 지

방경찰청 정보과, 경찰청 정보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연락을 하여 개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묻

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또한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

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으

며,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중재부에서의 심리와 변호사

가. 중재부의 중재부장은 부장판사님이므로

심리도 중재부장이 주도합니다. 하지만 중재부

장은 각 중재위원에게 심리를 함에 있어 당사자

들에게 질문 및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배

려해 주고 있습니다.

나. 이때 변호사 중재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소송절차에서 해결하

는 것보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개별 사건 소송

에서의 난점이 무엇인지를 당사자들에게 합리

적으로 조언하여 쌍방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중재위원은 중재신

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절차와는

다른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신청인의 권리보호

를 위한 다면적 접근, 심리적 위로를 하는 등 신

청인측 입장과 언론보도의 자유, 언론보도의 공

익성 등 언론기관측 입장을 서로 균형있게 조율

하는 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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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보람

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를 하는 동안

우리 회의 활동 등을 외부에 홍보하고 호의적인

기사 등을 보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조

출입 기자 및 언론 담당자와 만나거나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편으로 언론

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나.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러한 언론으로 인한 피해는

언론기관이 공익성을 도외시 한 채 일부 기관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사를 생성할 경우,

기자 개인의 욕심으로 기사화 하는 경우, 기사

로 인한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이 단순 전달자의 자세로 기사를 쓰는

경우 등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다. 일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원

의 판결을 기사화 하는 경우 기자들을 판결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또한 민사사건의 경우 승

소한 사람에게는 판결의 기사화로 아무런 피해

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원을 통해 판

결문을 입수하여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내용에는 매우 상세한 사실관

계를 정리하고 있어 비록 승소한 당사자라 하더

라도 판결 결과 외에 판결 원인에 해당하는 상세

한 사실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외

부에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 언론보도의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엄격

한 법리적인 관점외에 해당 기사의 피해자의 마

음을 헤아려주고 해당 언론사의 기사화 취지를

알려주고 향후 유사한 기사의 작성에 언론사의

보다 사려깊은 태도를 촉구하는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라.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으로 경험한

언론사는 하나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

로 언론의 공적 기능을 위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

도 되나 반면 현재의 언론에 견제와 균형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하고 그러

한 생각이 현재의 언론이 생산적이고 유익한 미

래의 언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

을 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생각됩니다.

6. 마치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해당 신청사건

의 판단을 위해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사건해결의

필요성으로 인해 증거 수집 절차의 활용이 사실

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중재절차의 아쉬

운 점입니다. 그러한 점이 최근 모언론사와 공인

에 대한 법적 다툼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그 해결 방법을 택한 원인이라 보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

비용이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

고 싶습니다. 어떠한 인지, 송달료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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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부산지방변호사회



Ⅰ. 들어가며

오늘날 기업법무와 관련한 변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그 형태는 사내변호사나 고문변호사의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되고 있다. 특히 고문변호사 제도는 기업법무와 관련한 전통적인 법률조력 형태

로서 오늘날 사내변호사제도의 확장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나 효용성 면에서 건재(健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두 제도의 기능적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내변호사의 일차적 기능을 회

사 내의 법률문제를 우선적으로 발견·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신속히 입안하는 한편 당해 법률문제

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외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은 사내변호

사를 두면서도 다른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와 고문계약 내지 유사 형태의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

지하는 것이 보통이다.2)

현재 변호사 숫자의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무한경쟁에 노출된 변호사업계의 돌파구로서 사내변호

사제도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나 몇몇 대기업에서나 사내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기업

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고문변호사제도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배기석 교수1)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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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2)  배기석,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 법학연구 제48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08.2.),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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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내변호사의 현황

사내변호사라는 직무는 단순히 기업의 법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의사결정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관련될수록 외부인을 개입시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연히 기업은 내부에 법률전문가를 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

더라도 조직에 대한 충성심 방면에서 앞서는 법률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대기업을 중심

으로 사내에 정식으로 변호사자격을 갖춘 인력은 물론이고 자격은 없지만 법률교육을 받고 실무에

오래 종사해서 사실상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상의 기업변

호사들도 넓은 의미의 기업변호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3)

1. 사내변호사에 대한 시점

모든 변호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생활에 관여하고 있다. 그 중 어떤 행위가 변호사 윤리의 대

상이 되고 어떤 행위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내변호사에 대하여도 실

정에 맞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직무라는 것이 광범위한 법률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내변호사

가 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

용자로서 고용주의 지휘명령 하에 행해지는 직무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변호사직무한정설에서는 변호사가 법무부서에 소속된 채 당해기업을 위하여 법률사무를 처

리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피용자로서의 직무일 뿐이고, 따라서 국선변호, 변호사회

활동 등을 제외하면 사내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의 직무는 없다고 본다.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 내외를 묻지 않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전부에 대하

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변호사직무한정설은 사내변호사의 기업 내 업무관련 행위는 직무

외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변호사윤리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문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처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행’이라는 추상적인 개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독립성

3) 김건식,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서울대학 법과대학 편,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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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의해 사내변호사의 행위를 모두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내변호

사의 법무관련 행위도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직무행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법의 지배’ 확대를 목

표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의 이념에도 합치한다는 주장에4)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2. 각국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의 연혁과 현상(現狀)

사내변호사 제도는 처음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미국 및 영국의 변호사 인구비율

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기 때문인 것이 한 요인이지만 더 큰 요인은 ‘변호사의 독립’이라는 법체계

상의 지위로부터 기인한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코먼로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프로

페션(profession)의 독립성, 즉 법적 판단에 관한 독립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변

호사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전문가로서 고용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는데 실제 영미법계 국가에서

는 근본적으로 변호사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약 백만 명 가

까운 변호사 중에 약 12만 명이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의 관공서 및 공설사무소에, 약 8만 명 정도가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실제 변호사 전체 숫자 중 20%가 정도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

는 것이다.5)

이와는 달리 프랑스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법률상의 독립성에 더하

여 법적인 상하관계로 부터의 독립성으로 본다. 이러한 독립성의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고용 내지 임용 된다는 것과 상호모순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 프랑스나 독일

의 대륙법계에서는 취업 가능한 기업의 업종이 제한되고, 기업에 고용된 기간 동안은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가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6)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기업활동이나 법률사무소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대륙법계에서도 각종 제

약이 철폐,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이도 있다.

아시아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중국이나 태국에서도 변호사가 기업에 입사하

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기업이나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사내변호사나 행

정기관 소속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것이다.

4) 塚原英治外2 , 「法曹倫理と責任」 下卷 (現代人文社, 2004. 5. 10. 제1판1), 182면.

5) 梅田康宏, 전게 ‘企業で働く辯護士の実像’ 13면.

6) 상게논문,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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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변호사와 고문변호사의 차이

기업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변호사 중에서도 종종 우수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사내변호사는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내변호

사와 고문변호사간, 바꾸어 말하면 사내변호사와 사외변호사(법률사무소에 소속하는 변호사)의 역

할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그가 소속된 기업이나 실제 포지션에

따라 주어지는 권한이나 역할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획일적으로 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사외변

호사의 경우도 기업 고문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으로부터 받는 대우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그 본질적인 역할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와 사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사건의 입구와 출구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개개의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

개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외변호사를 선정하거나 그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1) 법률사건의 입구와 출구 관리

1) 입구의 관리

사내변호사와 고문변호사 역할의 가장 큰 차이는 사내변호사가 법률사건의 입구와 출구를

관리하는 것이다. 모든 법률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률사건이라

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명확한 처리 절차를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다. 전자가 법률사건의 인식(認識)이고 후자가 법률사건의 초동(初動)이라고 한다면

위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 ‘법률사건의 입구’이다.7)

기업의 법무부서는 법률상담, 사내조사, 계약심사,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클레임, 제소,

내부통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법률사건을 인식하게 된다. 사내변호사는 사내에 상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사내의 많은 부서와 연계하여 회사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하고 현장 담당자와도 가볍게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상담을 하

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 담당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사내변호사가 종종 발

7) 상게논문, 14 면.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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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사내변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의 하나는 이와 같이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법률사건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사건을 인식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사내변호사의 중요한 역

할이다. 초동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이라는 프로세스의 결정이다. 최종

적인 결과에는 어떤 함정이 있는가, 거기까지의 프로세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가, 사

내 누구로부터 조력을 받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가, 사외변호사 등 외부 전

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만약 필요하다면 누가 적임자인가, 여기에 소모되는 시

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사외변호사에게

외주(外注)를 주어야 할 업무를 막연히 붙들고 늘어짐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외

주할 필요성이 없는 업무를 사외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무익하게 비용을 낭비한다면 결국 기

업에게 크나큰 손실이나 불이익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적인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호송대상인 환자를 어떤 의사에게 담당케 할 것인가를 순

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 의사가 스스로 치료행위

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직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내

에서 변호사가 행하는 법률사건의 ‘입구’의 관리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출구의 관리 

입구가 있으면 당연히 출구가 있다. 사건처리가 진행된 후 언제 종료될 것인지 판단하고 필

요에 따라 그 결과를 획득하며 그 성과를 일상 업무에 피드백(feedback)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전자가 법률사건의 ‘해결’, 후자가 법률사건의 ‘환류(還流)’라고 한다면 양자를 병행

하는 것이 법률사건의 ‘출구’이다.

프로젝트나 교섭에 따른 분쟁처리 등 사건 중에는 가능한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입안하

더라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구나 사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는 보수를 확정할 필요도 있다.

한 법률사건이 해결되었다 하여도 사내변호사에게 있어 당해사건은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

이 아니다. 사안을 검증하고 업무수순을 확인하며, 전달경로를 확인하고, 조직을 변경하

며, 매뉴얼화하고, 사내 연수를 기획하는 등 획득한 결과물을 회사에 피드백(feedback)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추후 보다 나은 업무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법률사건의

환류(還流)를 이루어 낸 다음에야 비로소 사내변호사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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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결」과 「환류」라고 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로부터 발생하는 「출구」의 관리야 말

로 사외변호사에게는 없는, 사내변호사 역할의 특징 중 하나이다.8)

반대로 사내변호사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사건이나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관해 적절히 외부변호사를 선택하여 발주하여 자기자신은 구체적인 법률실무를 하나도 행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당해기업의 법무부서의 성숙도가 높거나 변호사의 포지션이

높은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현저히 나타난다.

(3) 사외변호사의 선정과 관리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 내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률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가장 타당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외주(外注)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비용적으로 유리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외주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한 경우에 외부변호사의 선정과 관리는 기업 내 변호사에게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비하여 한정된 수의 고문변호사 사무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

우 강하였다. 만약 기업의 고문변호사가 소규모 법률사무소라면 사건 부담이 많아서 매우 바쁜

시기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 반대로 대규모 사무소인 경우에는 이익상반

(利益相反)9)이 발생할 리스크도 높다. 때문에 업무를 의뢰하는 변호사나 사무소의 수를 항상 적

절히 확보하여 리스크 분산을 꾀하는 것도 사내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종래의 고문사무소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능력이 뛰어

나고 기업의 사정도 잘 알고 있는 고문변호사사무소의 존재는 사내변호사가 있더라도 매우 중요

하다. 즉 사내변호사가 고문변호사사무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용과 업무량의 밸런

스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만약의 경우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위험비용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8) 상게논문 15면.

9)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사건 의뢰인들 간의 이해과관계가 엇갈리는 사건을 같은 사무소에서 동시에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말

하는데 법무법인의 경우 자주 생겨날 수 있다.이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외1, 도서출판 후마니타스,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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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와 같이 개개의 법률사건의 ‘입구’와 ‘출구’를 확실히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가장 타당한 방법

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외부변호사 사무소를 개척하고 파악하며 사건처

리를 의뢰하고 기업의 법률사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내 변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기업이 일반 고문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4. 기업 내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는 법무부원과의 차이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기업 내 변호사와 사외변호사 역할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역할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격이 없어도 우수한 법무부서 직

원이라면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라는 직책이 사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① 능력 ② 자격 ③ 인맥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능력

실제 법률실무에서는 해설서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이나 신법(新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가에게는 이러한 법령을 입법론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바로 변호사시험 또는

사법시험이다.

위 시험공부나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의 경우 법률지식의 축적되면 실무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기업법무의 현장에서 충분한 훈련을 쌓은 법무부서원 중에는 개개의 법무에 한

하여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하여 정통한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변호사는 모든 법분야에 관하

여 법률실무가로서 분쟁처리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논리적 사고력과 응

용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체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는 항상 분쟁처리의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말하

자면 표준형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항상 실제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상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습관적으로 검토하는 버릇이 있다. 변호사가 기업 내 변호사로 입사하

여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나아가 업무스태프로서의 경험도 축적하면서 이에 더하여 기업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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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황도 고려한다면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분쟁에 대해 예측하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위 말하는

초동조치까지 한다면 사건의 ‘인식’과 ‘초동’으로 이루어지는 ‘입구’관리를 적확하게 행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2)  자격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한 권한과 의무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송대리권이다. 기업이 취급하는 소송사건 중에는 사내

변호사에게 친한 사건과 사외변호사에게 친한 사건이 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① 소송수행자체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노동사

건 등), ② 전문성은 그리 필요하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사건, ③ 원격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④ 보험이나 계약 등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제3자로부터 지급되는 사건들은 사외변호사에게 의

뢰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한다. 한편 ① 특히 특수한 분야에서 외부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

② 복잡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외부변호사에게 처음부터 사건설명을 위하여 시간이나 노력이 많

이 드는 사건, ③ 기밀성이 극히 높은 사건, ④ 고액으로 소송비용 액수가 매우 큰 사건 등에 관

해서는 기업 내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는 더 나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가령 후자로 판단된 사건의 경우 사내담당자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처

리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일반 사무원 사이에는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75조의 2에 따라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거나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송부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은 기업법무의 수행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기업법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복수의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 자격에 의하여 위와 같은 권한뿐 아니라 각종 의무도 생겨난다. 예를 들

면 변호사법 제26조에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의뢰인이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경찰에 통보하여서는 안 되는 등

외부에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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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 변호사윤리규정에 해당하는 소위  「일본 변호사직무 기본

규정」이 기본적으로 기업 내 변호사에게도 모두 적용되고 위반이 심한 경우, 즉 변호사로서 바람

직하지 못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기초하여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

이 변호사 자격으로 인하여 기업법무 수행시 그 적합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기도 한다. 

(3) 인맥

대부분의 경우 법무부서가 적절히 기능하는 기업에서 외부변호사의 선정과 관리는 법무부서

의 전속사항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행하는데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내 변

호사이다. 기업 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이나 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계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대로 업무를 위임하게 될 외부변호사의 신규 개척에서부터 법무부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지만 직접 아는 변호사와 인맥을 유지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능력에 관하여

숙지하는 것이 기업 내 변호사를 두고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이유이다.

Ⅲ. 독립성유지에 관한 논의

1. 변호사 일반의 독립성

변호사에게 있어서 그 직무의 독립성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변호사는 그 독립성을 사수

하기 위하여 진력하여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변호사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

러한 변호사의 직무의 독립성을 지키는 제도적 방파제에 해당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면에서 독립성을 강조하여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립성의 의미를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경향은 서구 제국, 즉 유럽에서도 찾을

수 있다.10)

그러나 유럽국가에서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보다는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독

립성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짙다. 즉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officer of the court’로 부르거나 ‘of-

ficer of the legal system’이라고 정의하면서 변호사의 독립성을 국가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10) 변호사가 자금세탁 관련 GATE KEEPER제도에 반대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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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더욱 강조한다.11)

물론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독립성이라 하더라도 유럽국가와 미국 간에는 다소 차이

가 있다. 유럽에서는 변론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변호사의 재량과 독자성, 의뢰인에

대한 우월성 확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으

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의 공정을 꾀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의

뢰인과 같은 편(partisan ship)인 관계에 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법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립성을 유지

하는 견지에서 본다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부자연스러운 인간관계나 금전관계

를 가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12)

2.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이와 같은 변호사의 독립성이 회사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내변호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

인지가 문제된다. ‘조직 내 변호사가 조직 내 위법행위를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와 관련된 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직에 속하는 변호사와 당해 조직의 결속은 개개의 사건 대리관계에 비

하여 상당히 견고하며 자유와 독립의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13)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편견을 버리고 사내변호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

다는 반론도 강해지고 있다.

조직 내 변호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비판적인 입장에서 종종 지적되는 것이 기업

내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이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와 조직 내 변호사 간에는 태생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내 변호

사 제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독립성 문제는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14)

11) 기업법무에 관계하는 로펌 변호사의 독립성, 로펌변호사의 로펌내부에서의 독립성에 대하여는 전게 김건식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282-283면 참조.

12)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인구의 증가에 수반하여 활동분야의 다양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변호사의 사건수임의 윤

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田中紘三, 弁護士の役割"と倫理, (商事法務, 初版第1刷,.: 2004.5) 232면 참조.

13) 本間正浩, ‘近未来の弁護士論　第10回~組織內辯護士 辯護士 獨立性<1> 法律のひろば　２００９. 57면.

14) 상게논문 같은 면.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독립성



논  문

34•제31호 부산법조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소위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변호사직무기본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윤리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위 규정 제50조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자유와 독립성’, 제51조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이러

한 규정들의 의의와 취지는 우리에게도 시사(示唆) 하는 바가 크고 사내변호사에게는 적어도 이와

같은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위 제50조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제목 아래에 「관공서 또는 공사 단체의 직원 내지 사용인이 되거

나 또는 대표이사, 이사, 기타 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사명 및 변호사의 본질인 자유

와 독립을 자각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

의 의의는 첫째, ‘사내변호사’를 정의하고 있고 둘째, 의뢰인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제20조

에서「변호사는 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있어서 자유롭고도 독립된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에도 사내변호사에 대하여는 또 다시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둠으로써 직무에서의 자유

와 독립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적 판단의 독립성’이다.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

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의견을 형성하여 사건처리에 필요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의미이다. 이러

한 독립성은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있어 본질적인 속성이라 할 것이다.

② ‘행동의 독립성’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내변호사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③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독립성’이다.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자기의 법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

동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특히 사내변호사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관계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변호사로서의 입장과 피용자로서의

입장, 양자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같이 함으로서 법의 지배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조항은 ‘조직 내에서의 법의 확립’을 재삼 강조하기 위하여 또다시 규정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5)

15) 塚原英治 外2, ‘法曹の倫理と責任 ‘下卷(現代人文社, 2004. 5. 10. 제1판1),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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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이상에서 흔히 고문변호사와 그 역할이 혼동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사내변호사는 일반적인 고문변호사와는 달리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가장 처음 접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며, 사안에 따라 외주를 주던지 직접 처리하

는 등 법률사무의 입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소송 종료시 각 법률문제의 쟁점과 해결

과정,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회사에 피드백함으로써 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지만 조직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일정한 독립

성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결과적으로는 사내변호사의

전문가로서의 판단으로 인하여 회사에도 이익이 되고 사내변호사도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독립성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9. 4.부터 2009. 7.까지 사이에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

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하고서도 이를 가공·수출하지 않은 채 구입즉시 구입단

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업체에 과세금으로 전량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단 3개월간만 금괴의 구입 및 판매영업을 한 다음 곧 폐업신고를 하였

고, 금괴의 판매대금이 판매법인 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이를 전액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

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래중 일부거래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결국은 피고인의 당초 의도대로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27,069,254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1,223,900원을 그 납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2004. 9. 7. 피고인

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조세채무신고후 

무납부와 포탈범의 

성립여부

* 판결의 표시

대법원 전체합의체 

2007. 2. 15. 선고 2005도95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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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영 변호사*

* 법무법인 삼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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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억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

액신고를 한 금 53억원에 대하여는 부가세의 조세채권 확정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조세법체계하에서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일은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인들이 부가세액을 신고한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정상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고 부가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사위

적인 방법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금괴를 구입한 다음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부가

세액이 포함된 판매대금에서 구입가격(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득으

로 취하려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법처벌법규가 예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신고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조세포탈행위 성립에 장애가 된다

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전부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하고 피고

인의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 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

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

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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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

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관 이용훈, 고현철, 김용담, 양승태, 김

황식, 이홍훈, 김능환, 안대희)

2.  소수의견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의

하여 그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세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실질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조

세채권이 확정되는 데 어떠한 방해나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

고 이전에 조세를 체납할 의도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관 김영란, 박

시환, 김지형, 박일환, 전수안)

* 평석

Ⅰ. 서설

국가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중 일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다스리고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고 조세범에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직접

침해하는 포탈범과 조세채권의 확정과 징수의 정상적인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조세위

해범으로 나누어진다.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한 실체법으로 조세범처벌법이 있고, 절차법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조세범중 포탈범을 중심으로 주제판결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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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탈범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1)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1)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

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항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행위를 말

하고,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2)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법문에서 규정한 사기는 부정행위의 한 예시이며3)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

위로서 원래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조

세부과를 과소하게 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기한 경과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

한다.4)

판례에서 말하는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로 기망의 방법에 한정하

지 아니하고 유혹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5)

판례에서 법문에 적시한 사기와 다른 위계를 부정행위의 예시로 적시한 것은 신고방식의 조세를

의식한 것이다.6)

1) 2010. 1. 1.전부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에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2) 대법원 1994. 6. 28.선고 94도759판결 ; 2003. 2. 14.선고 2001도3797판결

3) 이태노/한만수, 조세법강의(2009년판) 1115쪽

4) 임승순, 조세법(2009년판) 338쪽

5) 안대희, 조세형사법(박영사,2005) 264쪽

6) 최형기,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권(법원행정처) 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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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에 의하여 반드시 세무공무원이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는 부정행위의 성립에 직접 관

련이 없다.7)

그리고 판례에서 말하는 적극적 행위에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도 포함된다.8)

예컨대 세금계산서 불발급에 의한 사전소득 은닉행위를 들 수 있고,9) 사업자등록도 없이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액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10)

(2) 구성요건의 유형화

종래 법문에서 부정한 행위라고만 하여 그 개념의 추상성·포괄성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1)

그리하여 2010. 1. 1. 조세범처벌법을 전부 개정하여 조세범처벌 제3조 제6항에 “제1항에서 사기

가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행위를 말한다.1)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

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이러한 구성요건의 유형화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입법화하

여 구성요건의 보장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하겠다.

7) 안대희, 앞의 책 264쪽

8) 임승순, 앞의 책 339쪽

9) 대법원 2000. 2. 8.선고 99도 5191판결

10) 대법원 1988. 2. 9.선고 84도 1102판결

11) 이태노/안경봉, 조세법강의(1999년판) 7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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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행위의 본질과 범위

부정행위의 본질과 범위에 관련하여 사전소득은닉행위와 허위신고 또는 허위불신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① 포괄설 : 포괄설은 허위신고 또는 허위불신고와 사전소득은닉행위를 모두 실행행위로 본다.12)

이 견해는 부정행위의 핵심은 사전소득은닉 행위이므로 사전소득은닉행위만 하고 정당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수범이 성립된다.

② 제한설 : 제한설은 허위신고 포탈에 있어서는 허위신고만이 실행행위가 되고, 사전소득 은닉행

위는 포탈을 위한 준비상황에 지나지 아니하고 허위불신고 포탈에 있어서는 사전의 소득은닉행위

만이 실행행위라고 한다. 제한설은 사전은닉행위가 있더라도 정당한 신고를 하면 조세포탈이 성

립되지 않는다.13)

③ 결어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행위로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조세

포탈을 하기 위하여 거짓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하고, 물론 불신고의 경우에는 사전소득은닉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본다.

반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신고는 세무행정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

고 그 자체로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소득은닉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

이다.

2. 기수시기

포탈범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므

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범이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시기, 즉 기수

시기를 어느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2) 정만조, 조세포탈범(재판자료 제17집, 법원행정처) 412쪽

13) 이태노/안경봉, 앞의 책 7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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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

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 :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때

3. 양형

(1) 조세범처벌법

가. 기본양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포탈세액등)의 2

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가중처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호,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2호,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임의적 벌금병과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가중처벌

가.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

조 제1항 …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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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포탈세액등)

이 연간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호,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필요적벌금병과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Ⅲ. 조세채권확보제도

현행 세법은 국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하는 이외에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1.  체납법

구조세범처벌법(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

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었다.

조세채무는 국가에 대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

벌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민사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데 비하여 국고수입확

보라는 측면에서 일반 민사채무에 비하여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0. 1. 1. 전면 개정시에 폐지되었다.

2.  체납처분면탈범

조세범처벌법 제1항에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허위의 거짓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에 “제1항 …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 …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형법 제327조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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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조항인 강제집행면탈죄에 상응한 것이다.

3.  명의대여행위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등 조세행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 쌍방을 처벌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

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산세 제도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성실한 신고납부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

한 제제로서 질서벌에 해당된다.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정상하게 신고해야 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1항)

(2)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

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

(3)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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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

2항 제1호)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

2항 제1호)

(5)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환급받은 다음날)부터 금

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의 가산세를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5.  국세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

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인정하여 조세채권확보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6.  사해행위취소권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

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7.  납세의무의 확장

(1) 제2차 납세의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컨대 청산과

정에서 국세를 우선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청산인 등에게 지우는 제2차 납세의무(국세

기본법 제38조), 법인의 체납세금을 출자자에게 지우는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

자가 체납한 세금을 법인에게 지우는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 사업양도인의 체납세금

을 사업양수인에게 지우는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1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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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 납세의무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

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에 체납국세를 징

수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2조). 

(3) 연대 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소

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5조).

(4) 수색권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제3

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6조)

(5) 질문심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자, 체납자와 채

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국세징수

법 제27조)

8.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하여 금

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하여 과세관서에서 손쉽게 납세자의 금융정보에 접근권을 인정하

여 과세와 징수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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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래의 판례태도

1. 긍정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긍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1988. 2. 9.선고 84도 1102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

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합성수지 원료의 중간도매상인이 사업자등록도 아니

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도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이 없이 합성수지 원료를 매입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

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② 대법원 1989. 9. 26.선고 89도 283 판결

피고인이 실 제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인 일기장을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를 단순한 무신고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는 없다.

③ 대법원 1994. 6. 28.선고 94도 759판결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

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

복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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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법원 1999. 4. 9.선고 98도 667판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

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

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

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

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

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대법원 2000. 2. 8.선고 99도5191판결

거래 상대방에게 금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⑥ 대법원 2007. 8. 23.선고 2006도5041 판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

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

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대법원 2009. 1. 15.선고 2006도6687 판결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다시 주유소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석유정제업자로부

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 이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

하게 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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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법원 2009. 5. 28.선고 2008도 7210 판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3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 주식회

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

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

⑨ 대법원 2011. 3. 24.선고 2010도 13345 판결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고 세무사에게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과 지출한 급여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

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은 피고

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부정판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1988. 12. 27.선고 86도 998판결

피고인이 여러 은행에 그의 실명과 가명으로 된 여러개의 예금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1978,

1979년도의 이자소득을 그의 실명과 김열이라는 가명구좌에 나누어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자신의 편의나 은행측의 권유로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자

금을 어느 구좌에 입금시키든 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이치이며 또한 이 사건 당시는 금융실명

거래에관한법률(1983.12.31. 법률 제3607호)이 거론되기 이전으로 가명 내지 무기명예금이 일

반화되어 있었고 위 가명구좌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다른 자금도 입출금 되었으며 1978, 1979

년도의 이자소득은 실명구좌를 통한 입금액이 훨씬 많고 또 1980년도의 이자소득은 전부 실명

구좌에만 입출금되었으므로 위 가명구좌에 따른 거래를 특별히 문제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자소득이 여러 은행의 당좌나 가명예금구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

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

다.또한 피고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때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전체소득으로 보면 과소신고이고 이자소득만으로 볼 때에는 무신고

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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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 2000. 4. 21.선고 99도 5355판결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

치·기장하지 아니하는 대신 거래내역과 그로 인한 손익을 매입·매출대장 또는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손쉽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의 매입·매출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

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관리함으로써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거래 내역 및

손익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 자료의 형태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 왔다면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그것과 별도로 따로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는 영업을 하는 자가 비용지출의 영수증 및 거래내

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간이계산서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 비

용지출의 영수증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것이 폐기되

고 없으면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이를 폐기한 것

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간이계산서가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보

관할 용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대금의 산출근거를 간이하게 확인만 할 용도로 작성되

는 것이라면 경리직원들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채 바

로 폐기해 버렸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대법원 2003. 2. 14.선고 2001도 3797판결

피고인은 1992. 7.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여 오다가 납세신고

를 하지 아니하여 1996. 9. 30. 관할관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업을 계속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외에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직접 수주한 후 미술작가와의 사이에 자신이 다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마치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단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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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법원 2011. 4. 28.선고 2011도527 판결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

재하여 제출한 행위 또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는 법인세의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평가

대법원은 그동안 일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

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

Ⅵ. 이 사건 주제판결 검토

1. 이 사건 판례의 견해대립

이 사건에서 신고납부 방식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고 다만 신고한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다수의견은 조세포탈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소수의견은 부정하고 있다. 

(1)포탈범 긍정 ; 다수의견1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

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

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

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

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비록 과세표준

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

14)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최동렬, 대법원판례해설(대법원도서관) 제70호, 617쪽 ; 정성윤, 부가가치세포탈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법률신문 2007.8.6.제3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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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

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가 일단 정당하게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세의

무자의 확장과 같은 법 제42조의 물적 납세의무 및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의 보장,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한 국세의 강제징수절차 등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 있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이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

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藏匿),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

를 체납자 등의 불법행위로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

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

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

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는바, 이러한 판시가 조세포탈

죄의 보호법익이 조세채권의 확정만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그 판문상 명백할

뿐 아니라, 조세의 징수의 불가능 등은 따로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에서의 판시이었으므로 앞에서의

설시가 종래 대법원이 표명하여 온 견해와 모순·저촉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

를 발급받아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하고서도 이를 가공·수출하지 않은 채 구입 즉시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 업체에 과세금으로 전량 판매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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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단 3개월간만 금괴의 구입 및 판매 영업을 한 다음 곧 폐업신고를 하였고, 금

괴의 판매대금이 판매법인 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이를 전액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거

의 남겨두지 않았던 사실, 위 거래 중 일부 거래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

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결국은 피고인들의 당초 의도대로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27,069,254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1,223,900원을 그 납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

과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

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일부 거래

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

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들로부터 금괴를 구입한 과

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들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

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나 국고손실을 초

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부

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

가치세액 상당 전부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

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고, 그에 따라 국가가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포탈범부정 ; 소수의견

첫째,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결국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채무의 정당한 신고가 있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하고 조세의 징수만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종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의 구성

요건은 “사전소득은닉행위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행위”로 이루어지고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행위”

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행위”에 당연히 수반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

구성요건에 “책임재산 은닉행위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행위”를 포함시켜 파악할 것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채무의 정당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상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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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징수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어 신고·납

세방식의 조세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둘째, 대법원이 그 동안 조세포탈범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은닉하는 행위라고 보아 왔음에

반하여, 다수의견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전의 과세표준은닉행위라는 관

점에서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책임재산 일반을 감소시키는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

면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그 행위의 정

형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흔들리게 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셋째, 다수의견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조세의 징수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다

수의견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납세의무자의 책임재산을 은닉·탈루시키는 행위가 있으

면 조세채무의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면, 납세의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탈루하여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 바로 범죄의 기수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라는 기수시기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 신고납부기한 전에 책임재산을 은닉·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행위를 하였지만 실제 재

산의 은닉·탈루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

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감소가 없었음에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넷째, 다수의견은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그러한 신고가 조세의 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

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경우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인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조세채무)가 정상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부산지방변호사회•55

게 피고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과세관청 스스로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형식적

인 신고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신고내용대로 구체적인 조세채무

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마당에 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섯째,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조세채

무의 정상적인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와 징수

불능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조세포탈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게 되는데, 이

렇게 된다면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은닉·처분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에 속지 않고 은닉된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데에 반하여, 앞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망행위에 속지 않고 정당한 상속세액을 부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액

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조세포탈범의 구

성요건적 행위를 종전보다 확장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우리 세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가 정당하게 확정되기만 하면 그 후 정

당하게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문제는 조세채무의 확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공동사업자 등에 대하

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에 우월하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국세징수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질문·검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외에 그 체납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정당한 조세채권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만 하면 그 후 세액의 징수는 위와 같은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한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징

수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을 정상적으로 모두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에서도 그러한 신고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이 정당하게 확정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 등 확정된 정당세액을 징수하는 절차

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정당한 조세채권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다수의견에서와 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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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조세채권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조세범처벌법이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와는 별도로 그 제12조에서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

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면탈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포

탈’과는 구별되는 용어로 ‘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2.  조세채권의 확정과 징수와 관련하여

(1) 조세채권의 확정

가. 신고납세방식

신고납세방식은 조세채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을 취하는 조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

거래세를 들 수 있다.

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행위는 조세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으로 사인의 공법행위

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을 납세자 자신이 확인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민법상

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중 착오, 표현대리, 비진의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부과과세방식

부과과세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이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상속세, 증여세를 들 수 있다.

이 부과처분은 조세라는 공법상의 금전채무 즉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미 객

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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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이 부과처분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을 때에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게 된다. 법문상으로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 결정한다라

고 표현하고 오류·탈루의 경우에는 경정한다라고 표현하여 구별하고 있다.

(2) 조세채권의 징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

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이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으로서 납세고

지를 하게 된다.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바

탕으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자진납부 세액이 부과처분하는 조세채

무에 미달되면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으로 납세고지를 하게 된다.

조세채무는 확정절차와 징수절차로 구분되고, 납세의무자는 궁극적으로는 징수를 면하려고 그 전

단계인 조세채무의 확정절차에서 정당한 세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은닉

등을 하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확정절차에서 주로 과소신고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과소신고를 하였더라도 국가의 부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다수의견은 그동안 납세의무의 확정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정한 행위를 넘어서서

납세의무의 확정에 부정한 행위가 없어도 납부 및 징수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포탈범으로 확

장하고 있는 것이다.

(3) 평가

종래 조세채권의 확정이라는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하였고,

징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무납부, 책임재산은닉 등의 위법은 조세체납범이나 기타 체납처

분등 강제징수, 국세우선권행사, 사해행위취소 등으로 대처해 왔는 바 다수의견에 의하면 조세채무

의 확정과 징수절차에서의 위법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하던 전통방식이 무너지고 신고납세방식의 본

질을 해치게 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형식적인 신고로서

확정되는데 이 신고가 형식적으로 무효라고 볼 근거가 박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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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손쉬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 납세자를 압박할 우려가 크고 그 만큼 인권침해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점에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3.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그 신고 납부기한

이 지난때에 성립된다.

포탈범의 기수시기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가가 부과방식의 조세이거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

거나 간에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위 포탈범의 기수시기에

의율될 수가 없다. 

기수시기 규정은 국가의 조세채권확정이라는 과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기수범에 한하여 처벌

하므로 기수시기를 명백히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신고납세방식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자진신고하여 조세채무가 확

정되었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확정이라는 과세권을 침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의 무납부를

들어서 포탈범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기수시기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찬성

할 수가 없다.

Ⅴ.  결론

이 사건에서 소수의견의 논리가 명징하여 필자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

결은 소수의견(별개의견)은 조세포탈범으로 의율할 수 없음을 자세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다수의견

을 비판하고 있으나 다수의견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논박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론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이 사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피고인을 엄중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

나 그렇다고 구성요건의 해석론을 통하여 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되

고, 이러한 판시로 인하여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다수의견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손쉽

게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인권보호상 심히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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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거대한 인력과 조직, 납세자에 대한 금융, 재산등 정보에 아무런 제약없이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또는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법적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서 손쉽게 형벌

을 통하여 조세징수를 압박하려는 것은 결코 좋은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그 증상에 따라 휴식권고, 식이요법과 운동권장, 약물투여, 주사요

법, 수술등으로 대처하듯이 과세관청도 납세자의 행위정도에 따라 성실납세 신고하거나 안내, 과세

한 조세징수, 체납처분과 책임재산 추적, 행위에 상응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책임주의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견에 찬동한다.

사족으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당시 진보적 의견을 많이 낸 독수리 5형제중 이홍훈 대법관을

제외한 4분(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이 가담한 점이 이채롭다.(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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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10. 2.부터 현재까지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해 왔고, 그 사이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다. 소년

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늘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는 소년보호처분의 근거

법인 소년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실천원리’라는 글로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은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정리

한 것에 불과하다. 오류도 있을 것이지만, 이 제언이 향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실효적 체제

구축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Ⅱ. 소년법의 목적 - 소년의 건전한 육성

1. 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의미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1) 다시 말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실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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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 근무
1)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

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61

그 의미를 풀어서 본다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소년을 비행(또는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

조적(自助的)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2. 소년보호재판절차와 소년의 건전한 육성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 부과에 관한 절차는 형사재판절차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소년

들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있다.

소년보호재판절차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목적 실현에 더욱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년보호재판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육

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 소년보호재판의 심리는 검사의 출석 없이 판사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검사에게는 항고권도

없다. 이로 인해 사건을 대하는 판사의 태도 여하가 심리 방식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소

년분류심사원3)에 임시위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이 ‘보조인’4)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소년에 대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소년보호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조사관조사,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등을 거치도록 한다. 또 당일에 결정(‘즉시

선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록이나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메모를 한 다음 재판에 임

2)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란, 첫째, 소년이 장래에 비행이나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시켜
평균적 내지 보통의 상태의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숨은 가능성을 끌어내어 개성미 넘치는 인간으로 성
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沢登俊雄 ‘소년법입문’[제4판](有斐閣ブックス) 38쪽}

3)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무부장관 관장의 기관이다. 종전의 명칭은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였다. 부산, 울산, 경남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1개밖에 없
는데, 별도의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소년원에 부속되어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미결구금기관인
구치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보호사건에 있어 처분 전 구금시설이 부산, 울산, 경남에
한 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데,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소년법상의 ‘보조인’ 제도는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온 것이다.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조인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에 해당한다
(보조인으로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변호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보조인은 소년
을 위한 변호인으로서 소년사건 절차 전반에 걸쳐 소년을 보조한다. 보조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호자와 보조인은 그 권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보조인으로 될 수 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소년법 제17조 제2항),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보조인으로 될 수 있
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少年分類審査員)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
야 한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이러한 보조인을 ‘국선보조인’이라고
한다. 국선보조인은 ①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
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이상 ‘법률전문가’라고 한다), ②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상 ‘정신심리전문가’라고 한다) 중에서 선정한다(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 제1항). ①의 국
선보조인을 ‘법률전문가 국선보조인’이라고 하고, ②의 국선보조인을 ‘정신심리전문가 국선보조인’이라고 한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실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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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

셋째,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판사의 역할은 종료되지 않는다. 결정의 집행상황을 감독하고 처분을

변경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변경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일본과는 달리 기존의 처분을 무

시하고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 위 둘째 부분은 일반적인 판사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셋째 부분은 일반 판사들로서는 생소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

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사법과 행정이 만

나는 부분이다. 교육·복지행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사법부로서도 비행소년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

도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넷째,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되어 일정한 경우 공직임용제한 등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

나, 소년보호처분은 당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3.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전제 5)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로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탈법적 행위에 대

하여 ‘범행’이 아니라 ‘비행’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처벌’보다는 ‘교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로, 소년을 단순히 절차의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대우해야 한다. 특히, 소년보호

재판절차에서는 성과가 목적이 아니라 소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보호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환경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갖추

어져야 한다. 국가는 국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최선을 다해 교육환경을 조성해 두어야 한다.

넷째로, 사법과 행정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재판 제도는 그 대상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조치를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필연적으로는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사법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5) 자세한 것은 천종호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전망”(부산법조 제30호) 31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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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의 선택에 있어 고려 사항

1.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위탁·집행기관

소년보호재판절차를 통해서 소년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소년보호재판절차에서 보호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

지로 한정되어 있다. 편의상 제1호에 규정된 처분은 ‘1호 처분’이라고 부르고, 제10호에 규정된 처분

은 ‘10호 처분’이라고 한다. 현행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및 위탁·집행기관은 아래와 같다.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을 하거나(소년법 제29조 제1항), 검사에게 송치하거나(소년법 제7조 제1

항, 제49조 제2항),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는(소년법 제32조 제1항) 것을 소년에 대한 처우를 결정

한다고 한다. 소년에 대한 처우는 소년법의 목적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

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는 크게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나뉠 수 있다. 

보호처분 종류 위탁·집행기관

사회내처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1호 처분)

-보호자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① 신병불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
②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

수강명령(2호 처분)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외의 수강명령집행기관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소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관찰소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 ▶보호관찰소

시설내처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
호시설에 감호 위탁(6호 처분)

법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처우법에 따른 소년 의
료보호시설에 위탁(7호 처분)

▶대덕소년원 부속의원 등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처분) ▶소년원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처분) ▶소년원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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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우 선택에 있어 고려 사항

가. 처우 선택에 있어 고려 사항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

째는, 비행 자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호소년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피해자에 관한 것이다.   

이상의 점에 더하여 소년보호사건 일반에 대해 전제해 두어야 할 것이 ‘소년으로서의 미성숙함’과

‘유해한 사회환경’이다. 

먼저, 소년보호재판을 함에 있어 청소년기의 특징인 미성숙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해 줄 제도

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과 소년에 관하여 진정한 이해를 얻기가 어렵

게 되어 소년에게 내려진 처우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우리가 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회 환경이 너무 유해하다는 것이다. 소년이 소년보호

재판과 그 이후의 교육 등을 통해 비행성을 현저히 낮추더라도 사회로 돌아가면 유해한 환경으로 인

해 재비행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의 초점이 보호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있으므로 두 번째 부분인 보호소년에 관해서는 따로 항

목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비행소년들의 상태

(1)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 병들어 있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년들이 많다. 가정의 불화나 해체로 보

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흡연, 음주, 외박, 가출, 성매매 등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애정결핍 등으로 인한 폭식으로 비만에 걸린 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멈추어 버린

듯한 소년들도 있다. 또 결핵이나 성병을 앓고 있는 소년들도 꽤 있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년들도 의외로 많다. 소년들 중에는 게임, 인터넷, 니스

중독에 걸린 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소년은 니스를 흡입한 후 옥상에서 투신자살하기

도 하였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년들도 많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로 고

생하는 소년들도 많다. ADHD 증세의 소년들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는데, 최근에 이르기까

지도 그 숫자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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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소년들 중에는 도벽을 치료해야 할 수준에 있는 소년들이 많

다. 경계선상의 지적 능력을 가진 소년들도 상당수 존재하는가 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

들도 꽤 있다. 치료해야 할 도벽을 가진 소년들,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들은 대체로 가

난 때문에 절도를 반복한다. 치료해야 할 정도의 절도 습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

니므로, 소년이 도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과 사회가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6)

(나) 성격적·행동적 장애가 많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정신병까지는 아닐지라도 성격적 장애를 가진 소년들이 많다. 특히,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하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특정한 일과 관련해서는 편집증적이라고 할 정도로 집착하는 소년들

이 있다. 목숨을 걸고 오토바이 폭주를 즐기는 소년들, 밤새 길거리를 배회하며 비행을 저지

르는 소년들, 음란물을 탐닉하는 소년들, 물건을 보기만 하면 훔치지 않을 수 없는 소년들

등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재미가 없거나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보이지 않는다. 잠시 관심을

보였다가도 이내 딴청을 피우고 만다. 무언가를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 유익한 정보를 배

우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은 힘들고 지겹다는 이유로 제

대로 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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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의 어느 후원자

는 소년들이 지각을 예사로 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으며, 심지어 현

장에서 공구를 든 채 졸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도 어렵게 성공하였는데 이들은 도저

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두른다.  

더 나아가 무기력증이라고 할 정도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소년들도 있다. 특별히 흥미를

가지며 집착하는 일도 없다. 그냥 그날그날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 질병, 가난, 소외감에 짓

눌려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절망감만 키워나간다. 아니 절망

6) 실무 경험상 도벽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고, 부족한 지적 능력과 지적장애는 개선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함
에 있어 이 부류의 소년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기가 가장 어렵다. 일반적인 소년들이 아니라서 청소년회복센터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그래서 소년원이나 의료소년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기간을 마치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재비행을 저지른다. 이 부
류의 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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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조차도 못 느끼는 소년들도 있다.

게다가 보호소년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보통의 소년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를 조절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다) 관계능력이 부족하다.

관계능력은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관계능력이 또래에 비해

미달되거나 문제가 있는 소년들이 많다. 이는 보호소년들은 일반 소년들보다 정상적인 관계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가족의 해체나 가족 내

부의 불화를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많아 그들이 주로

관계하는 사람들은 비행성 있는 소년들이기 때문이다. 

관계능력의 척도는 자기조절능력과 관리능력이라고 할 것이다. 관계능력에 문제를 보인

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행성이 높은 소년들은 충동이나 분노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이는 관계를 폭력

적으로 다루려는 성향을 띠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소한 문제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

는 소년들이 많은데, 이도 결국 충동이나 분조조절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관계능력을 제대로 함양하지 못한 보호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어렵다.

작은 꾸지람도 견뎌내지 못하여 일터나 조직에서 오래 버텨내지 못하는 성격상의 문제점을

가진 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대인기피증까지 앓고 있는 소년도 있다. 또 보호소년들은 비행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적합한 판단을 받으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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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일시 중단하였다가 학교로 복귀한 소년들의 비율도 상당

히 높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일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가출과 학업의 중단은 소년들을 비행의 세계

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기학생’이란 과거에는 위험행동 혹은 문제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위

기학생이란 위험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는 요인’(자존심, 또래의 지지, 학교에 대한

흥미 등)이 없고 위험요인이 높은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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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23.9%인

1,779,871명이 위기학생에 해당하고, 그 중 4.5%인 335,122명이 고위기학생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한 학급당 위기학생은 5~6명, 고위기학생은 1명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려하지 않

을 수 없는 수준이다. 

학업 중단의 이유는, 적성 등에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행 등으로

전학을 권고 받았으나 새로운 학교를 찾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비행 등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복귀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그는 또래보다 나이가 많으므

로 그를 중심으로 비행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학교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심지어 비행

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반대로 복학생 중에는 나이 등의 문제로 복귀한 학교에 잘 적응

하지 못하고 다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많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중 가출·중퇴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7만 명에

달하고,7) 그 중 학업 중퇴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경남 3,000여 명, 부

산 3,700여 명, 서울 12,000여 명 등). 만약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졸 학력이 없는 많은 청년

들이 계속적으로 사회로 배출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차별, 양극화 등 이들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해져 갈 것이다.

(3) 가정환경 - 결손가정 및 저소득·빈곤층의 가정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들의 가정 현황을 보면 결손가정8)이 46.54%에

달한다.9) 그리고 사건처리 경험상 비결손가정의 경우 적어도 50% 이상의 가정이 저소득·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면 보호소년의 약 70% 이상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빈곤

층 가정의 소년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체 소년들 중 재비행을 저지르는 보호소년들의 가정 현황을 보면 결손가정이 56.7%에 이

른다.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결손가정 중 저소득·빈곤층의 가정의 비율을 고려하면 최저로 잡는

7) 2012. 7. 25.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체 가출청소년 수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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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고 있는 가정 ④ 보호소년의 부모 중 일방이나 쌍방이 정신병, 알콜중독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 있는 가정을 ‘결손가정’
으로 분류하였고, 그 이외의 가정을 ‘비결손가정’으로 분류하였다.

9) 2010년 3월 8일부터 2011년 3월 7일까지의 소년보호처분사건을 집계한 것이고, 보호소년 수에는 종국처분이 내려진 사건(보호처분변경
신청 사건은 제외) 중 가정환경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호소년의 불출석 등으로 가정환경이 조사되지 않
은 소년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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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비행보호소년 수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비행을 저질러(한 사건에 수건의 비행이 경합된 경우는
재비행보호소년 수에서 제외)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가정환경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
였고, 보호소년의 불출석 등으로 가정환경이 조사되지 않은 소년은 제외하였음.

11) 중앙일보 탐사팀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살인·강도·성범죄(이른바 강력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 유죄가 확정
된 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2년 5월에 발표한 결과를 보더라도 가정의 불화나 해체가 범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력범죄자 중 부모의 이혼·외도·학대·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66.7%이고, 부모의
직접적 신체·언어적 폭력과 방임 등의 학대를 받았던 사람의 비율은 34.7%이며,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 출신은 38.8%이고(이는 2010
년 현재 국내 한 부모 가구 비율인 9.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알코올중독 부모를 사람들의 비율은 15.7%이다. 이에 대해 탐사팀은 “강
력범죄자들의 가정사는 불행 그 자체였다.”라고 평가를 내린다.  

다고 하여도 재비행 소년의 약 70% 이상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빈곤층 가정의 소년들이라고 해

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특히 재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들 중에서

결손가정 내지 저소득·빈곤층 가정 출신 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11)

Ⅳ. 처우 선택의 1차 목표 - 재비행의 예방

1. 처우의 선택을 통해 달성하려는 1차 목표 - 재비행의 예방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들이 만나야 하는 보호소년들은 이미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다. 따

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을 다시 법정에서 만

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소년이 성인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타인에게 과

도하게 의존하거나 해를 끼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자조적 인간’으로 성장발달

하기가 매우 어렵다.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5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간

서울소년원을 출소한 946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1994년 6월까지 저지른 전체 범죄를 추적․분석한 결

과, 소년범이 성인범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년기의 범행횟수

로, 소년기 범행이 1~2회인 경우는 370명 중 192명(51.9%)만 성인범으로 발전한 반면, 3~4회인 경

우는 349명 중 245명(70.2%), 5회 이상인 경우는 227명 중 196명(86.3%)이 성인기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기의 비행이 많을수록 성인범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산지방변호사회•69

또, 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67%에 달하는 633명이 성인기에 접어든 20세부터 30세

까지 11년간 1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원을 거친 소년범죄자 100명 중

67명은 성인이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됨을 의미한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는 소년이

중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경우이므로, 이 통계치 또한 소년이 비행을 반복

할 경우 성인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는 재비행의 예방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달성되기 어렵다.  

통계를 보면,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소년범죄가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성인범죄증

가율 6%의 약 2배에 해당한다. 특히, 2008년 이후 전체 소년범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의 재

비행률(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12)

소년범죄 증가율과 소년의 재비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체되어가는

가정과 유해한 사회 환경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년의 재비행을 막지 못하면 장차 국가에도 유익하

지 못하므로, 재비행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재비행의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실천원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1차적 목표는 재비행의 예방에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심리적으

로나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호력의 미약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일삼는 비행소년들의 실

상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재비행의 예방을 위해 주력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는, 소년의 치유와 회복, 다시 말해 소년의 병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정신심리상태를 치유하

거나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치유와 회복), 둘째로는, 학업의 중도포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좌절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학업이수와 진로지도 등을 통하여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비행에서 벗어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동기부여), 셋째로는, 치유·회복 및 동기부여는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년 스스로는 그것을 지속시킬 수 능

력이 부족하므로 그것이 장기간 유지되어 소년의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것이다(지속적 관리). 

12) 통계를 보면 소년범 수는 2008년 12만 3,000명에서 2010년 9만 5,00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소년범 재범률은 같은 기간 26%에서 36%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실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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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년보호절차에 있어서는 ‘치유 및 회복’, ‘동기부여’ 및 ‘지속적 관리’가 처우 선택에 있

어서의 중요한 실천원리라고 할 것이다.

가. 치유 및 회복 

(1) 비행의 예방에 있어서는 ‘치유’와 회복이 우선이다.

소년의 비행 예방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가 소년의 치유다. 병들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들에 대한 치유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치유가 되지 않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

여진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성격적·행동적 장애를 가지고 있

는 소년들이 많고, 인성이나 관계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는 소년들도 많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필

요한 것은 정신심리상태의 정상화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비행의 예방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다.13) 그런데, 소년들의 정신심리상태의 치유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입

한 만큼 성과도 잘 나오지 않는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건지겠

다는 일념으로 인내를 갖고 투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주 10)에서 인용한 중앙일보 탐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로 범죄한 경우가

44.3%(살인 34.4%, 강도 6.5%, 성범죄 7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이유는 “강력범죄

자들이 성장기에 부모의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이탈한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는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소년원 출신 소년범의 성인범

전이(轉移) 비율이 67%가 된다는 통계를 염두에 둔다면, 소년범이 성인이 되어 강력범죄를 저지르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노조절능력의 배양 등 소년에 대한 정신심리

적 치유 작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이 우울증 등의 정신병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실시해야 하고, 충동이나 분노조절능력

의 부족 등 성격적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소년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기 전

13) 2012년 5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니 23세의 청년이 상습절도죄로 체포되어 왔었다. 그는 소년 시절 몇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절반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실질심
사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판사님, 절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절도를 하게 됩니다. 왜 자
꾸 절도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받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라고 절규하였다. 이 피의자의 절규는 정신심리상태
의 치유가 소년들의 재비행의 예방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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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담, 시험 관찰, 전문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우의 내용으로서 정신심리치료 등의 수

강을 받게 하는 것도 다름 아닌 소년의 정신심리의 치유에 그 기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소년의 정신심리적 치유에 있어서는 가족과 친구 같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다. 보호소년

들이 결손가정 출신이 많고, 학교 중퇴자도 많다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음

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일 것이고,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소년의 정신심리상태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가족 관계의 회

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불화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관계능력이 부족한 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를 함양하기 위한 인간관계를 맺어 주어야 한다. 보호소

년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년의 비율보다는 성격이나 관계능력에 문제가 있는 소년의 비

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 관계능력의 함양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치유와 회복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조기개입이다. 소년들이 치유나 회복이 불능할 상태에 이르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최

선이다. 

두 번째는, 개별화다.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는 개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치유와 회복

을 위한 시설도 대규모의 것보다는 소규모의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자율성 보장이다. 강제적인 형태의 치유와 회복 작업은 한계가 있어 그 효과가 오래가

지 못한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이나 환

경이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인 형태가 될 것이 요청된다.

(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가정이다.

소년의 비행성 교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상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

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불화나 해체에 있다. 가정

의 불화나 해체가 소년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가정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돌아갈 가정은 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관계회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소년은 수강기관 등에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준비가 되었는데 가족 상황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실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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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전 그대로라면 교육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소년법이 보호자 특별교육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년과 보호

자와의 관계회복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년들 중에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정의 불화가 심각하여 가족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대안 가정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년을 가정과 유사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이것이 바로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이다.   

나. 동기부여

보호소년들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중학교 과정조차 이

수하지 못한 소년들도 의외로 많다. 게다가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그러다 보

니 보호소년들에게는 비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해 줄 수 있는 요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소년들이 자립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고졸학력’과 ‘직업교육’이라고 할 것인데, 이대로 방치

할 경우 그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학력취득과 직업교육의 점에 있어

서는 검정고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이 제대로 구비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 소년

들에게 유리할지도 모른다. 학력취득과 직업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년원에 송치시켜 달라고 한

소년도 드물게 있을 정도이다.

보호소년들의 경우 사정상 중졸 검정시험은 몰라도 고졸 검정시험은 합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

다. 어느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의 말에 의하면,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들은 한 시간을 공

부하면, 세 시간을 쉬어야 된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복학할 학교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복학하여도 경제적 문제, 연령 문제 등으로 학교에 오래 다니지도 못한다. 이들에게는 ‘그들만

의 리그’라도 만들어 억지로라도 학력을 안겨줄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학생 중에

서 비행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고, 학업성취도도 매우 낮기에 경쟁체제의 교육과정에 문

제를 일으킬 소지는 매우 낮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공정성 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확

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창원지방법원이 국제금융고 창원분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애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제금융고 창원분교는 2011년 3월 19일 개교하였고, 수업은 비행청소년 전용 2호 수강기관인 경

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다. 현재,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헌신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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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운영하고 계신다. 이 학교는 2년 과정으로 수업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아 비행소년들에게 인기

가 많고, 비행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14)

한편, 보호소년들이 자조적 인간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고졸이라는 학력도 중요하지만, 직업

교육도 필요하다. 소년들 중에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6년간의 중고등학생 시절을 고졸학

력도 취득하지 못하고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

된 소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년들도 있는데,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부분 배

달이나 홀서빙이다. 이대로 세월이 흘러간다면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직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자립은 이루기 어렵게 된다. 자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결국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에도 유익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고졸학력 취득과 직업교육과 같은 동기유발 요인을 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사법부

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다. 지속적 관리

비행소년들 중에는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고 학업을 중단한 소년들이 많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

고, 그 이유는 가정의 불화나 해체 또는 가정의 빈곤 등으로 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다가 사회가 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유해하므로, 소년의

학업 중단과 가출은 소년을 비행 또는 재비행으로 내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손가정 소년들의 비

행률과 재비행률이 높다는 것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보

호소년들의 비행은 시간대별로는 주로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요일별로는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되

14) 국제금융고 창원 분교는 처음 시작할 때는 2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5명이 중도 탈락하고 15명만 2학년으로 승급하였는데 남은 15명의
소년들은 현재까지도 전혀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 결손 및 저소득·빈곤층 소년들의 재비행률이 대단히 높은 점(개인적으로 낸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70% 이상에 이른다)을 감안하면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이 학교를 계속 다
니는 이유는 학교가 그들에게 잃었던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
음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살았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가 있고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들로 하여금 재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준 것이다. 이 때문인지 2012년에는 입학을 지원한 소년이 40명을 넘었다. 2011년과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에서 입학식을 거행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협소한 탓에 부득이 우성만 창원지방
법원장께 법원 대회의실을 입학식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법원장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창원지방법원의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내 외빈의 축복 속에 2012년 3월 5일 월요일 오후에 제2회 입학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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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따라서 야간이나 주말 또는 휴일에도 보호소년을 관리할 체제, 다시 말해 24시간 계속해서

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내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 내 처우, 다시 말해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위탁된 소년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이나 야간외출제한이 필수적이다. 야간외

출제한은 가출과 길거리배회를 일삼는 비행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처분이다. 보호관찰과 야간외출

제한 업무는 보호관찰소가 맡아 처리하고 있고, 비행소년의 재비행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 세 가지 실천원리의 의미

재비행의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실천원리는 동시에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라도 제

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재비행의 예방은 달성하기가 어렵다. 세 가지 실천원리의 의미를 소년원과 청

소년회복센터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년원에 관해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년원은 학력취득이나 직업교육과 같은 동기부

여를 위한 여건이 뛰어나고, 폐쇄적 시설이라 24시간 지속적 관리의 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소년의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소년원은 외국과는 달리 소년들에게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게다가 소년원

에서는 야간이나 주말 및 휴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들끼리만 생활하게 하는데, 이는 소년

의 교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모

두 모이는 저녁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가정교육은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년원이 제대로 된 재활 교육을 시키려면 야간이나 주말 또는 휴일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2박 3일간 소년원을 체험한 기자의 보고를 통해 소년원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엿볼 수 있다.15)

기자는 소년원을 체험하고 자신이 느낀 바를 “소년원, 그곳은 감옥일 뿐이었다. 재활보다는 감시 위

주”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다음, 덧붙여 “CCTV로 24시간 감시가 계속되었다. 조금만 누워도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루 한, 두 시간 운동할 때가 전부였을 뿐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했다”라고 한다.  

15) 중앙일보 2012. 3. 29.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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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년원에 한창의 사춘기에 있는 소년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되어 있는 동안은 재비행은

막을 수 있으나 집단적이고16)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들이 입게 될 정신심리적 상처와 소년원 생활 중

의 부정적인 경험들(예를 들어, 다른 소년으로부터 배우게 될 범행기법 등)로 인하여 출원 이후의 비

행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17)

소년원 출신자들의 성인범 전이비율이 67%나 된다는 것과 2011년도에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

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76%가 재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한다. 그래서 소년원에 무턱대고 위탁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회복센터에 관해서 보자. 최대 정원이 10명을 넘지 않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

들의 개별적 치유에 큰 장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 또는 휴일에도 운영자들과 가족처럼

함께 지내기 때문에 24시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으며, 폐쇄적이지도 않기에 자율성을 함양하

기에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청소년회복센터는 여건상 학력취득이나 직업교육에 있어 동기부여가

어렵고, 또 폐쇄적이지 않은 탓에 무단이탈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Ⅴ. 글을 맺으며

소년법의 목적인 보호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달성해야 할 것이 재비행의 예방이

다. 그런데 보호소년들의 상태 등으로 볼 때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소년들의 정신

적, 신체적 상처의 치유와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보호소년들이 자

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학업을 마치게 하거나 직업교육을 시켜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셋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처분 집행 기관은 항상 치유․회복, 동기부여, 지속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점검하고, 불비한 점이라도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중 하나라도 결핍되어서는 안된다. 한

기관만으로 어렵다면 집행기관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소년의 재비행의 예방, 나아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목적은 달성되기가 어렵다.

16)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5월 소년원 한 방의 평균 수용인원은 10~11명이라고 한다, 7, 8명이 공동생활하는 곳도 있고 수용인원이 15명
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선진국 소년원은 1인 1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한 방에 수감되는 소년범이 3,
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17) 소년원의 실상에 관하여는 월간중앙 2013년 7월호 159쪽 이하 “콩나물 시루가 된 소년원 - 난민수용소가 따로 없다”를 참조하시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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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의 개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다.

② 원고는 2004년 4월에 친구의 소개로 A(여)를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년 4월에 헤어질 것

을 요구하였다. A의 어머니인 B는 원고가 임신한 A를 학대하고 버리려고 한다면서 원고의 뺨

을 때리고 원고의 회사와 대학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A는 2005년 4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B의 요구로 다니는

학교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B는 2005년 5월 5일 S주식회사(항소심의 공동피고)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설된 A

의 미니홈페이지에 원고가 혼인을 빙자하여 A와 성관계를 가진 후 A가 임신하자 관계를 끊었

고 이를 이유로 B로부터 따귀를 맞자 경찰에 고소한 후 합의도 해주지 않는 바람에 A가 자살

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후 A의 미니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급증(2005년 5월 11일까지 약 11만 4천 명이 방문하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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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판사*

* 통영지원 근무, 우리회 이연주 변호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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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하고, 그 게시판에 A의 명복을 빌고 원고를 비방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다.

그 게시글 중에는 원고의 실명을 밝히면서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시

하는 글들도 있었으며, 미니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그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④ 피고 1.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에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도하

는 4개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피고 2.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에 같은 내용의 5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피고 1.의 경우 원고 관련 게시물이 피고 1.에 검색된 두 개의 기사 댓글로 3개, 피고 1.이 운영

하는 지식검색서비스의 답변으로 4개,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로 하여 통합검색한 결과 나타나

는 블로그, 카페 서비스에 3개가 검색되었다.

피고 2.의 경우 원고 관련 게시물이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로 하여 통합검색한 결과 나타나는

블로그, 카페 서비스에 12개, 커뮤니티 서비스에 2개가 검색되었다. 

Ⅱ. 소송의 경과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뉴스의 배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공급받은 기사들 가운데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뉴스에 배치함으로써 편집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는 언론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후, 피고들은 기사를 선별하여 특정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유사 편집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기사에 대해서 당해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제3자의 게시물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또한 항소심 법원은 피고 1.은 4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지식검색 서비스에 게시된 원고의 신상정

보, 원고의 사진, A의 미니홈페이지 주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의 글, 블로그 및 카페서비스에

게시된 원고 관련 뉴스기사, 동영상 등과 거기에 달린 원고를 비방하는 많은 댓글에 대하여, 피고 2.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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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사에 달린 댓글, 카페에 게시된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사진, A를 추

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게시글 등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삭제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게시물들을 삭제하

거나 검색을 차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1.에 대해서는 1,000만 원, 피고 2.에 대해서는 700만 원

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피고

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

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

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

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

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

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

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

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

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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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

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별개의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

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

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③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장소는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들, 지식검색란에서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 특정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등과 같이 일정한 주제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으로 나누어져서 그 각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운영 및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 내에서의 게시물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게시되므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는 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그 의무의 발생

당시 대상으로 된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그 후 이와 관련되어 게시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하

여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개별 인터넷 게시공

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Ⅲ. 판결에 대한 연구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가. 미국의 경우

① 1996년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개정 이전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명예훼손 표현물에 대한 2차 중개자(intermediary)의 책임은 그가 표

현물의 발행자(publisher)인지, 배포자(distributor)인지, 공중통신업자(common carrier)인지

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 왔다. 발행자는 표현물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주체로 보아 본래의 표현물을 창작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책임을 지고, 배포자는 명

예훼손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발행자와 같은 엄격한 책임을 지고, 전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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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의 공중통신업자는 표현물 전달 역무를 담당하는 주체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아

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국에서 인터넷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책임이 처음 문제된 사건은 Cuby, Inc. v. Com-

puServe, Inc.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ompuServe사를 게시물에 대한 편집권이 없

는 배포자로 보아 피고가 표현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사건에서

뉴욕주 대법원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의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사건은 Prodigy사가

운영하는 전자게시판에 어떤 이용자가 원고 Stratton사가 주식공모와 관련된 사기행위를 하였

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인데, 피고 Prodigy사는 전자게시판을 통해 게시물에 대한 편집권을 행

사한다는 광고를 하고 게시판 이용지침을 만들어 게시판을 검열하는 등 관리권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뉴욕주 대법원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원칙적으로는 배포자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

고가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편집권을 행사한 발행자(publisher) 또는 발언자(speaker)에 해

당한다고 보아 고의나 과실 없이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1996년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개정 이후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 제230조는 ‘쌍방

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콘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정보의 발행

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위 Stratton판결을 폐기하였다. 그런

데 위 규정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발행자로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만 규정한 관계로 인터

넷 정보제공자가 배포자로서 명예훼손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Zeran v. America Online, Inc.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 정보제공자는 게

시물의 삭제요청 등으로 게시물의 명예훼손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후도로 그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는

현재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최초로 표현물을 창작하여 배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인터넷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 영국의 경우

영국은 1996년 개정된 명예훼손법에서 명예훼손 표현물의 배포에 관여한 사람은 그가 ①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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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author), 편집자(editor) 또는 발행자(publisher)가 아니고, ② 정보의 공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를 기울였으며, ③ 그가 명예훼손적 진술의 공표를 야기하였거나 그 공표에 기여

한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이유도 없었던 점을 증명한 경우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Laurence Godfrey사가 피고 Demon Internet사 운영의 뉴스서버에 타인이 게시한 명

예훼손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이를 10일 이상 방치한 채 삭제하지 아니

하자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영국 법원은 명예훼손법이 인터넷 정보제공자

를 완전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피고가 명예훼손법 제1조에서 말하는 발행자는 아니

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게시물에 대한 통지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명

예훼손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피고의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

였다. 영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배포자로 간주되는 경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

였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명예훼손책임을 질 수 있다. 

다. 독일의 경우

독일은 1997년 6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서비스법이 2001년 12월 14일 개정되었다(그 개정 내용

은 유럽연합이 채택한 ‘역내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사회서비스의 특정분야에 대한 지

침’을 국내입법한 것이므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법규정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위 개정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에 제공한 자신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법에 따라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서비스에 의하여 전달되거나 저장

된 정보에 대하여 감시하거나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의무가 없다. 

또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와 공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제

공자가 내용물의 전달에 대한 결정권이 있거나 정보의 수신자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내용물을 선별하

거나 변경하지 않은 이상, 서비스제공자는 통신망에서 전달하거나 이용접속을 중개하는 단순한 매개

사실만으로는 타인의 정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위 개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서

비스제공자는 위법한 행위나 정보에 대한 인식이 없고 위법한 행위나 정보가 명백히 현존한다는 사

정을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당해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이용자를 위하여 저장하는 타인의 정보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개정법에서 특징적인 점은 법개정 전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되는 소극적 요건

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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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2001.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제정하였는데, 위 법에 의하면 관계서비스 제공자가

당해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당해 정보의 유통에 의하

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정보의 불특

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포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의 기사 게재로 인한 책임 여부

피고들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과 뉴스 기사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공자들로부터 유․무상으로 뉴스 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자들

로부터 피고들에게 전송된 뉴스기사는 실시간으로 피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네티즌

들이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피고 1.은 80여개 미디어로부터 하루 8천여건의 뉴스를 제공받아 그 중 500개 정도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시의성, 속보성, 영향성 등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자신의 뉴스사이트에 게재한다.

그리고 25명의 편집기자가 미디어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뉴스에 제목과 소제목을 붙이고, 위치와 크

기를 결정하며, 뉴스 사이트 하루 방문자 수가 평균 45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피고 2.는 취재 기자 12명에 수천명의 프리랜서를 두고 있고 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참여한 블

로거들의 활용으로 수백만의 시민기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1.과 같은 방법으로 1일 5천여

건의 뉴스를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의 뉴스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고 한다. 

피고들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선별하여 게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편집을 하거나

편집에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표행위로서 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들에 대하여 기사를 최초로 작성한 보도매체들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은 항소심 판결과 이를 지지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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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책임 여부

가.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검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이른바 ‘하이텔’사건(대법원 2001년 9월 7일 선고 2001다36801 판결)이다. 모 연예인

팬클럽회장인 원고가 종합정보통신망인 하이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3자가 하이텔의

공개게시판에 올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

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가 그 이용자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위 게시물들은

피고 약관상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위

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또 다른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건(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이다.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되자 이에

대하여 위 게시판에 해명하는 내용의 글과 피고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

데, 피고 소속 전산관리 담당직원이 위 명예훼손적인 글을 발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도 원고로

부터 내용증명으로 위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받은 후에야 군수의 결제를 받아 그 다음날 위 게시

물을 삭제한 사안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

한 쌍방의 대응 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운영자가 게시물

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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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항소심 판결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1)

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검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책임을 지는 요건에 대해

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 요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불법의 명백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불법성 인식에 있어서 포털 사이트가 제3자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우려

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상 바로 명백하게 그 불법성을 인식하

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포털 사이트에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는 단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그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 

불법의 명백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의 명백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 게시물에 명예훼손이 우려

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이라는 좀 더 엄격

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넓게 보호하려는 입장에 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해자의 삭제요구

◦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어도 된다는 견해 

이 사건 판결의 다수의견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포털사이트가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

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

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의 삭

제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 인터넷의 특성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이미 타인의 법

1) 파기환송된 사건(대구지방법원 2003. 10. 8 선고 2003나9535 판결)에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비영리 군정(郡政) 홍보사이트로
서 그 ‘게시판’란에는 누구나 익명으로도 글을 게시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문제된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못하다가 2001.
6. 12. 원고로부터 위 글들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다음날 즉시 원고가 요구하는 글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
제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글들의 삭제를 요구하였던 2001. 6. 12.경에서야 피고에게 위 글들을 삭제할 의무가 발생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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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침해라는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삭제나 차단 요구에 의하여 그 위

험이 비로소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

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 등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

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뒤늦게 위 사업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

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게시물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우선적인 요건으로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생기지 않게 되므로, 피해자의 삭제요구 없이도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는 별로 없다. 

◦ 삭제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이 사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포털사이트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

시공간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 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삭제요구로 인하여 그 게시물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피

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

해자를 위하여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삭제요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삭제요구는 없었으나 삭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간접적인 경로

를 통하여 충분히 알게 된 때에는 삭제요구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삭제의무를 인

정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거나 삭제요구

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에 따라 위 사업자가 그러한 명예훼

손 게시물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근본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

는 관계로 명예훼손적 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게시물을 게시한 직접 가해

자와는 별개의 제3자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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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

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형사법규들은 그 형사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예외 없이 그 죄를 이른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형사법규들과 대비해 볼 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아무리

불법성이 명백한 표현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해자

가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미처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되는 게시물의 정보량은

엄청난 분량인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삭제요구가 없어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면 위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게 될 수 밖에 없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삭제요구와 관계없이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과중한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은 본래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하여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장소로 제공된 공간이다. 따라서 그 곳에 게시된 게시물

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현행위를 본질

적·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

축될 우려가 있다.  

-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기도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

를 알게 된 경우에도 삭제의무가 생긴다고 한다면,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하여 아예 아무런

관리·감시도 하지 않아 명예훼손 게시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

을 지지 않게 되는 반면에 오히려 자진하여 비용과 노력을 들여 관리·감시를 함으로써 그러

한 게시물을 알게 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 다수의견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삭제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위 사업자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때’를 들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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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한다. 

위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책임 인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은 분명하지만 삭제요청이 없더라

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관리권을 가진 포털 사이트가 다른 경로를 통해 명예훼손적 게

시물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책임인정 요건이 너무 제한적으로 된다.2)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며, 인

터넷 포털 사이트의 표현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자

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그에 관하여 삭제 등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은 아니다.  

- 피해자가 삭제를 바라는 의사의 유무 또는 삭제 요구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 검토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차이는 피해자의 삭제요구를 포털 사이트의 삭제의무 요

건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별개의견은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삭제요구라는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삭제요구

가 없더라도 포털 사이트의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호하려는 별개의견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삭제요구만으로 그 기사를 삭제하는 것 또한 그 정보 게시자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3)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다른 사람의 인격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점, 포털 사이트

에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으면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 역시 상정할 수 있

는 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정보 보급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

더라도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사실을 포털 사이트가 알게 된 경우에는 삭제의무를

2) 시진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저스티스 114호(2009/12), 한국법학원, 357면
3) 최경옥,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 동아법학 45호(2009.11), 동아대학교 출판부,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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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③ 포털 사이트가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포털 사이트가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가능하였으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 책임긍정설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없는 경우에 게시물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인식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 책임부정설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책임

을 진다고 한다면 포털 사이트는 알지는 못하였지만 알 수 있었던 게시물을 찾아 내려는 과

정에서 지나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따라

서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삭제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오로지 포털 사이트가 그 표현의 존재를 알았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의 별개의견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제한적 책임긍정설

포털 사이트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그 게시

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

임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 검토

책임긍정설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는 보다 충실하지만 포털 사이트의 법적인 책임을 지나

치게 넓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찬성하기 어렵

다. 제한적 책임긍정설은 책임긍정설과 책임부정설의 중간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개

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 조화를 꾀하려는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가

게시물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

본적으로는 책임긍정설에 보다 가까운 입장으로 보여진다. 포털 사이트가 게시물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포털 사이트는 불법성을 띤 게

시물을 찾아 내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 내의 게시물들에 대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될



부산지방변호사회•89

것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의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포털 사이트가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4) 

④ 결과회피 능력, 직위의무의 이행가능성

포털 사이트가 제3자의 정보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모두 이론이 없다. 

⑤ 상당기간의 부여

포털 사이트가 제3자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삭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

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위 기간은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통지나 변호사와의 상담

등 삭제결정에 있어 밟아야 할 것이 통상 기대․예상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 판결에 대한 학계의 평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보면, 판결의 여파로 인터넷 상의 게시글 내지 댓글이 피해자

의 일방적인 항의만으로 포털 사이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삭제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로 소위 사

이버 망명5)도 행해지고 있으며6),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그 범위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

으나 결국 포털 사이트에 삭제 내지 검열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7)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판결을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에 대한 재검토로 평가하면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을 대체로

지지하는 듯한 견해8)도 있다.  

4) 같은 취지의 견해로 권영준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2006. 3.) 55면이 있다.  
5)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진00 교수의 블로그가 피해자측의 신고에 따라 차단조치 등을 당하자 진00교수가 그의 블로그를 구글

이 운영하는 블로그 스팟으로 이전한 사건을 말한다. 
6) 위 최경옥, 18면  
7) 위 최경옥, 27면, 우지숙,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기준의 현실적 타당성과 함의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

다5381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2009년 7월),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93면도 같은 취지이다. 
8) 문재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공법연구 38집 1호 2권, 한국공법학회, 2009, 63면, 79면, 80면, 이 글

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피고 회사당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손해배
상만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향후 불법행위의 감소라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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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문제 

① 포털 사이트의 작위의무의 근거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원래의 표

현행위자인 게시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게시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포털 사이트

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인정된다

고 볼 경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위의무의 근거로는 관계법령, 계약을 포함한 법률행위, 선행행위, 사회상규 또는

조리를 들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포털 사이트 스스로 위험원을 관리하면서 특정인에 대

하여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거나 또는 특정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며, 공간을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사이

버공간상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② 포털 사이트와 게시자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행위자로서 볼 수 있다는 견해

포털 사이트는 개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와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

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3자 게시물 방치와 관련한 포털 사이트의 책임은 필연적으로 개별

게시물마다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각 행위마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개별 게시물마다

소송물 역시 다르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포털 사이트는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감시, 감독하고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

로 게시자와 공동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즉 포털 사이트의 불법행위는 게시

자의 게시행위에 의한 공표가 완료된 후 삭제나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확

산시킨 것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포털 사이트와 게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보기

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포털 사이트는 게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

니므로, 포털 사이트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한 것을 포털 사이트의 관리의무

위반에 의하여 야기된 위험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장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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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의 입장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포털 사이트와 게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파악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삭제 또는 차단의무의 불이행이 게시자의 게

시행위와의 관계에 있어 결과발생을 향한 협력관계라기보다는 감독 및 조치의무 불이행이

라는 면이 있고, 실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게시된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

한 포털 사이트의 삭제 및 차단의무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Ⅳ. 대상판결의 의의 

인터넷 문화가 광범위하게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게시판에서

제3자가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을 게시판관리자

등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대법원 판결은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건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요건 하에 포털 사이트의 삭제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피

해자의 명예가 제3자의 게시물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시도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들을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현

실적으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그동안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 적이 거의 없었던 포털 사이트들이 이건 판결을 통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

로 사건이 종국됨으로써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하여 지나친 삭제조치나 차단조치를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건 판결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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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04. 11. 경 안마사자격이 없는 원고 A는 14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자

격이 있는 원고 B는 1억 5000만원 상당을 각 투자하여 9:1의 지분으로 원고 B의 명의로 안마시술소

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B명의로 하였다.

원고 A는 안마시술소에 안마사 이외 별도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으며, B는 안마사 고용과 관리를 하였다. A와 B는 접대부서비스는 부가

가치세신고납부를 하였고, 안마사용역에 관하여 면세로 신고하였다.

원고 A는 원고 B에게 월500만원의 고정금과 수입금의 일정금액을 추가금으로 하여 투자수입금

을 배당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A와 원고 B가 공동사업자로서

안마와 여자 접대부 서비스를 혼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고 안마 및 접대부 서비스 용역 전부가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거액의 수입을 탈루 한 것으로 판정하고, 2008. 9. 1. 원고 A와 원고

B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부터 2007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합계 금4억2000만원 상당을 추징

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김가람 변호사* 

* 법무법인 삼덕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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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

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1심판결을 취

소하고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 승소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

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

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2호에서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을, 제5호에서는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

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

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

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

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

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

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

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

의료보건용역(안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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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

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평   석

1. 머리말

이 사건은 안마사가 제공한 용역을 둘러싸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과 대법원 판결이 결론을 달리한 사건으로서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동업을 하거나 의사가 아닌 자

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등 유사한 사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구

대상판결로 삼아보았다.

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1. 서설

부가가치세법은 1976. 12. 31. 제정되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977. 7. 1. 부터 시행되었고, 2013.

7. 26. 전면개정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소비하고 용역을 사용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서 일반소비세라고 하며 국

가조세의 약 34%를 차지하는 주된 수입원이다. 일본에서는 일반 소비세라는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다.

2. 사업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3. 과세사업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면 과세사업자가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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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면 면세사업자가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호)

5. 겸영사업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취급하면서 공급하면 겸영사업자가

된다.

6. 면세포기사업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중 일정범위(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제1항 제12호),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일정범위(부가가

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정범위(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것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8조)

이는 거래 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최종소비자의 관계에서 가격경쟁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적용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Ⅲ. 과세대상과 면세대상

1.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면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포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2. 면세대상

(1) 국내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 중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절에 열거되어있다. 

면세대상을 둔 것은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면세물품을 구입하거나 면세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의료보건용역(안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논  문

96•제31호 부산법조

또한 부가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구성요소인 근로제공, 금융용역, 토지 등은 이론상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으로 부적합하고 기타 정책적인 관점에서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재무부 부가가치세법

해설 1977년 28쪽 참조)

(2) 기초생필품 및 용역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3) 국민후생용역

① 의료 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미용 용역제외)과 혈액

② 교육용역(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용역제외)

(4) 문화관련 물품 및 용역

①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광고제외)

②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 입장

(5) 생산요소용역

① 금융, 보험용역

② 토지

(6) 서민생활지원

① 저가 담배(2013. 10. 1. 현재 1갑 200원)

②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부동산임대용역도 부가가치생산 요소로서 당초 면세대상이었으나 부유한 자에 대한 면세라는

여론으로 1981. 1. 1. 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고 주택임대차만 면세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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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 제외)

(7) 특수한 인적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일정범위의 것은 근로의 제공과 유사하게 보아서

면세로 하고 있다. 당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가 면세되는 대표적인 인적용역이었으

나 전문직 과세강화라는 여론으로 인하여 1998. 12. 28.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1999. 1. 1. 부터 과

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8) 기타 정책적 목적수행

① 우표(수집용 우표제외), 인지, 증지, 복권

② 특수용 담배

③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방문소포용역, 고속철도,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제외)

⑤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Ⅳ.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귀착되도록 설계된 간접세이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 공급가액에 …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면세의 분류

(1) 인적기준

특정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취급된다. 예컨대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보건용역(안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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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2) 물적기준

특정재화는 공급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면세로 취급된다. 예컨대 기초생필품과 용역, 서민생

활지원 담배와 주택임대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3) 인적·물적기준

특정인이 공급하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취급한다. 예컨대 저술가, 작곡가 등 직

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종교 등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의료인이 제공

하는 의료보건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간접세이자 소

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부

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면세제외)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이것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사실과 아울러 현행 부가가치세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

적 기초자료가 되고, 신고납부제도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국가의 과세자료확보의 용이 및

탈세를 예방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Ⅴ. 이 사건의 검토

1. 의료·보건용역의 면세취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만큼 저렴한 가격

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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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질병을 다루는 의료․보건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하고 면허를 부여를 받은 자만이 의료․보건 행위를 하도록 하고 무면허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

등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시행 전 의료인 양성과도기에 국가로부터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는 유사의료업자

로서 기득권 존중 차원에서 의료․보건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시각장애인

의 생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결정 참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안마사 자격을 내주고 있을 뿐이고 엄밀하게 의료․보건

용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역시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여 면세로 하고 있다.

2.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2013. 7. 26. 시행)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

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커풀 수술

나. 코성형 수술

다. 유방 확대․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 제거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보건용역(안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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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하 생략

3. 판결의 태도

(1) 서울행정법원의 판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고 또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안마용역을

유사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안마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일반인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3헌바715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6 결정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특정의 재화 또는 용

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 및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시각장애인안마사제도의 취지에다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제도의 분류 및 면세 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종합하여 보면, 안마시술소의 경우 특정 사업

자가 공급하는 특정한 용역에 대하여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그와 같은 면세의 혜

택은 적법하게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안마사만이 향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 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제한적·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법률상 자격 없는 원고 A가 안마사인 원고B와 공동

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공급한 이 사건 안마시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재판장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2)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면세의 인적·물적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에 의하여 안마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안마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서 국민후생용역으로 분류되고 생존을 위해 최종소비자가

아무런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면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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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

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안마사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2조 제3항은 같은 법 제

33조 제1항(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안마용역을 면세하는 근거는 그 용역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면세를 인정받는 물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안마시술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해당 안마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세제도의 취지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

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마사에 의한 안마용역의 면세인정기준에 관하여 물적 및

인적 기준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안마시술소에서의 안

마사 용역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장판사 곽종훈, 판사 이재석, 판사 이완희)

(3) 대법원의 판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의사나 안마사, 수의

사 등(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

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

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

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

의료보건용역(안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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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

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대법관재판장 김소영, 주심 이상훈)

4. 사    견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한 것은 안마사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인 고려에서

의료보건용역에 포함시켜 면세로 처리한 것이고 엄밀하게 국민의 보건건강을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한 경우가  많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각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세무행정수행 및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안마사 스스로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이어야 하고, 안마사가 무

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의사, 안마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 안마사라는 자격을 갖추고 이들이 제

공하는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 되므로 면세분류기준에서 인적·물적 기준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은 불법으로 개설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된 안마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A와 안마사 B가 동업을 하고 수입을 올렸고, 그 올

린 수입 중 안마사 B와 고용한 유자격 안마사가 제공한 안마용역은 면세이므로 전체수입 중 여자접

대부가 제공한 서비스와 안마사 B와 유자격 안마사가 제공한 안마수입이 얼마인지 구분이 되지 아

니하므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 세무서장이 여자접대부 서비스 금액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상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동업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원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안마용역도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여 1심

법원의 판시를 지지하였다.

생각컨대 유자격 안마사가 스스로 제공하는 안마용역 뿐만 아니라 유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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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안마용역은 면세대상임이 분명하다. 유자격 안마사가 무자격 안마사와 경제적으로 동업을

하였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유자격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면세에서 제외할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유자격 안마사가 무자격 안마사와 동업을 하면서 유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

마용역에 대하여도 면세에서 제외시켜 차별하여야 할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사업자가 공급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

어서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안마사가 반드시 사업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A와 B는 동업을 하면서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인 면세사업과 접대부

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다.

A와 B가 겸영사업자로서 안마사 자격 있는 B가 고용한 안마사가 제공한 안마용역은 면세적용을

받아야 한다.

추측컨대 대법원은 안마시술소가 안마사 명의를 빌려서 안마사에 의한 안마제공의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여성접대부를 두고 불법마사지 등 영업을 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징벌차원에서 불법

안마시술소에 의한 안마제공은 유자격 안마사이든 무자격 안마사이든 모두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

그러나 이러한 탈법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단속하면 족하지 징벌적과

세로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것이고 특히 부가가치세

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안마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의 판시에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안마용역을 물적기준으로 본 것에는 찬성할 수 없지만 유자격 안마사가 제공한 안

마용역의 경우 그 사업자와는 상관없이 면세로 본 결론에 찬성한다.

앞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와 동업을 하거나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가 제공한 의료용역의 경우

그 형태는 이 사건과 유사할지 모르나 안마용역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므로 이 사건 판례를 확대

적용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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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법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용

역”도 포함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의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수술 등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이것 역시 면세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의

료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가로부터 적법한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당

연한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환수차원에서 면세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으

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괄호부분(…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

함한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Ⅵ. 결론

필자는 대법원 판시에 반대하며 원심법원의 판시에 찬성을 한다.(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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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최근 변호사가 소송 진행 중의 변호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뢰인에게 배상하였다는 기사

가 간간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변호과오에 대한 소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기사화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적으로 변호사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이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변호과오 소송이 증가하여 왔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변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고액

화 되어 보험회사가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운용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우

리나라보다 앞서 변호과오와 관련된 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전국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변호과오소송 및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변호과오에

관련한 사례집을 편찬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소비자의 권리의식 함양, 전문분야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지만 각국의 학자들은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변호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배소민 변호사*

[번역]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

(상)

* 법무법인 국제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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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나라도 향후 변호과오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호과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

게 될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과오 및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해외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

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1)”이라는 글이 변호과오 및 변호사배상책

임보험에 관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위 자료를 번역하여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

고자 합니다. 위 글은 도쿄변호사회 소속의 다나카 마사히코(高中正彦)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생, 동

료 변호사 등에 대한 강의 자료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호과오 및 변

호과오에 관한 재판례, 변호과오의 방지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본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 하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번역한 뒤 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편

에서는 우선 변호과오의 개념과 변호과오소송과 관련된 일본의 판례,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사례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뒤 하편에서 시효도과, 당사자확인의 해태, 보고

및 설명의무 해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사례 및 변호과오 방지법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본문에서는 다나카 마사히코 변호사의 청중에 대한 인사말을 제외하고 변호과오

와 관련된  부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I. 본문 -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

1. 변호과오

의료과오라는 단어는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실제로도 상당수의 의료과오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이에 비하여 변호과오라는 단어는 아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장래에 변호과오소송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과오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법률관계의 성격이 문제되는데

이 법률관계는 위임계약 내지 준위임계약이라는 생각이 통설·판례입니다. 죠치(上智)대학의 코바

야시 히데유키(小林秀之) 교수는 변호사의 업무 중에는 도급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도급적 요소가 포함된 혼합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의견을 통설이라

1) 高中正彦, 弁護士賠償保險適用例から学ぶ弁護過誤の防止法, 現,代法律實務の諸問題, 日本弁護士連合會. 2005, 9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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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자인 변호사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어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의 변호과오입니다. 한편 광의의 변호과오에는 위와

같이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외에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

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본 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은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인데, 일본에서는 십수년 전 이러한 성실의

무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지는 성실의무가 법적인 의무인가, 아니면 훈시적

인 의무인가 하는 매우 유명한 논쟁입니다. 법적 의무설의 대표자는 전 사법연수원의 사무국장이자

현재 민사재판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가토 신타로(加藤新太郞) 판사입니다. 훈시적 의무설의 대표

자는 와세다(早稲田) 대학의 스즈키 시게카츠(鈴木重勝) 교수였습니다. 가토 판사는 변호사법 제1

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성실의무가 영미법상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신인(信認)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

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법적인 의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스즈키 교수는

일반적인 의무와 비교할 때 확실히 변호사라는 전문가의 선관주의의무 내용이 더 가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와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

재로서는 법적 의무설 쪽이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판례 중에는 이러한 성실의무에 대하여 언급한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력구제

행위로 문제가 된 집을 철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지 않았던 변호사가 제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소화 62년 10월 15일 판결 타 658호 149항은 의뢰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이를 전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 중 하나이며, 이는 법적인 의

무라고 보았습니다. 단, 위 판결에서는 변호사법 제1조 제2항이 법적 의무인지 여부와 변호사가 변

호사법 제1조 제2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논하

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법원의 판결만으로 법원이 변호사의 성실의무에 대하여 법적 의

무설을 취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건 법적 의무설을 채용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에 성실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가 지게 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변

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각 단계마다 선관주의의무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

한 분석은 가토 신타로 판사의 “변호사역할론(신판, 강문당, 2000)”에 실려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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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제1단계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구

체적인 사정을 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의도

하는 바를 적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이때 변호사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일응의 자료를

인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이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믿

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법적문제를 음미하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각 변호사는 평균적

인 변호사의 기능수준에 비추어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다른 변호사라면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면부터

법적으로 음미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선관주의의무의 판정수준은 각각의 전문직종 종사자

들의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그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다고 할지라도

구제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변호사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는 필자

로서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선택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당해 문제해결에 적당한 조치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파산

을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건형(再建型)으로 민사재생수속 절차와 회사갱생수속 절차가 있고,

청산형(淸算型)으로 파산수속 절차와 특별청산수속 절차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

하여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 채무정리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임의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재생수속 절차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조정(特定調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해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법, 즉 의뢰인의 의도에 가장 적합

한 법적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타성적으로 ‘대충 파산으로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

각해서는 안됩니다. 

네 번째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어떻게 그러한 법적수단을 선택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승

낙을 얻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

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채무정리사건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단순히 ‘개인파

산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째서 개인파산 절차를 선택

하였는가, 왜 개인재생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가, 어째서 특정조정은 하지 않는가와 같은 사항들

을 제대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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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재판을 받을 기회 및 그에 대한 의뢰인의 기대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며 의뢰인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사건·사안의 추이와 전말을 필요에 따라 의뢰인에 제대로 보고하여

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만 두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건처리가 끝난 다음의 단계입니다만 이 단계는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와 패

소판결을 받은 경우로 나뉩니다.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는 판결내용을 점검하여 상소할 경

우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승소판결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통례적으로 변호사가 당해판결에 대한 강제집

행까지 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

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판결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법적 조치를 알려주어

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끝날 때까지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지켜야할 선관주의의무

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변호과오가 인정됩니다. 

2. 변호과오에 관한 판례

10년 전부터 전문가 책임의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관련 연구서가 계속적으로 출판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죠치(上智) 대학의 코바야시 히데유키 교수는 별책 NBL28호 “전문가의 민

사책임”에서 변호사의 전문가 책임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변호사책임론의 창

시자인 가토 신타로 판사도 “변호사역할론(신판)”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가토 판사와 코바야시 교

수는 각 저서에서 1994년까지 나온 변호과오에 관한 판례 17건을 분석하였습니다. 1994년까지의 판

례 내용을 살펴보면 총 17건 중에 9건이 기각되었고 8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서 8건이나 인용되

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5년도 이후의 변호과오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시

보”와 “판례타임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1년에 1건에서 2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해가 갈수

록 점점 증가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토 판사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책임사례 17건을 불성실형, 단순미스형, 기능부족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코바야시 교수식 분류방법의 ‘독단처리형’은 가토판사의 ‘불성실

형’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바야시 교수의 ‘기일·기간도과형’은 가토 판사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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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미스형’과 같고, 코바야시 교수의 ‘설명불충분형’과 가토 판사의 ‘기능부족형’은 그 내용이 약간 다

를 수도 있겠지만 원인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 17건의 판례를 분류하여 보면 양 분류방식에 따른 숫자도 거의 같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설명불충분형이 약간 수가 적기는 하지만 독단처리형과 기일·기간도과형은

코바야시 교수의 분류에 따를 때 거의 같은 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를 살펴보면 기일·기간

도과형이 인용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독단처리형 중에도 일부 인용된 예가 있지만 대부분

은 기각 당했습니다. 설명불충분형 중 인용된 것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멋대로 화

해를 한 사안, 변호사가 의뢰인의 승낙 없이 가압류를 취소한 사안으로 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자

기결정권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기일·기간도과형의 인용 판례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와 소송

제1회기일에 결석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게 만든 경우 또는 기일에 불출석하여 결석재판이

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설명불충분형의 판례 중에는 기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형

에서는 의뢰인이 본안 재판에서 진 화풀이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건 사안이 많은 모양입니다.

3. 제3자에 대한 책임사례

변호사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책임사례는 변호사의 직무행위에 관한 과오이므로 넓은 의미의 변호과오에 해당됩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사례는 두 가지 유형, 즉 부당소송·부당집행에 관한 사안과 명예훼손에 관한

사안으로 나눠집니다. 앞서 말한 코바야시 교수의 논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1994년까지 공간된 판례집에는 이와 관련된 12건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부당소송, 부당집행에

관한 사례는 3건 있었습니다만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9건의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 4건만이 인용되었습니다. 당해 판결에서 인용된 명예훼손행위는 변호사가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하였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준비서면에 “상대방 변호사는 윤리관이 마비되어 변호사라면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상대방 변호사는 횡령죄의 공범이

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가 예전에 당해사건과는 상관없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

결을 받은 적이 있는가 봅니다만 그러한 사실들을 준비서면에 명시하여 “상대방 대리인은 형사재판

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라고 기재하면서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법률의 허점을 찌르는 온갖 수단을 익

혔다”라고 쓴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례는 지금도 가끔씩 판례 잡지 등에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변호사가 소송 중 약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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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현을 한 정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도 민사재판 과정

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쌍방의 주장을 공평하게 듣고 당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소

송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 불

법행위가 인정된 예도 있으므로 각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중에는 흥분하면서 당사자와 완전히 같은 감정이 되어 당사자보다

과격한 언사를 서슴지 않는 대리인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리인이 아니라 “대언인(代言

人)”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이기기 위해서 의뢰인이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 서면에 적어버리는 것인데, 이래서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어 변호과오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의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판사는 변호사역할론에서 미국의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

르면 그동안 연간 10건 정도의 추이로 나타나던 변호과오소송이 1990년 이후에는 연간 70건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분석한 미국의 법률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와 같이 변호과오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에는 여섯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섯 가지 원인은 일본의 상황에도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변호사 숫자의 증대입니다. 미국의 변호사는 이미 100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변호사는 현재 2만 명 정도입니다만 2018년에는 5만 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 세무사나 변리사라는 직종이 없는 대신 조세전문 변호사나 특허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숫자가 백만 명이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에

는 수많은 인접직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정법, 판례법이 증가하면서 전문직 책임법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론 사건

2) 으로 인해서 미국의 4대 회계사무소 중 하나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가 파산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

하여 유사시엔 공인회계사도 제소를 당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도 이러한 전문가

책임법리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전문직 신화의 붕괴, 즉 사용자의 권리의식 각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전문가

인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있었지만 지금은 소

비자의 권리의식이 각성되어 바뀌었습니다. 

2) 역자주: 2001년경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자산들이 사실은 회계부정으로 부풀려졌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 엔론이 파산한 이
후 회계부정에 관여된 법무법인, 회계사무소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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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침묵의 공모” 의식이 희박해진 것을 변호과오소송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변호사들끼리 제 식구를 감싸는 의식이 희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는 변호과오가

존재하더라도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과오로 제소하는 경우에 원고대리인을 맡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간에 변호사를 소송상대방으로 하는 것을 서로 회피하려는 침묵의 공모

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변호사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게 되자 변호사간에 서로

식구나 다름없다는 인식이나 서로를 감싸주려는 의식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가 몇 백 명 단위가 되어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

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더라도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원인은 변호사의 산업화와 관련되는데 이는 곧 성공보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보수기준규정이 폐지되어 변호사의 보수가 자유화 되었습니다. 아마

도 여러분은 지금도 대부분 센다이 변호사회의 예전 보수기준과 관련된 회규를 그대로 자기 보수기

준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추후 화폐가치가 바뀌었을 때에는 대체 누가 그

러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예전 보수규정에서 민사소송 사건 착수금의 최저

금액을 10만엔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최저 착수금이 10만엔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예전의 보수기준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 화폐가치가 바

뀌었을 때의 최저금액은 자신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수 자유화와의 관계에서는 완전성공보수제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는 착수금 없이 성

공보수만으로 보수 전부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완전성공보수제를 허가할 경우에 소송을

투기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갬블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이를 금지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일

본에서는 이를 위법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폭리행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완전성

공보수제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러한 변호사 보수를 받기 위해서 다

른 변호사를 고의로 제소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산업화 즉, 변호사라는 직

업을 단순한 비즈니스로 보고 어떤 방식이든 돈을 벌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이러한 현

상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제소하여 한 재산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변호과오소송이 의료과오소송 다음가는 소송유형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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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이를 위하여 우선 일본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사례집에 실린 배상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변호사협회조합연합회에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사례집을 제1집

부터 제3집까지 발행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을 보고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신청사례는 사례집에 기재되어 있는 것뿐일 것이라고 생

각하여 착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실제 보험금지급 신청수는 상당한 수에 이릅니다. 저는 변호사배

상책임보험 사례집 제1집의 편집에 관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보험 신청관계

서류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커다란 종이상자가 여러 개 도착하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용

을 살펴보니 유사한 예가 많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는 제외하고 참고가 될 만한 것만 선택하여

제1집으로 만들었고 이후 제2집이나 제3집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과오가 있더라도 변호과오소송으로까지 발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보험금

이 지급되어 상대방의 손해가 전보된 이후에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변

호사배상책임보험이 널리 퍼질수록 변호과오소송이 감소한다’는 식의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현재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가 일본 전국에 약 30프로 정도

있습니다만 이는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시에는

자기가 직접 배상하면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청구로 발

전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유와 정의” 최고의 인기 코너인 징계처분공고 코너에 등

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수습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쿄에는 비변호사 제휴 변

호사(非弁提携弁護士)3)라는 변호사들이 존재하는데, 사건 브로커나 정리 브로커들은 이런 식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을 노리고 유혹하여 마지막에는 개미지옥에 빠뜨리게 됩니다. 비변호사

제휴 사례가 “자유와 정의”의 징계처분공고에 많이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

니다. 지금은 법무사들에게도 간이재판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어 사건 브로커들이 법무사를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변호사 제휴 변호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는 이렇게 변호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비변호사 제휴 변호사로 전락하는 구도가 존재한다

3) 역자주: 비변호사 제휴 변호사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닌 자와 결탁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함. 일본에서는 변호사법
제27조에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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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대상업무는 변호사법 제3조의 업무입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소송사건, 비송사건, 행정불복 신청사

건,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다루는 것이 변호사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외에 교

섭과정에서 변호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도 면책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

험에는 각종 특약이 있고 여러 가지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약관을 잘 읽어두어야 합

니다. 

III. 결어

이상에서는 변호과오의 개념 및 변호과오소송과 관련된 일본의 판례와 제3자에 대한 책임사례 및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편에서는 판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

체적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례 및 변호과오 방지법에 대하여 번역하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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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부산지방변호사회

수련회 및 정기교류회

Ⅱ



116•제31호 부산법조

# Prelude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아침 8시, 나는 설레

는 마음으로 가벼운 등산복 차림을 한 채 늘 지

나다니는 부산법조타운 앞에 섰다. 이미 80여

명 가까이 되는 선배 회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강민경 변호사

2013년 

춘계수련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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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후 관광버스에 탑승을 한다.

내가 탈 차량은 4대의 차량 중 2호차. 차량 번

호를 확인한 후 관광버스에 올랐다. 모두들 아

침 일찍 채비를 하고 나오신 터라 피곤한 기색

이 가득해 보이는 얼굴들이다. 나 역시 피곤하

긴 마찬가지다. 사실 어제는 1박2일의 수련회를

떠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8살과 5살 개

구쟁이 아들들과 남편을 집에 남겨둔 채, 결혼

한 지 십 년 만에 오롯이 나 혼자만을 위한 여행

을 떠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났기

때문이다.

사실 수련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약간은

고민을 했었다. 잘 모르는 여러 선배

변호사님들과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졌고, 휴식

을 취해야 할 주말이 업무의 연장이 되

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었다는 것을 차가 출발하자마자 알게

되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 밖의 풍경을 보

며 가슴 깊이 느껴지는 자유로움. 오늘

과 내일은 가족들도, 의뢰인도, 재판도

잠시 잊고 자연을 느끼러 가는 거다!

# 제1막 제1장 영덕 풍력발전단지

조용히 달리는 차 안에서 풍경을 감상하다 보

니 어느새 첫 번째 일정인 영덕 풍력발전단지에

도착해 있었다. 너무나 진부한 표현이지만 우편

엽서에서 보던 풍경이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다. 푸른 하늘아래 푸릇푸릇해진 산, 그리고 빙

글빙글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부산에서 2시간 떨

어진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는데 왜 그 동

안 한 번도 와 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된다. 다음

에 꼭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 더 방문해야겠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설명

을 해 주시고, 학구열에 불타는 선배 회원님들

은 모두 경청하신 후 열심히 질문하신다. 나 역

시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

다. (수련회에 와서 연필 들고 열심히 받아 적는

저의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특이?하다고 생각

하신 선배 회원님들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

어 수련회 후기를 쓰기 위함이었음을 밝히는 바

입니다.)

영덕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

면, 풍력발전기는 총 24기가 있고, 연간 96,680

M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약 2만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둥은

‘가장 완벽한 물체’인 스틸로 이루어져 있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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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나무와 에폭시인데, 바람의 속도가 초당

3m가 되어야 날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초당

13m의 속도일 때 양질의 전력이 생산된다고 한

다. 여러 선배 회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알게 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풍력발전기를 가동하기 위

한 기본 전기료는 월 1,000만원 가량이 들어간

다는 것, 풍력발전기 1기당 연간 105억원의 전

기를 생산한다는 것, 1년에 10일 정도는 바람

이 없어 안 돌아가기도 하는데, 발전기의 날개

는 늘 같은 속도로 1분에 14바퀴 반만 돌아간

다는 것, 풍력발전기의 수명은 약 20년이고,

날개가 2개나 4개가 아니라 3개인 이유는 3개

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 잠시 휴식 – 영덕대게

아침도 굶고 영덕 풍력발전기와 신재생에너

지전시관까지 둘러보고 나니 배가 고파온다. 다

음 일정을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까지 차

로 약 1시간 가량 이동한 후 식사를 시작했다.

모두 둘러앉아 간단히 소주잔도 기울이면서 회

비빔밥과 대게정식을 눈 깜짝할 새 먹어 치우고

근처 구수곡 자연휴양림으로 출발!

# 제1막 제2장 구수곡 자연휴양림

두 번째 일정인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구수

곡 자연휴양림은 응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200년 이상의 울진소나무(금강송)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고, 아홉 계곡이 있어 구수곡(九水谷)

이라 부른다고 한다. 다들 휴양림 속으로 산림

욕을 떠난 후 나는 조금 걸어가다가 되돌아왔

다. 아까 점심 먹을 때 밥을 먹느라 못 먹은 맥

주가 생각이 났는가 보다. 마음 맞는 몇몇의 동

기 변호사들을 불러모아 나무그늘 아래 시원한

캔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니… “아~ 좋다.” 소리

가 절로 난다. 멋진 산과 휴양림을 앞에 두고,

졸졸졸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떠가는

구름을 친구 삼아 벌건 대낮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지만 재미

있다. 어느새 산림욕을 떠난 분들이

돌아오신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

시 차에 올라탄다. 초등학교 때 선생

님 몰래 친구와 소꿉장난을 치는 기분

이다.

# 광란의 휴식 – 달리는 노래방

관광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달리는 노래방. 사실 여행을 떠날 때 ‘술 먹이거

나 노래시키시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없지 않

았다. 난 그냥 내가 운전하지 않는 차를 타고 음

악을 들으며 풍경을 감상하는 우아한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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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꿈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포의 시간

은 다가오고야 말았다. 총무이사 황 모 변호사

님의 사회로 시작된 노래 릴레이. 매도 빨리 맞

는 게 나은 법. 노래 한 곡을 끝내고 나니 여유

로운 마음에 공포는 어느새 흥겨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늘 점잖은 모습의 선배 변호사님들을

뵙다가 가수 뺨치는 놀라운 노래솜씨와 현란한

춤사위를 보고 나니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잘

못 논다는 말은 속설 내지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생각이 든다. 흥겨움에 더불어 여러

선배님들의 반 강제적인 찬조금 모금까지 이루

어져 저녁 공식 일정 후 2차 경비까지 마련되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 제1막 제3장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광란의 노래방 타임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세

번째 일정인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고생대자

연사박물관에 도착했다. 해발 650m에 위치한

곳이어서인지 상당히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다. 태백자연사 박물관은 천연기념물 제

417호로 지정된 태백 구문소 일원의 고생대 지

층 위에 건립된 고생대를 주제로 한 전문박물관

으로 박물관 주변에는 고생대의 따뜻한 바다환

경에서 생존하였던 해양 생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지상 1, 2층과 지하층으로 이루

어진 전시실에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선캄브리

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았던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었다. 선배 회원님들은 너무나 열

심히 둘러보고 계셨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해서인지 특별한 감흥은 느끼지 못한 채 삼

엽충들만 잠시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박물관

은 건물 총 넓이 6천여 ㎡의 상당히 큰 규모에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물의 상태가 좋았

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너무 적어 보였다.

태백시는 관람객을 모을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제1막 끝 – 한우와 단잠

1등급 한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저녁식사 시간. 윤리연수를 간단히 마

치고 나자 오늘의 수련회 일정은 모두

끝나고, 전체 회원님들과의 친교시간

이 이어졌다. 각 테이블 별로 훈훈한

대화도 이어지고, 오가는 술잔 속에 분

위기가 무르익어간다. 흥에 겨워 노래

를 부르기도 하고, 통성명을 한 후 출신 초·

중·고·대학교 등을 이야기 하면서 어디선가

이어졌을지도 모른 인연의 끈을 찾아보기도 한

다. 변호사 생활 30년이 넘으신 선배님의 미래

에 대한 작은 꿈과 희망을 들으니 나의 꿈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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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흥에 겨운 시간

이 무르익어간다. 긴장을 풀고 마음껏 마셔볼까

하는 유혹을 잠시 느꼈지만, 다음날 일정을 감

당할 자신이 없어 소심하게 한 두 잔을 마시다

보니 괜시리 생각만 많아진다. 식사 자리를 슬

슬 마무리 하고, 2차를 나갈 팀과 숙소로 들어

갈 팀이 자연스레 나뉜다. 나는 ‘미션 임파서블’

을 찍는 마음으로 2차 자리를 피해 숙소로 향했

다. 숙소로 들어온 팀들도 여흥을 즐기기 위해

숙소 내 주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

해 들었다. 그만큼 헤어지기 아쉬운 자리였다.

나의 룸메이트는 2명의 여성 변호사님들. 처음

보는 사람과의 동침. 일찍 쉬려고 들어온 숙소에

서 우린 여자로서의 삶,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 제2막 제1장 태백산도립공원, 석탄박물관

아침에 만난 여러 선배님들의 얼굴은 어제와

는 사뭇 다르다. 어느새 낯이 익어 친근하고 반

갑다. 오늘의 첫 일정은 태백산도립공원과 석탄

박물관 관람이다. 나는 모두 처음 온 곳이라 신

기하기만 하다. 태백 석탄박물관의 건립 취지는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 에너지 자원으

로서 생활연료 공급과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

할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청정에너지 사용증대로 그 수요

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그간의 석탄산업 변천

사와 석탄의 역사적 사실들을 한곳에 모아 귀중

한 사료가 되도록 하고, 후세들에게 열악한 작

업환경 속에서도 산업역군으로서 석탄생산에

종사한 광산근로자들의 업적을 알리고 석탄산

업 전반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

으로 활용하여 석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한다. 

석탄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내

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가신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우리 집

은 연탄을 때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사용하던 연탄이

문제가 생겼는지 연탄가

스가 역류해서 우리 집으

로 들어온 것이다. 나와

어린 두 동생은 고아가 되

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사실 나와 동생들이 그 날

집에 있었다면 아마 이 세

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마침 사고가 있던 날

할아버지댁에 놀러 가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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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괜히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욱 많

이 울었나 보다.

아련한 여러 추억들을 떠올리며 둘러보

는데 눈에 띈 것은 “광산촌의 금기”를 적

어놓은 것이었다. 금기사항은 이렇다. 광

부가 출근할 때 여자가 앞질러 길을 건너

지 않고, 흉몽을 꾼 날은 출근을 삼가 하

며, 갱내에 살고 있는 쥐를 잡지 않고, 도

시락은 청색이나 홍색보자기로 싸고 밥은

4주걱을 담지 않으며,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면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이

없는 미신처럼 보였지만,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는 그들에겐 나름의 믿음이 필요했으리라 생

각해본다.

태백 석탄박물관은 눈으로만 보는 일반적인

전시관의 모습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제8전시실인 “체험갱도관”

이 그 곳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어

두컴컴하고, 음향 효과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서 실제 갱도를 향해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탄광의 갱도를 모

형으로 연출해 놓아 실제 갱도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석탄부터 풍력발전인 신재생 에너지까지 우

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낀다.

# 잠시 휴식 – 한정식

태백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이 식당은 너

와집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너와집이란 아주

굵은 소나무를 도끼로 잘라 널판을 만들고 이것

을 지붕에 이어 만든 집을 말한다. 처음 보는 양

식의 집이라 구석구석 둘러본 후 지역 특산 막걸

리 한 잔에 푸짐한 한정식 한 상을 금새 비운다.

# 제2막 2장 도산서원

경북 안동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한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에 지어진 서원이다. 퇴계

선생의 친필로 쓰여진 현판들이 잘 보존되어 있

고, 건물들의 보존 상태도 꽤 괜찮아 보인다. 퇴

계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 책을

보관하는 서고인 ‘광명실’, 도산서원의 유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동재,서재’ 등 여러 채의

건물이 있지만, 나는 선생의 제자들이 공부하던

기숙사인 ‘농운정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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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께서 제자들에게 공부에 열중하기를

권장하는 뜻에서 한자의 ‘工’자 모양으로

직접 기본 설계를 한 것인데, 이는 일반

가옥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구조라

고 한다. 

그 외에도 천 원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이 곳이 그 곳인가?’ 하면서 대조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관람객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너무

나 진지하게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적어놓

은 것을 읽고, 수첩에 메모를 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을 보니 괜시리 내 마

음이 흐뭇해졌다. ‘퇴계 선생도 이런 마음으로

후학들을 가르쳤으려나?’ 아주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다.

도산서원을 마지막으로 수련회의 모든 일정

이 끝이 났다. 낯익은 부산 법조타운 앞에 도착

하니 어느새 저녁 7시가 훌쩍 넘었다. 1박2일동

안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명소들을 둘러보고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식사까지 모든 일정 동

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내고 돌아왔다. 내일

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

지만 어제와 오늘의 여행으로 인해 당분간은 신

나게 지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Postlude

난생 처음 나만을 위해 떠난 여행. 저로서는

단 한곳도 제가 가 본적이 없는 곳이라 더욱 새

롭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정을 모두 소화하신 여러 변호사

님들과 수련회를 기획하신 부산지방변호사회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일정을 위해 사전답사

하느라 행사 내내 뒤에서 챙겨주느라 고생했을

사무국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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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이하 ‘우리회’)와 일본 후쿠오

카변호사회가 매년 상호 방문하는 교류회 행사

가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회가 후쿠오카변호사

회를 방문하는 차례였다. 

10월 31일 9시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를 탑승하여야 하였기에 나는 새벽 6시경 일어

났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6시 50분경

에 집을 나섰다. 김해공항 집결 시각이 오전 7시

였기에 나는 늦게 도착하여 도착하니 오전 7시

20분이었다. 많은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가족

을 동반한 분들도 보였다. 내 아내는 내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싫어하는데, 참 부러웠다. 해

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생각에 모두들 약간은 들

떠 보였다. 나는 출발하기 전에 내 딴에는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막상 공항에 가

니, 안 챙겨온 것이 꽤나 있었다. 교류회는 공식

행사임을 감안할 때 정장을 준비하였어야 했는

데, 나는 일반적 여행 수준의 점퍼를 입고 갔다.

마침 다른 변호사님께서 콤비 상의를 빌려 주셔

서 교류회 공식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후 가족을 동반

한 ‘관광팀’과 ‘교류회 공식행사팀’으로 나뉘었

다. 나는 교류회 공식행사팀에 속했다. 첫 번째

공식행사는 우리회와 후쿠오카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였다. 부회장인 박성호 변호사

이윤근
홍보상임이사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의

교류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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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총무이사인 황주환 변호사가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 공식행사로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를 방문하였다. 먼저 형사 법정 견학

을 하였고, 다음으로 후쿠오카지방재판소 소장

과의 대담이 있었다. 형사법정은 우리나라와 거

의 같은 구조였는데, 기억나는 것은 법정 출입

문이 방음을 위하여 2중으로 되어 있는 것, 서

기의 좌석이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 피고

인이 변호인의 앞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있고

답변할 때에는 판사의 맞은 편으로 옮기는 것

등이다. 

재판소에서 나와서 좁은 찻길을 건너 “국제”

변호사 사무소를 견학하였다. 부산의 법무법인

“국제”와 관계를 물었더니 아무 관계 없다는 답

변이 돌아왔다. 그런데 일본 현지 “국제”변호사

사무소는 국제 송무 내지 자문이 50%를 넘는다

고 하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전용공간

은 우리나라보다 작았고, 회의실은 따로 있었

다. 그 법률사무소에 일본 로스쿨 출신 여성 변

호사가 있었다. 방문한 우리회 변호사님들이 여

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기억에 남는 대답은 이

렇다. 로스쿨 졸업 후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관

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현 사무실에서 2년차 변

호사이고, 월급 50만엔을 받고 있고, 자신의 친

구 중에는 월급 25만엔 받는 친구도 있으며, 자

신의 보통 퇴근시각은 밤 12시이다 등등. 변호

사의 길이 힘들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말로만 듣던

일본 변호사의 생활환경과 수입, 근로시간을 직

접 들어보니 피부에 와닿았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아주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일하고 있었고, 무척 공손해 보였다. 

버스를 타기 위해 다시 재판소 쪽으로 왔는

데, 이 곳이 고등, 지방, 간이재판소가 함께 있

는 곳이고, 평일인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특이했다. 일본은 송무사건이 많지 않은 것 같

았다. 

저녁에는 우리회와 후쿠오카변호사회의 공식

만찬이 있었다. 나는 양 변호사회 회장님께서

앉으신 메인 좌석에 앉았다. 일본 변호사 남, 녀

각 한 분씩 전통춤 공연을 하였다. 아주 느린 동

작으로 추었는데, 아주 이채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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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이 되었다. 신칸센을 타고 가고시마로

이동했다. 신칸센의 좌우 폭이 KTX에 비하여

의자 한 좌석 정도 더 넓다는 점 그리고 KTX와

달리 신칸센의 객실의 높이가 플랫포옴과 같아

서 자연스럽게 걸어서 승하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었다. 가고시마중앙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사쿠라지마로 향했다. 사루라지마에

는 활화산이 있다고 했다. 몇 개월 전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한다. 버스를 탄 채로 배를 타

고 사쿠라지마에 내리니까 주변이 그냥 회색이

었다. 그 화산공원을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니 활

화산에서 흰 연기가 나왔다. 산 정상에서 흰 연

기가 피어올랐고, 쿵 하는 소리도 들렸다. 하늘

이 뿌옇다. 땅에는 회색 화산재가 너무 많았다. 

다시 배를 타고 사쿠라지마 섬을 나와서 이브

스키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괴물뱀장어가 있다

는 이케다 호수를 지났다. 휴게소 같은 데를 들

렀는데 수족관에 든 뱀장어의 굵기는 대략 13센

티미터 정도였고 길이는 1미터 넘어 보였다. 괴

물이란 표현은 과장일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보

기 힘든 것임에는 분명했다. 

일본 유일의 검은모래 찜질 체험을 하러 갔

다. 가이드는 화상 입을 것 같으면 몸을 조금 뒤

틀어 움직이든지, 그만두고 나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별로 뜨겁지도 않았고, 얼굴만 남겨놓고

모래로 온몸을 덮으니 답답하기만 하고 중국인

들이 단체로 몰려 오길래 얼른 나왔다.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모래찜질하던 수건은 가운과

함께 투척하였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니 우리나

라와 달리 욕실 밖에 비치된 수건이 없었다. 어

느 변호사님께 부탁하여 새 수건을 얻었다. 그

변호사님은 일본말을 좀 하시는가 보다. 

버스를 타고 기리시마로 이동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지은 지 오래 된 호텔이었다. 2인 1

실로 호텔방을 배정받았는데, 1실당 열쇠가 하

나 뿐이었다. 나는 어제처럼 박성호 부회장과

함께 방을 썼다. 박성호 부회장은 저녁 만찬 후

일찍 들어가 잤고, 나는 장준동 국제위원장님,

김윤천 변호사님 등과 호텔 1층에 있는 바에서

라면, 아사히 맥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소주를 마셨다. 장준동 국제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술자리를

모두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박성호 부회장은

잘 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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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이 되었다. 산멧세 니치난 공원에 갔

다. 이 곳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언덕에 지

형과 조망권을 살려 만든 테마파크인데,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7개의 석상이 있었다. 남미 이

스터섬 장로회의 특별허가를 받아 세계에서 유

일하게 복제가 허락된 것이고, 석상의 높이가

5.5미터라고 한다. 이 곳에서 30여 분 산책을

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다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셋째 날 숙박은 미야자키쉐라톤호텔이었다.

전 날과 달리 호텔방이 넓고 고급스러웠다. 아

래를 바라보니 골프장과 숲이 어루어졌고, 바다

도 보였다. 그야말로 남쪽나라 분위기였다. 만

찬 후에는 따로 장준동 국제위원장님, 법무법인

국제의 홍광식 변호사님, 신동기 변호사님을 비

롯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술자리도 가졌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우리가 탄 버스가 산 속

의 공원으로 향했다. 입장료를 내고 철교를 건

너가라고 했다. 철교를 건너면서 주위를 살피니

아름다운 산세가 펼쳐졌다. 약간 흐린 날씨였는

데, 철교 백여 미터 아래에는 계곡 물이 흐르고

있었고, 산 중턱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여기

저기 걸려 있었다. 동양화를 보는 듯했고, 공기

도 너무 좋았다. 

버스를 타고 구마모토성으로 이동했다. 버스

에서 내릴 때 약간 비가 내렸다. 일본 후쿠오카

에는 한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성곽 구경은 처

음이었다. 

성의 규모가 꽤 웅장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 지은 오사카성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은 나고야성과 더불어 일본 중세의 대표적인

성곽이다.  마치 궁궐 같은 느낌이었다. 사람이

성곽을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성곽의 각도가 곡

선을 이루면서 하늘로 향하는 것이 특이했다.

성주의 거처였던 천수각이라는 건물로 가니 박

물관 같은 전시관이었다. 대충 둘러보는 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옆의 건물로

가니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방문이 순서대로

착착 열리는, 방 여러 개가 붙은 기다란 방이 있

었다. 각종 화려한 그림도 있었다. 

구마모토성을 지은 첫 성주는 임진왜란 때 조

선을 침공한 장수 중 한 명인 가토 기요마사라

고 한다. 가토 가문은 44년 밖에 가지 못했고,

호소가와 가문에서 239년 동안 구마모토성을

지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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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시내 텐진번화가 관광을 생략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해단식을

했다. 

예전 후쿠오카에 갔을 때는 식사 때마다 김치

가 꼭 나왔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김치가 나온

경우가 없었다. 일본 갈 때 김치 가져가야 한다

는 말을 들었었는데, 챙기지 못해 아쉬웠다. 

버스를 타고 달리면서 일본의 산세를 봤다.

높고 굵은 나무가 많았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도

일본에 심어진 나무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다

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녹화 사업을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의

나무는 높이와 굵기 면에서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 

3박4일 동안 여행을 함께 하면서 서먹했던 변

호사님들과도 자주 눈이 마주치고 눈인사를 하

다 보니 친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박성호

부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다 보니 더욱 친

근해졌다. 이번 여행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조

용한 회장님, 허상수 변호사님, 황주환 총무이

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회의 행사에는 자

주 참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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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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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고부산지방변호사회

   



특별기고특별기고

海外法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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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법체계와 법률문화는 날로 발전하는데, 법조의 환경은 갈수록 경쟁이 격화하여 변호사들

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세상은 날로 변화·발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

기에 적응하여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때 눈을 돌려 외국의 법조 주변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도 잠시

머리를 식히는데 유익하리라.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교훈이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년간의 외국의 법조 관련 중요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재판(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포츠 영웅 오스카 피스토리우스(Oscar Pistorius)가 발렌타인 데이인 2013

년 2월 14일 자기 집에서 목욕탕에 있는 여자 친구 리바 스틴캄프(Reeva Steenkamp, 로스쿨 출신

의 미녀 모델)를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고의로 살해한 것인가(premedi-

tated murder), 아니면 강도로 오인한 것인가? 

안영문 변호사*

海外法曹

* 변호사회 국제위원, 법무법인 다율 공동대표, 부산영미법 연구회 회장
1) 부산영미법연구회(BUSELA)는 영미법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 및 교수들의 모임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

며,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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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토리우스가 누구인가. 어릴 때 병으로 양 다리를 절단하고(double amputee) 의족을 찬 채 올

림픽에 출전하여 의족의 러너(blade runner)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었다. 英雄이 美女를 쏘았으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과연 치정인가, 우연인가. 

피스토리우스의 말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그와 여자 친구는 발렌타인 데이(2월 14일)

전날 밤을 그의 요새 같은 2층집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녀는 요가를 하고 나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았다. 나의 의족은 벗어 둔 상태. 그런 후 2층 침

실에서 같이 잤다. 폭력범죄와 주거침입 강도의 피해 경험도 있어 항상 잘 때에는 침대 밑에 총을 두

고 잔다. 

2월 14일 새벽 일찍 일어났다. 발코니에 둔 부채가 생각나서 기어서 가지러 갔다. 그걸 가지고 와

서 문을 닫는 순간 목욕탕에서 소리가 났다. 공포감이 일었다. 목욕탕에는 방범창이 없고, 집수리를

한 업자가 사다리를 밖에 둔 사실이 생각났다. 총을 집어 들고 그쪽을 향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

다. 마음속에 스틴캄프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 화장실문을 향해 총을 쏘면서 스틴캄프

쪽을 향해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반응이 없기에, 목욕탕 쪽에서 물

러나면서 침대에 다가가 보니 그녀가 없었다. 그때서야 목욕탕 속에 있는 것이 스틴캄프일지 모른다

는 생각이 들었다...>

피스토리우스가 총기를 소지하고 또 화장

실에 있는 여자 친구를 주거침입 강도로 오

인하고 총을 쏘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진위를 가리는 데는 남아공의 사회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총기 사망사고

가 많은 나라는 단연 브라질로서, 2010년 1

년간 총기사고 사망자수는 36,792명이다.

그밖에 사망자수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 미

국 등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세계 6위 <법정에 선 피스토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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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리고 있다(2007년 사망자수 8,319명).

남아공에서는 19년전 흑백분리정책(Apartheid)은 없어졌으나, 그 자리에 범죄와 불신이 대신하

여 사회를 조각조각으로 나누고 있다. 분열의 극치다. 집을 陣地(laager)처럼 해놓고도 항상 총기를

옆에 두고, 주거침입 강도(burglar)에 대비하는 사회다. 그러니 피스토리우스가 화장실에 있는 여자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쐈다는 변명이 일응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력하게 피스토리우

스에게 고의 살인의 혐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맞다면, 스틴캄프는 인종적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진 사회, 공포와 불신이 팽

배한 사회의 비극적 희생자인지 모른다. 이 사회에서는 먼저 발포하고(shoot), 수하(誰何,ask

questions)는 그 후다.

피스토리우스는 남아공의 희망의 화신이었는데, 그가 첫돌 이전에 두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을 때,

수술에 즈음하여 그의 어머니는 훗날 그가 성장하면 읽어보도록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두었다.

‘The real loser is never the person who crosses the finishing line last. The real loser is the

person who sits on the side, the person who does not even try to compete.'(진짜 패배자는 결

승선을 맨 마지막에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다. 옆에 앉아서, 뛰어 보려고 생각조차 않는 사람이 바로

패배자이다.) 

2월 22일 법원은 일단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보석(bail)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6월 4일에 pretrial

hearing<正式事實審理(trial)前 審問>이 열렸으나, 검찰측 요청으로 15분만에 끝나고 다음 재판은

8월 19일에 열렸는데, 이날은 검사의 공소장 제출로 끝나고 그 다음 재판은 2014년 3월로 미루어졌

다. 과연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유죄 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을 듯이 보인다

(남아공은 배심제가 없다).  

2. 버스 안 집단강간 사건(인도)

2012년 12월 16일 인도에서는 버스를 타고 남자 친구와 귀가하던 여대생이 같은 버스에 탄 6명의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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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그중 1명은 그 버스 운전기사)들에 의해 집단강간(gang rape)을 당하고 길에 버려졌다가 병원

에 옮겨졌으나, 며칠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폭행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

치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인류역사는 여성해방의 역사라고 한다.

한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가 하는 척도로

서, 양성평등이 얼마나 실현되어 있느냐 하

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해서 맹렬히 나아

가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사건으로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었다).

그런데 인도는 지금 신흥 경제부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여성의 권리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전세계의 언론들이 인도를 여성혐오주의자들의 나라(the land of misogynists)라고  낙인

찍고 있다. 사건이 나자 인도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약속했으나, 여성을 대하는 태

도가 바뀌지 않는 한 성폭행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많았다.

성폭력은 인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는데(인도에서는 외국 여성에 대한 성폭행도 심심

치 않게 일어난다), 그 원인은 법제도도 미비하고, 또 무엇보다 여성을 남성에 비해 이류로 취급하

는 인식이 문제이다. 여아의 落胎가 성행하고 있고, 여자 형제에 비해 남자 형제에게 먹을 것도 더

주고, 교육도 더 시킨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 여자아이 낙태를 방지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 「Apni Beti, Apna

Dhan」-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딸, 나의 자랑」(My daughter, My pride), 이런 의미란다(Steven

D. Levitt & Stephen J. Dubner 지음, ‘Super Freakonomics’ - 수퍼 괴짜경제학, 2009년 참조).

우리도 한 시절, 이런 표어가 있었다.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항의 데모>

海外法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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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집행 기관이 여성 성폭행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두 손가락 테스트(two-finger

test)⌟란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인도의 법률교과서에도 나오고, 법원의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

는데, 의사가 여성의 질에 두 손가락을 넣어서 그 느슨함 여부와 처녀막 파열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는 이전의 성경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리하여 성폭행 피해자를 단정치 못한(loose) 여자로

낙인찍고,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종종 피고인의 無罪 放免을 얻어내는데 이 증거가 사용된다.

이러다 보니 2011년에 전국적으로 24,206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으나(신고 안 된 더 많은 건수

가 있을 것으로 추측), 그 중 4분의 1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심지어 뉴델리 시에서 2012년 신고된

600건이 넘는 성폭행 사건 중 단 1건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면 이러는 인도 남자들은 얼마나 잘났는가? 유감스럽게도 별로 잘 나지 못한 것 같다. Ac-

cording to a research, some 60% of Indian men have penises too small for the condoms

manufactured to fit WHO specs. (너무 민망스러워 번역은 못하겠다.)

2013년 3월 19일 인도 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의

하면 피해자 사망의 경우 또는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는 사형까지 가능하고, 집단강간의 경우 징역

20년에서 무기형까지 가능하다(상원의 통과를 거쳐 법 시행 됨).

위 버스 안 강간사건의 범인 중 1명은 미성년자(범행 당시17살)로 소년법원에 보내지고, 나머지 5

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모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plead not guilty). 이 5명은 유죄가 인정

되면 사형까지 가능하다. 재판 도중인 3월 11일 범인 중 1명인 버스운전기사가 구치소 내에서 자살

을 하였다. 재판의 압박감 때문인가, 죄책감에서인가? 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

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희생자의 남자 친구를 증인으로

불러내어 그를 난봉꾼(womaniser)으로 묘사하려고 하였다. 이는 사안과 관련 없는 질문이라 제지

당하기는 하였지만, 여하튼 가관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과 마찬가지다)’라고 부르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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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하여는 8월 31일 소년범으로서는 법정최고형인, ‘교화시설(reform facility) 수용 3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4명의 성인에 대하여는 7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증인을 신문한 끝에 9월 10일

판사는 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이어서 9월 13일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우리나라와

달리 유죄선고와 형의 선고일이 다르다). 선고를 들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의는 이루어졌다(Jus-

tice has been delivered).” 라며 선고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여기서 여담이지만 잠깐 인도의 변호사 숫자를 보자. 인도에서는 변호사 자격은 법대를 졸업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다(최근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일이 있으나, 별 대수롭잖은 시험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 900여개 대학의 법대 졸업자 약 4만 내지 5만 명이 매년 변호사가 된다. 전국적으로 변호

사 숫자는 물경 600만 내지 700만 명이다(이 나라는 통계 숫자도 그리 정확하진 않지만).  변호사가

많다는 미국이 120만 명이라는데, 인도에서 변호사는 개천에 널브러진 돌멩이처럼 흔해빠진 존재이

다. 그런데 여성 인권상황이 위와 같은 지경인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말이 난 김에 더 나아가 인도의 정치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인도의 정치지도자들은 평균연령이

65세이다. 그래서 가히 老人政治(gerontocracy)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인도 인구의 절반(6억)이 25

세 이하이다. 이 지도자들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 10년간 근로자 임금이 4배로 오르는 바람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임금을 찾아 중국을 떠

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지로 떠나고 있으나, 인도에는 가지 않는다. 인도의 임

금이 높아서일까. 결코 아니다. 인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수십 년 된 노동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법에는 아무리 일을 못하는 노동자라도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 인도 회

사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informal contract workers)를 사용하여 그 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들의 임금은 물론 최저 임금 이하이다. 게다가 기타 복지혜택도 전혀 없다. 이런 비정규

직 노동자가 무려 전체의 85%이다. 외국 회사가 투자하면 위와 같은 노동법에 옭매일 터이니, 어느

외국 회사가 인도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의 어두운 實狀(dark under-

bell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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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법조

1) 同性結婚 판결

영미법계(common law) 국가에서는 대륙법계(civil law) 국가와 달리 판사는 권한이 막강하다. 미

국의 판사는 우리나라의 판사와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것 같다. 그러

니 그 나라에서는 판사는 법을 발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법을 만드는 사람인가 하는 논쟁이 있을

정도이다(Do judges find law, or do they make it?). 이런 나라에서는 판사 노릇을 할 만하다 할

것이다. 

특히 연방 대법관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하다. 미국에서 “정의가 이루어졌다

(Justice has been served)”는 표현은, 악당을 처치하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나, 말(horse)을 타고

총(rifle)을 쏘는 서부극 속의 히어로(hero)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정의를 수호하는 騎士는 워싱턴 D.C. 1번가(연방대법원 소재지)에서 검은 법복을 입고 앉아 말

(words)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Leonard Kaster/Simon Chung 지음,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2012년 현암사 참조).

결혼은 남녀 사이에만 해야 되

는가? 동성결혼(same-sex mar-

riage)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이 심

리를 개시하자 찬반논쟁이 뜨거웠

다. 대상은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

한 캘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8(제안 8호)와, 1996년 연방의회

통과 뒤 동성결혼 부부의 복지혜

택을 제한하고 있는 ‘결혼보호법’

이다(Defense of Marriage Act,

약칭하여 DOMA, 이 법에서는 결

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 -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 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별자치구인 워싱

<동성결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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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DC를 비롯해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 12개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었다.2)

결혼은 두 사람이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이상 성별에 관계없는 것인가? 동성간의 결혼을 국가가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自願主義 觀點, 最少主義 觀點, 私生活權, 自律權, 道德

的 觀點 등 여러 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한다(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지음, 「Why

Morality<왜 도덕인가>」, 2012년 참조).

미국에서는 중요한 이슈에 관한 재판에서 아미커스 큐리(amicus curiae)라고 하여, 우리말로 하

면 「법원의 친구」 또는 「법적 조언자」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에 소송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는 제3자를 말한다. 많은

경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이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관, 조직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또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아미커스 큐리가 되어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

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인권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이 각각 관계되는 소송에서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다.

동성결혼 소송에서도 연방정부와 미국변호사 협회가 법원에 소송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을 살펴보면, 정부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

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한편 미국변호사협회(ABA)도 결혼보호법(DOMA)이 미국헌법 수정 제

5조의 법 앞의 평등(equal protection of the laws)에 위배된다는 소송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3월 26일 심리를 열어 변론을 들었으며, 드디어 6월 26일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또 동성결혼을 금

지한 캘리포니아주(州) 법 조항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

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이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2) 2013년 6월 26일 동성결혼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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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건, 주택 등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equal lib-

erty of persons)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 2류 결혼(a second-tier

marriage)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보장

하는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

지 않았다.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인간의 존엄(dignity)이란 말을 9번이나 사용했다. 동성결혼을 허용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애완동물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prized member of family)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개와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날이 오지는 않을지...

2)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ositive discrimination)

요즘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보면 시골 고등학교 정문에, “축 OOO, 서울대학교 OO계열 합격”

같은 현수막을 보게 되고, 그때마다 “이런 시골 학교에서도 서울대에 합격하다니” 하고 놀라게 된

다.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덕분이다.

미국에서는 인종적 소수자(흑인, 히스패닉 등)에게 시험성적은 떨어지더라도 가산점을 주어 의대

나 로스쿨 입학에서 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를 하는 이유는, 주로 과거에 행해진 차별의 사

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서는 여성, 신체장애우의 대학의 우선입학, 취업우선 등

에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우대정책은 정당한가?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이 아무래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시험성적의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correcting for the testing gap), 둘째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조차 허용하

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하여(compensating for past wrongs), 셋째로 학습의 효과나

사회발전을 위한 인종적인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하여서(promoting diversity)라고 한다(샌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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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J. Sandel>지음,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2009년).

이러한 고용이나 입학에서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보호 조항(guarantee of

equal protection of the laws)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우대정책으로 인

해 逆差別(reverse discrimination)을 받게 되는 백인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미연방대법원은 종전

에 이러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하였다(1978년 배키<Bakke> 사건 및 2003년 그루터

<Grutter> 사건 판결).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금년에 다시금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어져 판결이 내려졌다(Fisher v. University of Texas 사건).

사건의 내용을 보자. 애비게일 피셔(Fisher, 백인 여자)는 2008년 텍사스 주립대학에 지망했으나

불합격되었다. 텍사스 대학은 인종적 다양성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흑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피셔의 대학입학자격시험(SAT)성적은 1180점

으로서, 당시 텍사스대학의 신입생들의 SAT성적은 1120~1370점 사이였다. 피셔는 SAT 점수가 합

격선보다 높았지만, 위와 같은 우선선발제도 때문에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소를 제기하면서, 그

러한 정책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2심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

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6월 24일, 하급심은 대학입시에 있어서 Grutter 사건이나, Bakke 사건에서 명시

한, 엄격한 심사의 기준(the standard of strict scrutiny)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파기 환송

했다 3). 앞으로 사건을 심리할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대학이 신입생을 뽑으며 우대조치를 적

법하게 적용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대조치가 이론적으로 살아남더라도 현

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3) 落胎(abortion)

미국에서는 낙태논쟁이 항상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5월  낙태

시술을 한 커밋 가스넬(Dr. Kermit Gosnell)이라는 의사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a sentence of

3)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ty)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미국법상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합법성
을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strict scrutiny, intermediate scrutiny, rational basis의 세 가지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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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without parole)을 선고받았다. 그는 낙태시술로 출생한 세 명의 태아를 살해한 1급 살인혐의

(first-degree murder)에 대하여 세 개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4), 이 사건으로 낙태 논쟁, 특히

임신 말기의 낙태(late-term abortion)에 관한 논쟁이 다시 달아올랐다. 

펜실베이니아 주법은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고 있다. 가스넬이 유죄를 선고받은 낙태의

경우 임신 24주를 넘어선 태아들인데, 그 아이들은 낙태 후 움직이고, 울기도 하고, 숨쉬기도 하였

으나, 그는 이런 애들의 척수(脊髓, spinal cords)를 가위로 잘라 죽였다(dispatch). 2010년 FBI가

그의 병원을 급습한 결과, 지저분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병원 내에서, 냉장고 속에 보관된 47개의 태

아 사체와 그밖에 태아의 절단된 발들이 든 단지를 발견했었다.

낙태에 관하여 유명한 미연방대법원의 다음 판결이 있다.

<<로우 대 웨이드 사건, Roe v. Wade, 1973년>>

이것은 임신한 여성의 中絶權을 인정한 판결인데, 어떤 임신한 여성이, 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중절을 범죄시하는 텍사스 주법은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하여

그 집행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의 가운데에 임신중절을 하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중절권은

무제한은 아니라고 하였다. 판결은 임신기간을 3기(trimester)로 나누어, 최초의 12주(1기)에 관하여는 임신중의 여

성에게 州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격있는 의사에 의한 중절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중간의 12주(2기)에 관하여는 州에게는 모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중절수술을 행하는 의사의 자격, 장소 등

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여성은 의사와 상담한 연후 중절을 선택할 것이 인정되었다. 최후의 12주(3기)에 관하

여는 州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인정했다.

낙태찬성론을 pro-choice(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하고, 낙태반대론을

pro-life(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위 판결로 낙태가 허용되었다. 

4) 미국법의 경합범 가중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세 명을 살해하였다 하여 세 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海外法曹

부산지방변호사회•141

낙태를 허용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낙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를 끄는 주장이 있다.

즉 미국에서는 대도시의 범죄율이 1980년대까지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 원인을 두고 사회학자, 범죄학자,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

데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Steven Levitt)은 그 원인이 바로 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의 판결에 따른 낙태의 전국적 합법화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레빗에 의하면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의 판결이 있던 197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는 약 16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는 바로 이 1973년 전후에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태어났을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서 청년기로 들어섰을 시점이라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지금까

지 미국에서 대략 4천만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미성년자, 미혼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을 고려

하면 이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태어나는 아이들은 일반 중산층 가정 출신의 아이들에 비해

비행과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레빗의 분석은, 만약 태어

났더라면 범죄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은 태아들이 낙태를 통해 제거되면서 범죄가능성 자체가 봉쇄

되었다는 결론인 셈이다(이상은 Steven Levitt이 「괴짜 경제학, Freakonomics, 2005년」에서 주장

한 것이다).   

4) 판사가 검사를 쏘다

수사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검사

를 살해한 용의자가 전직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라니 가히 충격적이다. 미국 텍사스 주 코

프먼 카운티(Kaufman County)에서 두 명의 검사가 잇따라 피살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전직

판사 부부(에릭 윌리엄스, 킴 윌리엄스)가 체포되었다(4월).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31일 텍사스주 코프먼 카운티의 부검사(assistant district attorney) 마크

하스가 검찰청사 앞 주차장에서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데 이어, 3월 30일에는 하스 검사의 상사인

마이크 머클렐런드 검사(district attorney) 부부가 자택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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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에릭 윌리엄스 전 판사는 변

호사로 있다가 2011년 선거에 의해 코프만 카운티의 치안판사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인

2011년 5월에 에릭 윌리암스 판사가 카운티 청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훔쳐 들고 나오는 장면이 감

시카메라에 잡혔다. 이 일로 그는 2012년 3월에 절도죄(theft)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카운티의 검사

인 마이크 머클렐런드와 부검사 마크 하스가 그 재판에 관여하였다. 에릭 윌리암스는 혐의를 강력하

게 부인하였다. 하지만 배심(jury)은 유죄를 인정했고, 2012년 4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머클렐런드

검사는 논고(closing argument)를 통해, 피고인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공복이므로 징역 2년에 처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윌리암스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런 가운데 2013년 1월 31

일 마크 하스 부검사가 백주 대낮에(in broad daylight)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머클렐런드 검사

는 그 배후에 윌리암스가 있다고 확신했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머클렐런드 검사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부부가 함께 총기를 소지하였으나, 결국 3월 30일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요컨대 윌리엄스는 컴퓨터 모니터 몇 개를 훔친 절도죄로 변호사 자격과 판사직을 박탈당하자 생

계에도 곤란을 느꼈고, 이에 원한을 품고 아내와 공모하여 자신을 기소했던 부검사와 검사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렇게 판·검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총알(bullet)나 화살(arrow)을 얻어맞거나 하다니, 참으로 개

탄할 일이다. 그나마 우리 변호사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 제일 낫다고? 뭘 얻어먹느냐가 문제지.

욕(abuse)을 배불리 얻어먹으니...

5) 離婚扶養料(alimony, spousal support, maintenance)

미국에서는 이혼부양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배우자 일방(남편이든 처든 불문)이 이혼 이후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부양료로서 일시불(lump sum) 또는 분할지급(periodically)으로 한다. 이것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는 또 다른 것이다. 이혼하는 부부 양자 사이에 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있을

때에 능력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꼭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

은 아니다. 분할지급의 경우(영구적 이혼부양료-permanent alimony)는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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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또는 지급받는 상대방이 죽으면 지급이 종료되며, 지급받는 상대방이 재혼하여도 종료된다.

그런데 이 영구적 이혼부양료 지급을 둘러싸고 미전역에서 논쟁이 뜨겁다. 이것은 “후처들의 복

수(revenge of the second wives)”라고 부르기도 하는 현상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자. 어떤

이혼녀가 있었다.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 동창생 남자를 26년 만에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는 처와의 이혼 절차가 끝나자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남자는 이혼 후 순수입의 3분의 1을 전처에게 이혼부양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 남자의

수입이 이후에 줄어들게 되더라도 전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이 여자(후처)

자신의 수입에서 전처에게 지급하는 돈이 나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단체(sec-

ond wives club-후처들의 모임)를 조직하여 이 이혼부양료 폐지를 부르짖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이런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1년 동안 이

혼부양료로 지급된 금액이 82억 달러이다. 이혼부양료는 원래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수입도 없

는 약자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인정된 것이다(물론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더 능력이 있는 경우

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부양료를 지급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 미국 전

체적으로 보면 대학 졸업자는 여자가 더 많고, 부부 가운데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은 아내의 비율이

근 40%에 육박한다. 게다가 남자는 나이 들면 직장에서 그냥 쫓겨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후

처가 전처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된다. 게다가 여자의 수명이 좀 긴가. 어떤 이혼녀는 이혼부양료를 계

속받기 위하여, 좋아하는 남자와 동거는 해도 정식 재혼은 안한다. 어떤 경우는 겨우 몇 년 결혼생

활 한 후 수십 년간 이혼부양료를 지급한다. 또 자식들 다 키워 내보낸 전처는 이혼부양료로 평생 무

위도식한다. 이러니 이런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혼부양료 청구소송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폐지

에 반대하고, 이혼부양료가 폐지되면 이혼녀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하게 된다거나, 여자가 결혼하

면 직장보다 가사, 육아 등에 더 신경 씀으로 해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자기 계발의 기회를 상실하

는 불이익을 받는데, 이혼하고 나면 혼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그리고 동성결혼도 허용되니, 이런 부부의 이혼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할 것

이다).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전처들은 후처들의 모임에 대항하여 전처들의 모임(first wives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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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었다.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지 두고 볼 일이다.

6) 법조계의 불황

우리나라의 개인 변호사가 불황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내 대형 로펌들도 경기불황의 여

파로 소속변호사의 정년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년을 하향조정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등으

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 법조계에도 경기악화로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주요 법률회사들이

변호사와 직원들을 잇따라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불경기로 수임

사건 수가 줄었고, 고객들의 수임료 인하 요구마저 거세졌기 때문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유명 대형 법률회사인 ‘와일 곳샬(Weil Gotshal & Manges)’은 금년 6월, 60명

에 달하는 비구성원변호사(associates)와 110명의 직원(staffers)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변

호사가 1천 20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이 로펌의 연총수입(gross revenue)은 12억

3천만 달러이다. 이 법률회사는 최근까지 파산, 인수·합병 전문 법률회사로서의 명성에 힘입어 경

기침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특히 3년 6개월여에 걸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보호절차를 맡아

막대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송무(litigation)와 도산전문변호사(bank-

ruptcy associates)가 주요 해고 대상인데, 도산전문변호사는 20% 정도가 해고 당했다고 한다. 

워싱턴에 있는 로 앤드 로비 로펌(law and lobby firm) 패튼 보그스(Patton Boggs)는 그 동안의

경기불황에도 감원하지 않았으나, 금년 3월에 22명의 비구성원변호사(associates)를 포함한 65명

의 직원을 법률시장의 사정악화로 해고했었다. 그런데 6월에 또다시 파트너변호사(partners) 17명

이 조만간 회사를 떠난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패튼 보그스 측은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법률시장

에서 이러한 조치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다른 유수의 법률회사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

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로스쿨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즉 취업을 못한 로

스쿨 졸업생들이, 로스쿨을 상대로 엉터리 선전으로 자신들을 로스쿨로 오게 했다면서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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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생의 97%가 9개월 이내에 취직했다는 로스쿨(Southwestern Law

School)의 광고를 보고 진학했는데, 막상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해 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변호사로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

스쿨 졸업생중 어떤 이는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10만불이 넘는 학비 융자금

상환에 쩔쩔매고 있다. 현재 로스쿨을 상대로 약 20개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들은 법학교육계의

조직적인 사기극에 대항해 싸운다고 한다.

변호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은, 컴퓨터의 발달로 이전에 변호사가 하던 일들이 이제 컴퓨터

에 의하면 더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일본

1) 서자(庶子)의 상속분에 위헌판결

우리 민법은 상속분에 있어서 자녀들은 균분이다. 아들이냐 딸이냐 묻지 않고, 장남·차남의

구별도 없고, 기혼·미혼도 관계없고, 혼인중의 자(적자)냐 혼인외의 자(서자)냐 하는 것도 따지

지 않는다(전에는 경우에 따라 상속분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일본 민법에는 우리와 다

르게 서자에 대하여는 적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만 인정하고 있다(일본 민법 제900조 제4호5). 세

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적서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는데, 유독 일본과 필리핀만 이렇게 차별

하고 있다.

드디어 9월 4일 일본최고재판소는 위 민법 규정에 대하여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이라

고 판결하였다(1995년에는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원래 위와 같이 상속분에 차등을 둔 이유

는, 법률혼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자식은 선택

해서 서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를 물릴 수도 없지 않느냐, 서자는 적자의 2분의 1의 가치

밖에 없느냐는 등의 불만이 있어 왔다. 여하튼 세상은 변하여 사실혼, 미혼모도 엄청 늘어나 일

5)  일본법의 상속분은 이밖에도 우리와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식이 있을 때 배우자가 유산의 반을 가지고, 나머지 반을 자식
들이 가지게 되어 있으며, 또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부모의 일방만 같이 하는 형제자매(半血 형제자매-half blood)는 부모 쌍방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全血 형제자매-full blood)의 상속분의 2분의1을 상속한다. 

6) 우리나라의 혼외자 비율도 이와 비슷한데, 이는 여타 OECD국가의 평균인 30% 이상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숫자다. 그 원인은 낙태의
성행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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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경우 2012년 출생한 신생아 중 혼외자의 비율이 약 2%에 달했다6).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

이 위 위헌판결의 배경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서자가 아버지 사후에 적자와 같은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법원도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난 서자

에 대하여 적자와 같은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주저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지 망인의 배우자나 적자에게 대하여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 주장을 대폭 받아 들여 서자가 받

을 몫을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2) 즉독변호사(即独弁護士）와 노끼벤(ノキ弁）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수가 급증하여 그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이

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그 대책은 우리에게 도

움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즉독변호사란 즉시독립변호사의 줄인 말로 변호사 수습을 마치자마자 독립 개업하는 변호사를 말

한다. 지금까지 신규 변호사의 대부분은 기존 법률 사무소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 업무를

배우고 실무경험을 쌓아왔다(이런 변호사를 이소벤-イソ弁-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신규변호사 숫자는 늘어나고, 기존 법률사무소에의 취직이 어려워지자 즉독변호사수

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노끼벤이란 노끼사끼변호사(軒先弁護士)의 줄인말로, 기존의 법률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지

만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 사무실 공간

에 세 들어 사는 꼴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즉독변호사와 노끼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변호사연합회나 각

지방변호사회는 특히 즉독변호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노끼

벤은 그나마 주인인 변호사로부터 여러 가지 배울 기회가 있지만, 즉독변호사는 OJT(実地訓練)

의 기회도 없고, 개업자금 문제며, 사건유치의 문제 등 어려움이 많다. 일본에서는 튜터제도, 지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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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위탁 담당변호사제도, 개업지원정보 접수창구제도 등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문

제는 우리도 곧 직면하리라 본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7)

변호사로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일

본도 마찬가지다. 어느 젊은 변호사

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위한다. --

- 「힘들기는 힘들고 결코 쉽지는 않

으리라 생각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밥먹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

만으로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

다.(しんどいことはしんどいだろ

う、決して楽にはならないだろうと

も思いますが, 好きなことやつてご

飯を食べて生きていけるのだつた

らそれだけで幸せだと思います。）」

(일본변호사연합회, 自由と正義、 2013.2 참조)

3) 자매 변호사회 소식

우리 부산변호사회에서도 최근에 여러 분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2009년도 후꾸오까현 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이께나가 미쯔루(池永満)씨가 2012년 12월 1일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향년 66세).

우리 부산회와 일본 후꾸오까 변호사회가 교류를 시작한 지 23년째인데, 그간 여러 차례 이곳을 다

녀가고 회장까지 지낸 이가 사망하였다니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본인의 치료경험도 있어서일까, 환자의 권리에 관한 책들을 펴냈었다. 모두들 건강에 주의

합시다. Health is better than wealth 라 하지 않던가.

<故 이께나가 변호사와 그의 저서>

7) 일본에서는 이밖에도 변호사를 여러 부류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데, 대규모 법률사무소에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변호사는 부르벤(ブル
弁, 부르조아 변호사란 뜻), 개인 상대로 이혼, 채권추심 등을 담당하는 마치벤(町弁 동네변호사), 별도 사무실없이 집이 사무소인 타꾸벤
(宅弁), 사무실 없이 휴대폰 하나 달랑 들고 업무 보는 케이타이벤(携帶弁) 등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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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가. 필자가 우리나라 로스쿨제도 도입 논난이 있었던 2004년 무렵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

는 글을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양은 사전에서는 평소의 교양, 평소에 닦아 쌓은 교양이나 기술을 의미한다고 한다.

식견은 학식과 의견, 곧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견식, 지견 知見을 말하고, 교

양은 국어사전에 사회생활이나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이라 정

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법률가의 시야와 교양인지에 관하여 하나의 지표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양을 쓰지 않으면 교양이라는 것은 生長도 發展도 하지 않고 衰退해버리는 것이

다.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데까지 인생관을 그날그날의 생활, 어떠한 직업속에서 실천하지 않

으면 아니됩니다. 

일본 판사 세끼히로시(瀨木比呂志)가 지은 책 ‘민사소송실무와 제도의 초점- 실무가, 연구

자, 법학대학원생과 시민을 위하여-民事訴訟實務と 制度の焦點-實務家,硏究者,法學大學院

* 법무법인 국제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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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と 市民のために’(판례 타이무스사タイムス社)의 제6장에 법률가의 시야와 교양이라는 장

이 있었습니다.

일본 법률가의 글이지만 우리나라 법조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2007년 무렵 번역하여 보

았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최근에야 톨스토이의 「이반 이리이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읽어 보았습니다. 제

정러시아 시대의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죽음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키 히로시의

글에는 이미 소개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가들도 읽어 두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책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이러한 분야를 다룬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같습니다.

혹 젊은 분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 보시도록 자료로서 남겨둡니다.

그리고 로빈 S. 사르마의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찾

아가는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삼성미디어에서 출판되었음-라는 변호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

있었습니다. 2000년 무렵 읽은 책인데, 새겨둘만한 내용을 서머리하여 소개하여 봅니다.

나. 법률가에게 왜 그러한 識見이 요구되는가 

세끼히로시판사의 아래 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소개하여 봅니다.

법률가에게 왜 그러한 識見이 요구되는가 하면,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識見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당사자를 만족, 납득시키는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 의미에는 「과정」이라는 측면 쪽이 보다 「識見」과의 연결이 강할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

면 같은 내용의 和解로 이르는 데에도 당사자(대리인도 포함하여)에게 「그 나름대로 무게가 있

는 말이구나.」라고 느끼게 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와 「그저 저 재판관으로서는 그 정도구나.」라고

느끼게 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와는 다를 것이다. 전형적인 「결과」인 「판결」에 대해서도, 그 중에

서 과정적인 부분인 「이유」, 특히  전체적인 논리의 배치와 조립, 그 배경이 있는 시점과 규모에

는 정해진 한도에서, 먼저 말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식견」이 관계되어 올 것이다(이유의 충실도

는 어떤 판결이 가치 있는 판례로 될 수 있는지 어떤지의 試金石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요리에서는 「숨은 비법」, 국물의 맛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그

렇게 다르지 않더라도 먹어보면 한 맛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그런 감각의 차이다. 논

문, 서적, 강연, 판례 등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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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차 

세끼판사의 글의 목차를 소개하여 둡니다.

Ⅰ. 머리말

1.시야와 교양의 의미

2. 교류, 통찰, 프레젠테이션의 능력과 기술

Ⅱ. 일반적인 시야, 교양을 높이기 위한 매체

1. 인문, 사회과학

⑴ 철학

⑵ 인문, 사회과학, 사상, 사회

2. 정신의학, 심리학 등

3. 자연과학

4. 예술

⑴문학

(2)영화

(3) 음악

⑷ 미술. 사진. 만화 

⑸ 시간 활용법, 콜렉션등

①시간 활용법

②콜렉션

③ 취미 등

2. 머리말

가. 시야와 교양의 의미

⑴ 일본에서도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識見」으로서 「폭넓은 교양으로 지탱

해온 시야의 폭,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력」등 이

거론되어 지고 있다.

이런 요소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포함한 법률가 전반에 요구되

어지는 識見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가치관계적인 요소를

담은 법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교양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가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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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그러면 평균적인 법률가는 이 같은 시야와 교양을 충분히 준비해놓고 있을까. 필자의 경험으로

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세상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법률가는 서적이나

신문 등도 꽤 읽으며 세상의 흐름을 대충 이해하면서 그 대다수는 지식인으로서 일단은 자격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이라는 일반적 교양의 수준

보다는 얼마만큼 깊이가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람 고유의 Vision과 Perspective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人間知.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의 기반이 되는 교양에 대해서는, 저널리스트, 문

화계 연구자 일반, 혹은 다른 방면의 知的職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⑶ 이러한 관점과의 관련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양」이 어디까지 血肉化되어 있는지, 그 사람

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본의 戰後 사상에서 큰 문제의 하나인 「轉向論」은 이것과 관계되어 있다. 일본 지식인의 「사

상」은, 특히 예전의 좌익사상을 담은 그 시대의 색다른 輸入思想은 그것에 따라 자신이 다른 사

람보다 뛰어나고, 뛰어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내지는 「패션」이라

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사상, 교양은 세상의 潮流가 바뀌던지, 혹은 그 사람을 둘러

싼 개인적인 상황이 변하면 유행에 뒤처진 옷이 버려지는 것처럼 말끔하게 처리되어져 버린다.

그 후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옷감이며 숨겨진 갈망이다. 그것은 転向의 경우에는 종종 국가주

의, 집단주의이며, 집과 마을의 사상, 토착화 된 생활 감각이며,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중심주

의, 혈족 에고이즘, 감추어져 있던 권력욕인 것이다.

이러한 전향은, 과거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을 得, 旣得權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속

하는 개인이 처음 가진 마음과 이상을 잃고, 아니면 그것만은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선을 밟고

넘어가는 것, 밟고 넘어가더라도 자기 정당화에 따라 그 점을 알아차리지 않는 것은 극히 용이

한 일이다. 필자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理想과 자기 이미지와 내면에 있는 권력욕과 상승지향,

엘리트 지향의 차이에 상처받아 넘어지는 법률가를 여러 명 알고 있다.

轉向은, 대중사회에서도 그 모양을 바꾼 것만으로,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다.(또한, 필자 자신의

轉向論에 대해서는 본서의 끝부분의 목록(166)에 실어놓은 「내적 轉向論」또는 「마음을 요구하

며」에 있는  「우리 마을」의 장을 펼쳐 보길 바란다.)

미국에서는 소위  「붉은 사냥」,맥카시즘의 움직임이 여기에 해당되고 현대 미국의 전반적인 보

수화  「강한 미국」의 이미지에 대한 환상과 이것에 대한 고착도 일종의 集團的 轉向, 退行現象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 세상에는 이러한 병폐를 避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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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는 드물 것이다. 소극적 현상유지, 무사 안일주의, 사대주의, 미래의 막연한 불안, 자신

과 다른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 대한 증오심, 그런 분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세계 전반

을 뒤덮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특히 그 경향이 강하다고 하면, 그것은 이 두 개의 사회에 있어 대중사회화,

그것에 동반되는(좋지 않은 뜻의) 포퓨리즘(즉, 대중영합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한 포퓨리즘은 민주주의의 陰地 같은 부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그 사회의 악재적인 포퓨리즘의 경향과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것은

결국 사회와 그 구성원의 民度의 문제이고, 그 民度를 구성하는 하나의 큰 요소는 앞에서 말한

듯한 「識見」, 「시야와 교양」일 것이다.

(4) 「전문가도 서민적이기를 바란다.」라는 바람은 옳기는 하지만 그것은 「서민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하는 의미인 것이다. 온천여행이나 그 지방의 술을 즐긴다던가, TV와이드 쇼를 좋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운치가 없는 듯하지만, 종종 앞의 2개의 사항은 혼동되고 있다. 대중

사회에서는 많은 미디어가 반은 고의로, 반은 무의식  중에 이런 혼동을 저지르는 습성이 있

다. 영국의 지식인 작가 E. M. 포스터는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강연장에서 「나는 서민적인 사

람을 더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은 없어요.」라는 말을 했다. 이것

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轉向」은 소위 무리하게 애쓴 「지식인」 스스로의 알력과 모순에 못 견디고 한꺼번에

「장식으로서의 사상」을 없애, 자신 스스로의 내부에 있는 「서민적인 것(자신의 입장에서 생각

하는 서민의 이미지)」에 정착하려는 정신적인 움직임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문가, 법률가로서 훌륭한 일을 해내기 위한 「視野와 敎養」은 그러한 꾸밈이나 임기응

변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의미가 없다. 보기에는 훌륭하지 않아도 그 사람 나름의 확실

한 교양과 식견, 그러한 것이 항상 몸에 베여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 납득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그럼 필자에게 그러한 시야, 교양, 식견이 있을까 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적어도 필자

는 훌륭한 인간은 아니고, 사실을 말하면 세간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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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적, 음악, 영화 등을 소꿉친구처럼 친근감 또는 어느 정도의 폭넓은 세계와 교섭을

가지고 그 세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경험에서, 적어도 앞에서 말한 것 같

은 시야, 교양, 식견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부분 필자 보다 젊은 세대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세계에 대해

서 조금 槪觀을 시도해 보고자한다 (한 번 더 말해둔다면, 어디까지나 법률가가 그 인격이나

시야의 폭을 넓히기 위해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필자가 생각한바, 어느 정도 私見을 논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 뜻은 이 서적 외의 부분과는 논하는 경향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전에 시야와 교양이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과 기술의 전형적인 교류, 통찰, 프레젠테

이션의 능력과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두려고 한다.

나. 교류, 통찰, 프레젠테이션의 능력과 기술

⑴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과의 교제의 능력과 기술이 아니다. 그런 것은 개개인

의 인간이 천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크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류와 통찰이라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서의 사

람과 意思교환이나 감정의 교환, 혹은 이 서적에서 몇 번이나 서술해 온

시점의 이동과 교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나 느끼는 것을 이

해하는 능력 등을 뜻하고 있다.

앞의 2개의 교류 능력 중 前者(일반적인 사람과의 교제능력과 기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야를 넓혀 교양을 쌓아감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

니다. 또 좁은 무리나 집단 속에서는 높은 識見은 오히려 일정한 敬遠을

초래할 요소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後者(다른 세계의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능력과 기술)는 그 사

람의 교양, 識見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의 사람들

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교양, 식견,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시야의 폭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그런 것은 塹壕型이라 불리는

일본 사회 속에서 개인이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한다. 다

른 세계의 사람이 어떤 세계로 귀속하는 인간에게 정말 감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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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법률가는 더 내면적인 것을 축척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⑵ 프레젠테이션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지금까지의 필자의 경험으로는 법률가에게는 아무래도 내용이 재미있는 강연이나 강의를 하

는 능력이 부족한 듯이 생각된다. 보통 이것은 일본지식인이면 일반적으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가의 경우에는 직업상, 조금 더 이러한 능력과 기술이 있어도 좋을 듯하다.

이것에 관하여도, 앞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타고난 달변가, 그것에 의해 사람을 끌어

당기는 능력은 바꾸기는 힘들다.

이것은 변호사 중에, 능숙한 강연이나 달변가가 계신다. 설령 그다지 높은 수준의 내용이 담겨

져 있지 않을지언정, 듣는 사람의 흥미를 돋구어내어 그 사람이 한눈 팔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친근감 있게 말하는 데는 뛰어나다. 

재판관의 경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듯하다. 무례한 듯 하지만 연구하는 사람

중에도 누구나가 모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중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맨 처음에 「저의 얘기는 별 것은 없지만 무언가 이야기 해보도록 이라는 것이어서」라는 서두의

글이(한마디로 어쨌든) 계속하여 생각이 난다. 시작해보면 실제로는 특별히 흥미를 끄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듣는 이에게 주어지는 정보량이 모자라고, 이야기의 진행방향도 연

구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듣는 이가 흥미를 잃어 졸린다든지, 갑갑해 하거나 하는 데에 그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혹은 듣는 이가 존다든지 질문에 파고든다든지 하면 몹시 마음 상해

한다. 전형적으로는 그런 패턴이다.

위와 같은 일로 마음을 상해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신의 문장이나 그림을 관객이 즐거워하지

않음을 괘씸하다고 하거나, 자신의 예술에 관객이 갈채를 보내지 않는 것을 괘씸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분명 관객이 나쁜 면도 있겠지만 그것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다다랐을 때에 비

로소 할 수 있는 것으로 극히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주최 측에 책임이 있는 일이 크다.

대체로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의뢰는 완곡하게 거절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명령받았기 때문에」라는 조직의 논리를 사용하여 도피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청중은 처음부터 재미없다고 정해진 이야기를 들을 의무 따위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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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한하여, 먼저 말한바와 같이 좀 집요한 코멘트나 질문을 하면

꽤 감정적이 된다. “뭐야, 사실은 자존심과 自己愛가 강하잖아요.” 라는 의미이다(또한, 이상

과 같은 배려는 재판관이나 변호사 간의 연구회나 회합 등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석자

가 많다고 말하기 전에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위의 입

장 「즉, 개최 측, 들려주는 측의 입장」이 되면 그런 배려가 결핍되기 쉬운 듯이 느껴지므로 자

숙하는 의미도 포함하여 한마디 해둔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달변가가 비교적 많은 것은 원래 성격에 의한 점도 있겠으나, 본인이 경험

으로 단련시킨 것에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생각한다.

⑶ 그러나 타고난 화술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실속 있는 이야기를 하고 관객이 지겨워하는 것 같으

면 잠깐 분위기를 바꾸어, 듣는 이가 흥미로우며 들을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되는 것이다. 이것

은 훈련문제이고 감수성과 delicacy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역시 앞에서 논한 시야와

교양일 것이다. 

또한 시간의 배분도 중요하다. 학회, 연구회 등의 보고에는 대개 30분 정도이다. 시간을 꼭 지

키는 것과 자신이 하려는 말을 그 시간 내에 최대한 정확하게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적는 경우와 같아서 그 사람의 역량과 축적 등이 중시된다.

또한 앞의 분위기 전환에 대해 덧붙인다면 유머나 위트는 꽤 높은 표현이고 역시 특별한 재능

이 없는 자가 근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요전 경우에 따라서는 소품까지 동원하는 joke

를 비교적 딱딱한 이야기 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웃음이 나오지는 않는다. 웃음이

나 감정의 해방은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 계획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며

그것은 실로 예술의 경지에 이른다. 아마추어가 연예인을 흉내 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보통

사람에 있어서의 분위기 전환은 그 사람의 참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것이 좋다(이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⑷ 이상, 요컨대, 타고나지 않은 화술로 사람을 동요시키는 것은 결국 이야기의 내용, 화자의 내

적인 축적, 그리고 듣는 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과 기술에 의한 것이다.

남의 문장을 읽을 때, 보다 넓게 이야기 하면, 남의 창작품을 受容할 때, 이런 표현의 기술의

부분에도 마음을 쓰면 독해와 鑑賞의 기술뿐만 아니라 표현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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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가능한 수준 높은 대상에 접하도록 마음속에 새겨두는 일도 필요하다.

장르를 불문하고 베스트셀러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과 양에는 당연히 제약이 있다. 자신

이 정말 듣고자 하는 「소리」를 찾는 노력, 그것을 보고 싶다는 절실한 갈망이 필요하다.

3. 일반적인 시야, 교양을 높이기 위한 매체

서적에 대해서는 매진, 절판이 될 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빼

고는 적지 않았다. 또한 他社가 再刊하는 것도 상세하게 체크까지는 하지 않았다. 물론 대충의 확인

은 했으나, 주문 등을 받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인터넷이나 도서목록을 이용하여 독자도 확인해주기

를 바란다(또한 매진, 절판된 서적도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중고 책으로 구입할 수 있다.). 表記에 대

해서는 서적의 副題, 번역자는 생략하고 문학에 대해서는 卷數나  上, 下卷 등의 기재도 생략한다.

또 人名을 풀 네임 등으로 하는 것 등도 통일하지 않았다(대충 통상 쓰이고 있는 것을 취했다.).

가. 인문, 사회과학

⑴ 철학

① 哲學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 학문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지금에 와서는 자연과학

이 그 중요한 영역을 대부분 침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간, 공간론은 현재에는 물리학의

영역이고, 인간이라는 對象도 생물학, 인류학, 동물행동학 등에 따라 그 外側에서 보다 객

관적으로 탐구되어졌다. 인식론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의 경과 중에 마침내는 과학의 영역

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는 독서 장르가 남아있는 것은 사고하기 위한 기술, Perspec-

tive vision을 형성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또 서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흥미롭기 때문일 것이다.

② 哲學書의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 소설 이상으로 기호 문제이다. 어떤 사람에 있어서 재미있

는 것도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전혀 흥미롭지 않다.

이런 점에서 入門書로서는 상당히 어려우나 「서양 철학사(1 내지 3)(러셀, 미스즈 書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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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世界像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인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줄 것과는 반대로 우

선 3권 째부터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단, 왠지 「근대」의 첫 부분만은 2권 째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둔다.).

작가인 러셀은 마키아벨리의 「君主論」(岩波文庫 等)도 철학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킨다. 유명

한 반면, 그다지 많이 읽혀지지 않는 이 서적도 재미있다. 「인간의 두뇌는 A.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  B.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C.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라

는 3종류로 나뉘지만 君主의 필요충분조건은 B정도의 레벨이다.」라는 어조로 속마음 이외는

전혀 쓰지 않는(못썼다?) 마키아벨리라는 남자는 매우 정직하고 솔직해서 필자는 그 점에서

는 공감한다. 단순한 권모술수적인 글이 아니고, 리얼하며 形而下學的인 人間知의 견본이다.

이미 언급했던 鶴見俊輔의 철학은 일본철학의 식민지적인 성격에 절망과 반성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의 pragmatism을 일본 토착사상, 서민의 사상과 연결하는 속에서 살아 남기려는 것이다.

전집의 일부인 「鶴見俊輔 集1 미국철학」 「同4 轉向硏究」(築摩書房) 외에 오리지널 서적은 도

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말은 부드러운 듯 하지만 사고는 깊다. 설명을 그다지 하지 않는 사

람이라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鶴見俊輔는 귀족적이지만, 보다 서민적인 시점에서 철학을 脫構築한 思想家가 福田定良으

로 「나와 철학과의 묘한 관계에 관한 고백」(法政大學出版局)을 권한다.

⑵ 인문, 사회과학, 사상, 사회

① 이것도 상당히 넓은 분야이므로,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으나 예를 들면

필자의 경우 「프로테스탄티즘 倫理와 資本主義의 精神」(웨버, 岩波文庫等),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맨하임 未來社), 「일반 언어학 강의」(소쉬르, 岩波書店) 라고 하는 古典은 자신의

생각이나 윤리의 틀을 형성, 수정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그냥 지식으로서 읽는 것이 아니고

저자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는 서적을 찾는 것이다.(또한 山本교

수님께서는 「법률가의 기본적인 소질로서 경제학 문헌도 거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의견

도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의 근대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의 二項對立과 최근의 Global-

ization의 관계 등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거짓반응도 있고, 또한 필자의 독서

량의 부족 등에서 적당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어려웠다.(경제학 proper서적은 아니지만

②에서 거론한 스티그릿츠의 著作에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경제학이 완수해야 할 역할에 대

한 고찰이 포함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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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日本人論, 일본과 미국. 세계

흥미롭게 느낀 사람도 많을 법한 위의 테마 중에서 몇 개를 들어보려 한다. 「국화와 칼」(루

스 베네딕트 講談社學術文學)는 日本人論의 古典. 쓰여 진 시대와 자료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 서 도 상당히 示唆的이다.

그 「국화와 칼」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내적인 외국」(더글러스 라미스, 時事通信社), 그리고

동일한 저자에 의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영어회화」(晶文社)는 좌익 사상가에 의한 內在的인

日本人論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서적이다. 

「일본/권력구조의 수수깨끼(上,下)」(하야카와 文庫) 로 알려진 카렐 반 웰프렌의 일본 분석

도 모두 읽을 만하다.

일본에 능통한 지식인에 의한 계발적인 비판으로서 본서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知

의 鎖國 - 외국인을 排除하는 일본의 知識人 産業」(아이반 홀, 每日新聞社)이다.

외국인의 변호사, 특파원, 대학교수, 과학자와 유학생, 비평가에게 일본인에 대한 불공평

함, 일시적인 손님으로서는 환영하지만, 계속적인 깊은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솔직하게 말하고, 특히 외국인 대학교수의 지위의 불안정함

을 논한 부분 등은 깊게 생각하게 한다.

日本과 미국의 관계를 포함한 현대세계의 鳥瞰圖를 제공하려는 서적으로서는 최근 국제 정

치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著作에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도 프랑스 인류학에 의한 「帝

國以後」(에마누엘 토드, 藤原書店)는 매우 재미있고 才氣발랄하다.(또한, 토드는 학생운동

시대에 자주 읽혀진 작자, 폴 니잔의 손자). 한권 더 말해보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諸國에

대한 戰後 미국의 정책을 緻密하게 분석한 미국의 정치학자의 著書 「미국 帝國에 報復」(찰

스 존슨, 集英社)이 객관적 비판으로서 뛰어난 것이다.

글로벌리즘의 功罪에 대해서는, 클린턴 정권의 顧問이었던 노벨상 경제학자의 「세계를 불

행하게 한 글로벌리즘의 正體」(죠셉.E. 스티그릿, 德間書店)가 객관적이다. 앞서 말한 월프

렌도 일본, 미국 관계와 글로벌리즘에 관하여 훌륭한 책을 썼다. 읽을 만한 것에는 사회를

황폐화시킨 미국 비즈니스의 모습을 活字한 「월마트」(밥 올데커, 日經BP社)가 이 이후 일본

사회에 警鐘이 될 것이다. 또 「묵살(上, 下)」(仲晃, NHK books)은 포츠담 선언과 원폭투하

에 진실을 조사한 勞作(훌륭한 사실 인정)으로 저자가 反美的인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당

시의 세계(특히 미국)가, 일본에 대단한 편견과 차별의식 그리고, 정치의 비정함이 전해진

다. 「용서 못할 전쟁」(조지.W. 다워, 平凡社 라이브러리)도 태평양 전쟁의 심리적 기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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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미국, 일본 양쪽의 인종차별관을 가차 없이 파헤친 작품으로 우리들의 잠재의식에 있

는 흉악스런 차별관과 그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절절히 동감케 한다.

그 밖에도 미국의 左翼에 의한 미국분석, 비판에 관한 서적도 예리하게 논한 것이 많다. 영

화감독, 마이클 무어의 책이 유명한데 좀 조사해보면 보다 포괄적이고 자세한 서적이 여러

권 눈에 띌 것이다.(무어의 재능은 역시 영화에 있다.). 상당히 강렬하며 신랄한 한권을 든

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미국 민주주의」(그레그 퍼레스트, 角川文庫)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세, 삶」이라는 테마를 側面에서 비춰서 戰中, 戰後의 시대를 나타낸

뛰어난 自傳的인 것을 몇 개 소개해 두겠다. 「쇼스타 코비치의 증언」(S. 볼코프 編, 中公文

庫)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인 쇼스타 코비치에 의한 스탈린 시대에 대한 증

언, 깊이 있는 뉘앙스가 풍부한 필체는 그가 음악에 표현하는 복잡한 印象과 놀랄 만큼 가

깝다. 「잠들 수 없는 시대」(릴리앙 헬멘, 치쿠마文庫)는 미국의 여성 극작가에 의한 Mc-

carthyism의 시대(빨갱이 사냥)에 대한 증언, 헬멘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적인 이야

기도 있지만 이 짧은 서적에는 疎外와 굴욕의 시대를 살아남은 자유주의 지식인의 체험적

인 위력이 있다. 「안네의 일기 완전판」(안네 프랑크, 文春文庫)는 「완전판」이라는 점에 의미

가 있다. 완전판에는 그녀의 에고, 증오와 갈등, 性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앞선 책에서는 아

버지에 의해 삭제되어졌던 記述이 그대로 복원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일기가 분실되지 않

고 남은 것은 우연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필연이기도 하다. 안네의 가족

이 연행된 후 바닥에 흩어진 일기를 주워 모아 보존한 여성 미프 히스는 만약 자신이 그 내

용을 읽었더라면, 그 위험성(일기가 나치스에 발각될 경우 거기에 적혀진 정보로 여러 유대

인 支援者에게 害를 입힌다.)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었겠지 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스가 그것을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하나의 필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

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일기는 역시 남아야할 것이 남은 것이다.

이 자전적인 작품의 공통된 테마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흐름에 역류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고, 어떠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가라는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순응한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개인으로서의 삶의 존엄성이 예리하게 새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적들은 戰中, 戰後의 또 현대의 일본인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인 示唆

와 비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戰中, 戰後의 일본인의 삶, 그 저항과 轉向의 기록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鶴見俊輔의

여러 작품 중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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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의학, 심리학 등

⑴ 법률가, 특히 재판관에 있어서는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을 가능한 과학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고, 앞의 문장과 같은 학문과 카운슬링의 기초지식에 대해서는, 만약 필자라면 다른

학과나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여 법과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이러한 지식의 유무로 사람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바뀐다. 인간도 인식하며 생각하는 동물에

지나지 않고, 약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학문은 後記의 생물학 등과 함

께 법률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⑵ 槪說書, 古典, 혹은 문화계통의 書籍 등,  전문서적은 읽어가는 동안 어느 정도의 감각은 생기

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서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古典은 한번 정도는 꼼꼼하게 읽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槪說書라도 좋지

만, 오리지널 쪽이  읽을 것이 많다.).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프로이트의 논문을 편집한 「自我論集」, 「에로스 論集」(모두 치

쿠마 學藝文庫)을 권한다. 미스즈 書房의 정신의학, 심리학의 섹션도 충실하다.

⑶ 필자가 체험한 森田요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저의 拙著 「마음을 찾아서」의 「나의 투병기」에

서도 그 사상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게 썼고, 전문서로서는 「森田療法의 이론과 실제」(岩井寬

= 阿部享, 金剛出版)가 있다. 의학서이기는 하나,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울증에 관한 서적은 최근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에서 우울증의 요법 중의 하나

인 認知療法에 관한 「언짢은 기분이며, 안녕(增補改訂 제 2판)」(데이빗 D. 번즈, 星和書店)은

우울증에 관한 일반이론과 그 메커니즘을 아마추어라도 알기 쉽게 해석한 좋은 책이다.

⑷ 착한 아이의 「과다 분발 증후군」은 어른에게도 일어나지만(최근에는 이것으로 퇴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失速하는 착한 아이들」(三好邦雄 角川文庫)은 전문 소아과 의사가 지은 매우 읽

기 쉬운 책.  훌륭한 변호사에게도 친근감 있는 實務者 感覺으로 써져 있다. 또한 이 저자는 「深

窓의 서민」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냈다. 분명 최근은 재판소 직원에게도 때때로 이 「深窓

의 서민」이 있는 듯, 약한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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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스페르가 증후군(고기능 自閉)은, 가벼운 정도는 지나쳐버리므로 실제

로는 대단히 수가 많다. 자연 과학자 중에는 그 경향이 있는 사람이 제법 존재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지식은 아마 요즘 현대의 아이들의 상황을 알기 위하는 데에도 쓸모 있을 것이다. 흥

미로운 自傳書로는 「自閉症 이였던 나에게」(도너 윌리엄즈, 新潮文庫), 「나는 자폐증으로 태어

나서」(템플 그란딘 = 마가렛트 M. 스카리아노, 學習硏究社)가 있다. 著者는 모두 여성, 소위

前者는 예술계, 後者는 理科系의 자폐아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초보자라도 읽을 수 있는 전

문서로서 「自閉症과 아스페르가 증후군」(우터 후리스 編著, 東京書籍)이 있다.

다. 자연과학

⑴ 자연과학서는, 우리들 인식의 틀을 크게 바꾸거나 넓혀준다는 의미로 자극적이며, 또한 정신적

으로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인간의 압도적인 왜소함, 그 이면에 있는 위대함을 알 수 있다.

「과학혁명의 構造」(토마스 쿤, 미스즈 書房)는 현대 과학사의 古典. 그 「패러다임 이론」은, 자연

과학에 머물지 않는 광범위한 영향을 전반적인 학문의 세계에 부여하였다.

⑵ 상대성 이론, 量子力學, 天文學 등에 관한 서적은 모두 흥미롭지만, 너무 난해하고, 단순한 槪

說書이거나 하여 적절한 서적을 고르는 것은 어렵다.

필자에게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우주」, 「우주의 구조와 에너지」(모두 佐藤文隆, 朝日文

庫)는 느낌이 좋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재미있었다. 또 「量子力學과 나」(朝永振一郞, 岩波文庫)는

專門的인 부분과 에세이 적인 부분이 뒤섞여 있지만, 문장은 이해하기 쉽다. 講談社, 블루박

스, 혹은 미스즈 書房과 岩波書店의 과학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⑶ 생물학, 인류학, 동물행동학 등

「攻擊」(콘러트 로렌츠, 미스즈 書房)은 攻擊이라는 동물행위가 행하고 있는 종족 보존을 위한

숨겨진 역할을 고찰한 서적. 아울러, 인간 행동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 학설

은 요즘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듯하나, 어쨌든 의표를 찌르는 묘미가 넘치고 있다.

동일한 手法을 계속 속된 속설로 응용한 서적은 많이 있으나, 「사랑은 왜 끝나는 가」(허렌 E.

피셔, 草思社)는, 適者生存을 위한 번식전략으로서는 계속 되어온 일부일처제보다도 순차적인

일부일처제가 탁월하며, 이혼은 결혼과 동일한 種의 필연이라고 하는 도발적인 서적. 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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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른 하나의 견해이지만, 이혼 소송을 다양하게 보면 상당히 설득적이다.

과학자 중에는, 魂과 意識에는 신경세포 이상의 실질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

지만, 「DNA에 魂은 있는가」(프란시스 클릭, 講談社)는, 그 중에서도 설득력 있는 것 중의 하나이

다. 단순한 人間 機械論에 빠져있지는 않다(또한 저자는 DNA의 2중 螺線構造 發見者의 한 사람).

새로운 과학론의 하나.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는 「카오스」(제임스 그릭, 新潮文庫)가 잘 정리 해

놓았고, 재미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관한 과학서로서, ecology의 고전인 「沈黙의 봄」(레이첼 커슨, 新潮文庫)

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環境 호르몬에 대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빼앗긴 미래」(시어 골본

外, 翔泳社), 그리고 과학자의 입장에서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現象의 거짓과 위험성을 고발

한 「사람은 왜 가짜 과학에 속는가(上, 下)」(칼 세건, 新潮文庫)를 들고 싶다(또한, 세건은

NASA의 惑星探査계획 등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라. 예술

예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상적인 영역, 내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 이

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무게에 匹敵하는 어떤 확실한 리얼리티를 제공하고, 그것에 의해

우리들 세계와 인생을 측면에서 비춰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인 것이다. 그 의미에

서는 예술은 우리들의 현실인식을 단련시키기 위해 유용한 것이고, 또 우리들의 감각, 감수성 사고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人間知,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

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교양」이라는 의미에서도 이미 논했던 인문, 사회과학등과 함께 중요하다.

또한, 문학이외의 쟝르에 대해서는 감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률가와 연결하여 논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무리해서 한다면 안 될 리도 없겠지만, 오히려 취미처럼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

이다.) 또,(5)의 「시간을 내는 법, 콜렉션 등」의 항목은 젊은이 들   에게 서 자주 받는 질문(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콜렉션은 어떻게 정리해 둡니까 등) 에 대한 답을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정도로 기입해 둔 것이다.

⑴ 문학

① 문학이라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소설로 줄여서 (시, 희곡, 비평은 각각 그것들을 읽기 위

한 정도의 경험, 수련을 필요로 하는 점이 있다.) 또, 법률가가 읽어서 재미있고, 혹은 뭔가를 생

각하게 하는 힌트적인 관점에서 선택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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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대문학의 원점 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문학에서는, 역시 스탕달 (적과 흑)  「팔렘의  수

도원 등」이, 프랑스 심리소설의 선배들을 앞질러, 첫 번째 대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깔끔하면

서 리얼한 심리분석은, 오늘날에도 전혀 퇴색 되지 않았다. 그의 연애 소설은, 마치 논문과 같이

인물 등의 행동과 그 동기가 딱 맞게 짜여 짐 으로써 성립되었다. 감미로운 소설에 익숙 되어져

있던 당시의 일반 독자는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뢰벨(「보봐리 부인」,「감정교육」등)은, 흔한 인물과 사건을 題材로, 더욱이 꼼꼼한  사람의 이미

지를 추구하고, 20세기 소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보봐리 부인」의 절박한 암울함. 「감정교육」의 온화함과 유유한 시간의 흐름, 어느 것이나 다 훌

륭하다. (또한, 「감정교육」은 그 제목으로 敬遠되는듯 하지만 아련한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도 있

어. 결코 어려운 소설은 아니다)

프뢰벨을 이은 모파상의 최고작 「여자의 일생」 (岩波文庫等)도 한번쯤 읽어 봐야할 秀作이다.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치쿠마文庫等)는,「窮極의 소설」 이라 말할 수 있는 작품.

인생의 전부를 통찰한 혹은, 모든 것에 질려버린 지칠 대로 지쳐 버린 듯 한 그런 인생의 어느 시

점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기억」이라는 것의 복잡한 마음을 끝까지 파헤치려한 작품

으로서 「기억의 變容, 改變」 등도 심층부위에서는 관련되어 있다)

이 프랑스의 모든 작품들은 리얼리즘과 로멘티시즘이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그 훌륭한

균형의 美에도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들 내면적인 현실도, 이 2개의 바란스 위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다음으로는 법률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톨스토이의 「이반 이리이치의 죽음」(바벨의 도서관 16 「러시아 단편집」 「國書 刊行會」 岩波

文庫 (이반 이리이치의 죽음」) 은 後進 資本主義 국가 러시아의 여린 官僚裁判官인 이반 이리이

치에 주어진 가혹한 고통과 죽음의 시련을, 晩年의 톨스토이가 강렬하며 응축된 필체로 써내려

간 걸작이다.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초월한 보편적인 은총의 가능성이,

물리학의 정밀한 실험처럼 정확하며 엄격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특별기고

164•제31호 부산법조

까뮈는 「이방인」 (新潮 文庫 等)에서도 재판을 다루었지만, 「轉落, 追放과 王國」 (新潮 文庫 等)에

수록되어진 「轉落」에서는,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여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되어 스스로 암스

텔담으로 도망가 「改悛한 판사」로 칭하며 다른 사람의 위에 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분석함에 따

라 남을 분석해가려는 복잡하고 굴절된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반 이리이치와 같

이 필자의 거울이며, 또 여러분의 거울일수도 있을 것 이다.

멜빌 「代書人 바트루비」 (바벨의 도서관 9 「메르빌」(國書 刊行 會)에서는 변호사는 話者의 위치로

물러 나있다. 그가 하는 말은 얌전하지만 흔히 볼 수 없었던  代書人 바트루비의 기묘한 삶과 죽

음의 운명이다. 평범한 변호사의 論理, 일상의 평범한 친절은, 바트루비의 보다 순수하고 티 없

는 「이노센스한 논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것이고, 아이나 예언자와 같은 바트루비는,

방랑하는 죄 때문에 감옥에서 죽는다. 변호사는, 바트루비의 죽음에 의해 자신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 을 깨닫고 상당히 슬퍼한다.

카프카는, 그 자신이 법률가 (勞動者 災害 保險局 勤務官僚)였다. 그는 자신의 일을 싫어했으나,

그가 배운 법학은, 그 치밀하고 정확한 문체에 여실히 잘 들어나 있다. 「심판」, 「판결」등은 찾을

것 까지도 없이 그의 작품 중 상당수는 그의 靈感의 일부를 설화나 종교의 이미지뿐만 아니며, 그

가 익힌 법률의 이미지에서 얻은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해본다.

카프카의 문체는 정교하고, 그 사상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그 詩는 散文

의 가장 깊은 곳의 아련한 부분에서 느낄 수 있다. 

카프카에 대해서는, 「集英社 갤러리 세계의 문학12 (내용은, 20세기 독일등의 作品集)」에 포함되

어져 있는 全短篇, 그리고 「城」 (角川 文庫 等)이 가장 수준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법률가를 주인공으로 하지는 않고 (주인공은 나치스시대에 미국의 스파이가 된 독일 출신

의 미국인 예술가) 저자가 법률가도 아니지만 도덕(morals) 과 正義의 문제, 그 난해함에 깊숙이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以上과 같은 작품과의 친근감을 강하게 느끼는 작품으로서, 카르보네가트의 「엄마

인 밤」 (白水 U books)을 소개하고자 한다.  村上春樹에게 큰 영향을 준 미국작가의 이 작품은 현재라

면 村上가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쓴 최고작이라 해도 통 할 수 있을 정도로 村上의 작품의 느낌이다.  

그러나 村上의 작품 중, 이렇게 철저하며 또 아이러니컬 하며 도덕적인 문제를 취급한 작품은 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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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들은, 직업상 正義와 도덕(morals)을, 그리고 또한 그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양심과 상상

력과 꿈을 자칫하면 표면적, 혹은 전체적으로, 직설적이기 쉬운 법률가 내지 그 예비자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④ 일본 문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太宰治의 「斜陽」  「뷔용의 妻」  「人間 失格」 등 戰後의 작품

을, 새롭게 읽어 보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선 그 대단한 정보량이다. 불과 몇 장 안 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사항

이 묘사 되어져 있다. 또, 인간, 특히 여성을 이해하는 시각의 신선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

중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morals) 이라는 당시 아직 확실하게 의식 되지 않았던 주제를 戰

後 그 시점에서 명확하게 캐치 했던 太宰의 예민한 直感力은 그 뛰어난 문장력, 표현력과 함께

천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위의 내용 중에 톨스토이, 메르빌, 太宰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 책 끝부분의 목록 「166」에 실

어 놓은 拙著 「대화로서의 독서」에서 각각 하나의 章씩을 자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흥미 있으

신 분은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카프카에 대해서는, 역시 앞서 揭載한 拙著 「內的 轉向論」, 또 「마

음을 구하여」 속에서 각각 하나의 章씩을 풀어서 언급했다.

(後者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잇다」의 章)

(2) 영화

① 영화라 하면 자극적인 스토리,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영화의 본질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영화는 파고들면 짧은 하나하나의 그림이고, 그리고 그것을 조합, 즉 편집이다. 無聲映畵에서는

그것뿐이었지만, 발성영화(talkie)에서 사운드와 그 편집이 이것에 더해졌다. 영상과 사운드의

조합이, 보다 복잡 미묘한 리듬을 영화에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있었던 예술형식 중에, 적어도 영화만큼, 허구와 진실의 관계를 깊이 추구 한

것은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허구이다. 즉, 영화의

기술, 방법 그자체가,  「허구와 진실, 환상과 현실」의 관계라는 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러

나, 영화 표현에 있어서는, 그것을 역으로 삼아 명백한 진실, 혹은 다른 예술형식은 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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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한 진실을 관객에게 전할 수도 있다. (또한, 제1부 제 12장 「(증거조사에 관한 章」에서도

언급한 「(73)의(11)」 「라쇼몬」을 비롯해서, 영화에 있어서는, 그 소재 테마에 관해서도 위의 사항

을 따른 걸작이 많다.)

② 그러한 영화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추구한 영화감독은, 프랑스의 로벨 브렛송 일 것이다. 그

의 전성기의 작품은 직업배우를 쓰지 않고, 음악을 쓰지 않고, 카메라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

확하며 컷트의 연결은 예리하고, 훌륭한 영화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학생 때, 그 거

친 스타일이 이해되지 않았고, 이것은 오로지 비평가에게만 대접받는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40

대 중반정도가 되어 다시 한 번 재평가해보니 흔히 볼 수 없는 강인한 영상, 그리고, 리얼리즘이

그대로 시가 되며 환상이 되는 기적적인 방법에 다시 한 번 놀랬다.

작품은 「시골 司祭의 일기」 1951년, 「저항」 56년, 「소매치기」 60년, 「발타자르 어디로 가는 가」

(64년) 등이다. 예를 들면 「소매치기」에 있어서 소매치기 행위의 정교한 묘사와 그 불안 황홀함

은, 헐리웃 영화의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헐리웃 영화라면 한컷 한컷을 설명하는 장면과 긴장

감을 고조시키는 것을 자주 쓰지만 브렛송은 최소한의 컷과 꼭 맞는 편집에 의해, 완벽하게 묘사

해 낸다. 헐리웃 영화에는 관객은, 안전한 장소에서 소매치기를 구경하는 것 뿐 이지만, 브렛송

의 영화에서는, 관객은 그 스스로가 그 죄와 황홀함을 체험하게 된다.

뛰어난 영화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체험할 수 없는 행위와 감각을 관객이 체험할 수 있게 하

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필자는, 젊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브렛송의 「소매치기」, 안드

레이 타르코흐스키의 「나의 마을은 戰場 이었다」(62년), 아란 레네의 「24시간의 情事 (原題 는「히

로시마, 나의 애인」)」 (59년) 라는 영화의 첫 부분을 보여주는데 모두 모노 크롬 (monochrome흑

백영화)화면의 깔끔하면서, 강렬한 느낌에 관객은 환상적인 힘에 압도되어 버린다. 모노크롬 영

화는 단지 그것만으로 컬러의 현실세계와는 다른 illusion(환영)의 세계를 그려낸다. 따라서, 컬

러작품보다도 관객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필자도, 모노크롬 영화만 보고 있으면 피로해 진다)

그리고, 표현력의 진폭에 대하여 말하자면 아마 컬러보다도 모노크롬 쪽이 클 것이다.

③ 해외의 작품을 몇 개의 관점에서 조금씩 골라보고자 한다. 전후의 영화는 이탈리아의 네오레

알리즈모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좌파 사상의 큰 영향이 있었다, 필자가 좋아 하는 것은 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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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48년) 로베르트 롯셀리니의 「독일 零年」(48년) 이지만 그것은 이 영

화들이,  戰後의 세계에서의 아이들, 즉, 티 없이 맑은 이노센스의 受難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베르날드 베르톨치의 「1900년」 (76년), 다비아니형제의 「아버지/ 빠돌. 빠드로네」 (77년)

에는 네오레알리즈모의 대단한 영향을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나 지적이며 풍부한 이미지의 느낌

을 가진 작품이다. 

다큐멘타리도 영화의 큰 원천이다. 영화의 기법을 모두 섭렵한 쟝 류크 고달의 「멋대로 하라」(59

년) 영국 하층계급의 소년의 가혹한 생활을 모든 감상적인 것을 배제하여 바라본 켄 로치의 「케

스」 (69년), 스탭 들 이 여행을 하면서 로케이션 촬영만을 한다. 빔 벤다스의 「방랑」 (76년), 미국

영화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섬세하며 審美的인 스타일로 인간관찰을 향한 테렌스 마릭의 「천국

의 나날」 (78년)은, 방향은 제각각 다르지만, 다큐멘타리 영향을 빼고는 있을 수없는 작품이다.

미국영화는, 미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惡 ,暴力, 自由라는 테마에 접근했을 때, 보다 훌륭한 성

과를 볼 수 있다. 샘 패킨터의 「가르시아의 목」 (74년), 프랑시스 포드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 」

(79년) ,마틴 스코셋시의 「레이징블루」 (80년) 는, 모두 각 감독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수작이다.

요즘 미국의 문화는 저조하지만, 편견 없이 보면 영화는 가끔 괜찮은 것이 나오기도 한다.  현대

미국의 고독한 소외감을 선명하게 그려낸 「드럭스토아 카우보이 」(거스 반 센트 89년), 냉정한

사고방식을 한껏 추구한 「미러즈 크럿싱 」 (코엔 형제 , 90년)과 「유쥬얼 서스펙 」(브라이언 , 싱

거 95년) 「葉隱」을 그대로 표절하여 武士的 살인청부업자의 서글픈 모습을 그린 「고스트덕」 (짐

쟈무슈, 99년) , 내부 고발자가 바라본 가치와 고통의 상반된 모습을 그려낸 「인사이더」(마이클

맨, 99년 또한, 미국에서의 미디어 지배 司法의 게임과 같은 하나의 측면을 보여준다), 인생의

무상함을 씁쓸한 웃음으로 정리한 「고스트 월드」(테리 , 즈위코프 01년), 영국 감독의 중후한 연

출을 뽐낸 「돌아오는 시간들」(스티븐 달드리 02년) 등이다.  이 감독들, 스탭 들은 그 테두리 안

에서 상당히 분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국영화의 퇴폐성을 홀로 구현

한 감독으로서 쿠엔틴 타란티노 라는 이름을 적어두고 싣다.

제 3세계 영화는 진보가 뚜렷하지만, 題材의 무게와 풍경과 인물의 존재감 만을 보여주는 작품

도 많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인도의 거장 샤타짓트 레이의 「大

地의 노래」 (55년), 홍콩의 원 카와이의 「化樣年華」(00년), 대만의 에드워드 양의 「양양, 여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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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00년),은 어느 면 에서도 높은 수준의 작품이다 (뒤의 두 작품은 최근의 작품인데, 아마.

같은 시대의 일본영화 보다 훨씬 월등하다)

제3세계의 영화가 대두되기 전에, 보다 수수 하긴 했지만, 예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서 유럽의 주변국가에서, 뛰어난,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 군이 생겨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한 흐름에 속하는 감독 중에서 가장 훌륭하면서 풍부한 이미지를 품고 있는 것이 스페인의

빅토르 에리세로 「꿀벌의 속삭임」(72년), 「엘.수르」(83년), 「말메로의 양광」(92년)과 거의 10년마

다 작품을 발표하여 왔다. 에리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 방울의 피조차 흘러 보내지

않은 채, 물처럼, 깊숙이 가만히 베어 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브레송의 작품과 동일하게, 필자

에게 가장 가까운 영화중의 하나이다.

영화 표현에 가장 적합한 題材중의 하나가 「사랑」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이 얼마나 가혹한

것 인지를 알고자 하는 분에게 프랑스와 토류호의 「갑자기 화염과 같이」(61년)와 「이웃 여자」(81

년), 베르날드 베르토룻치의 「라스트 탱고 인 파리」(72년) 리리아나 카봐니의 「사랑의 폭풍」(73

년) 루키노 비스콘티의 「여름의 폭풍」(54년) 잉그말 베르이만의 「절규와 속삭임」(72년) 쿠시슈토

프 케시로프스키의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88년) 등을 권하고자 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이 본인

이 경험한 것과 얼마나 먼 것인가를 알 수 있다.

④ 일본영화는, 1950년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것은 필시 敗戰의 영향이 결정적일 것이

다. 오즈야스지로의 「만춘」(49년) 「東京이야기」(53년) 쿠로사와 아키라의 「라쇼우몬」(50년) 「7명

의 사무라이」(54년), 미조구치 켄지의 「西鶴一代女」(52년) 「雨月이야기」(53년), 成瀨巳喜南의 「浮

雲」(55년) 등은 훌륭한 성과이다.

이 감독들은 모두 전쟁 전 내지 전쟁 중에 데뷔했으며 전쟁후의 일본사회와 영화의 깊숙이 관련

지으면서 그 영상 표현을 모색하였다. 유럽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상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이

보수주의자 (단어의 순수한 의미로서의) 작품들이 내용에 있어서는 좌파의 영화작가의 작품들을

훨씬 초월한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필자는 최근 「東京이야기」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3분의 1

도 보지 않은 사이에 그 영상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 적이 있

었다. 필자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후의 훌륭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파워는 해를 거

듭할수록 늘어 갈뿐이다. (오히려, 소년시대에는 이 작품을 고리타분하게 여겼으며 반감을 느낀

부분도 있었다.) 어떻게 이시대 일본에서 이런 시대의 분위기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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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의식을 확고하게  단련시킨 작품들이 생겨났을까?  훌륭한 보수주의자들이 패전으로 인해

안게 된 심한 위기의식이, 이 작품들을 탄생 시킨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설명만으로는 납

득 안 되는 「뭔가」가 그 영상에는 있다.

전쟁후에 데뷔한 감독들 중에서는 이치카와 곤, 今村昌平, 大島渚가 중요한 인물이다. 이치카와

곤은 「炎上」(58년), 「남동생」(60년)으로 새로운 시대의 일본인의 「혼」을 찾았으며 今村昌平는 「일

본 곤충기」(63년), 「신들의 깊은 욕망」(68년) 매우 토속적이며 인류학적인 어프로치를 시도하며

大島渚는 「儀式」(71년) 등에서 戰後 민주주의의 二重意識과 허위를 고발하려 했다. 이치카와의

작품의 수준은 어느 시기를 경계로 갑자기 떨어졌으며, 大島의 작품은 지금은 그림자조차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퇴색되어 버린 것도 있다. 이점에는 시대의 推移 중에서 뛰어난 영화를 계속 만

들어내는 조건이 엷어져 간 것도 관계되어 있다.

70년대 이후의 일본영화는 混沌되어 있어, 간단하게는 논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아직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감독들에 의한 뛰어난 작품들 중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필

자의 嗜好대로 선택해 보려한다.

예전의 일본영화를 서민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의 대표 장르인,  훌륭한 멜로 드라마의 대표작

「들국화 같은 너」(木下惠介, 55년).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한 어조와 확실한 미의식이 마음에 남아

있는 비극적인 시대극 「절복」(小林正樹 , 62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가는 초기 동경을 무대로

性의 이미지를 파악하여 흔들리는 소년 ,소녀의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낸 「첫사랑, 지옥篇」(羽仁

進, 68년).  마지막 일본영화라고도 말 할 수 있는 감미로운 선율과 그것과는 상대적인 애절한

결말이 인상 깊은 「진흙의 강」(小栗康平 . 81년). 산속 마을의 고요하고 푸근한 생활을 그리워하

며 이산가족에 의한 그 붕괴를 담담하게 바라본 「朱雀의 싹」(河瀨直美, 95년). 방식은 전혀 다르

나, 어느 것이나 영화적 감각에 있어서 뛰어난 작품들이다.

⑤ 또한, 앞서 게재한 나의 拙著 「內的轉向論」에서의 「미국의 약속」 에서는 코폴라에 대해 논하며

「꿈속에서 나를 떼어내기 위해」에서는 타비아니 형제의 「아버지 / 파도레 파도로네」에 언급 되어

있다. 또 이 책의 끝부분의 목록 「166」에 올려 진 拙著 「영화관의 요정」(關根牧彦의 필명에 의 한

다 騷人社, 1998년) 은 앞서 말한 「허구와 진실, 환상과 현실」의 관계를 하나의 테마로 한 환상

문학이지만, 영화와 영화관, 그리고 rock음악을 위해 역사에 경의를 표하며 만들어진 영화감독

으로 앞서 말한 小栗康平씨가 책의 표지에 적절한 批評과 推薦의 말을 덧붙여 주셨다 (166). 영

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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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

①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는 클래식 음악부터 시작하려한다.

클래식 음악의 본질은 뭘까? 완벽하게 악보를 읽지 못하더라도 전해오는 클래식 음악의 썸싱 그

것은 광적인 클래식 팬들이 말하는 기술이나 예술이 아니고 필자에게는 역시 작곡가와 연주자의

「소리」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면, 거의 같은 동시대의 음악가라도 베토벤의 「소리」와 슈베르트의 「소리」와는 완전히 다

르다. 베토벤에게는 항상 構築의 의사가 있었으며, 특히 교향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음악이

강연처럼 주도적이며 명확하게 꾸며져 있다고 생각된다. 멋지게 울려 큰소리를 타인에게 들려주

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소리이다. 그러나 실내악이라면 그 소리의 성격은 보다 미묘해진다. 그의

가장 개인적인 음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피아노소나타에서는 특히 후기 작품의 일부에서는 베

토벤은 이미 동시대에는 아무도 그의 소리를 알아듣는( 그 수준에 달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비록

「자기와의 대화」이지만 어딘가에는 확실히 작곡가와는 다른 「듣는 이」(그것은 미래의 청중일지도

모른다)도 의식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이것과 대조적으로 상당히 헌신적이다. 

타고난 소리를 가진 「말하는 이」가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동료를 비롯해 그의 공동체와 함께 즐

기기 위해 하고자하는 말을 다 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러나 晩年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음악의 자연스런 흐름이 흐려져, 그 구성은 몹시 복잡하게 되어 계속되는 반복과 調 바꿈

이 계속되는 듯하다. 이러한 작품은 예전에는 구성이 미비하다고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영 그렇

지도 않다. 젊었을 때 여러 일에 실패하고 몸도 허약해진 晩年의 슈베르트는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던 「노래」를 지금은 자신만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晩年의 슈베르트의

작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절망과 순수함의 동경이다. 슈베르트는 음악 속에서만 잃어버린

이노센스를 애석해하면서 사라져간 것이다. (또한 여기서 「노래」라고 쓴 것은 물론 비유한 것이

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聲樂뿐만 아니라 어떤 장르라도 그 본질에서의 「노래」를 포함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경우는 다른 어떤 작곡가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의 「소리」는 흔히 볼 수없는 특이한

것으로 말하자면 앰프를 좋아하지 않고 프레이어 에서 바로 스피커로 울려 버리는 듯하다. 그의

음악의 분위기는 그의 감정이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숙명의 調性이라 일컬어지는

G.단조의 작품(교향악 제 25번, 현악 5중주곡 제3번등)에서는 곡의 처음부터 아무런 전조도 없

이 폭풍같이 격한 감정이 봇물 쏟아지듯이 나온다. 그것은 굉장한 탄식의 소리로 들리지만, 작곡

가가 그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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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중의 천재인 그의 「소리」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때 갑자기 그 장소를 찾아내고 봇

물처럼 강하게 분출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개성」을 초월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그것은 듣는 이를 편하게 만든다.)

필자에게 있어서 클래식을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작곡가의  「소리」와 이것을 자기만의 해석에

따라 청중에게 소개하려는 연주자의 「소리」를 합쳐서 듣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듣기만 한다면

중세, 르네상스 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못들은 음악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바로크시대 보다

앞 시대 음악과 현대음악의 「소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듣기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할 것

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상당히 감각적인 논리의 흐름이며 말을 넣지 않고 음악가가 전하는 소리이고,

스토리(줄거리)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은 카프카가 말하는 작은 동물의

「보금자리」와 같은 장소에 청중이 조금씩 속으로 들어간다. (앞서 게재한 「마음을 구하여」의 「보

금자리를 만든다. 보금자리를 연결한다.」참조).  그러한 장소의 연결은 마침내 청중 자신의 장소

이기도 하며, 기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一過性의 우울증세로 쓰러졌을 때 처음 감정의 회복이 아이 때 들었던 선전용 노래, 학창시절 들

었던 노래로 회복됐던 것이 생각난다. 그 노래들을 아마 자신의 깊은 부분에 그 나름의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 현재에는 클래식 음악의 대부분도 그런 식으로 자신 속에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물론 필자의 인생을 구성하는 perspective의 한부분에도 짜여 져 있을 것이다.

② 예전상태에서의 회복기. 필자는 새집 타타미에 누워서, 매일 매일을 째즈를 들으면서 보냈다.

(이것도 「마음을 구하여」의 첫 장에 써놓았다.) 그때 자기의 귀에 왜 째즈의 「소리」가 가장 가깝

게 와 닿았는가 하면 그것은 째즈가 무엇보다 자유로운 음악이기 때문이다. 애드립을 주로 하여

연주자와 가수가 서로 도우면서 새로운 음악의 방향을 정해가는 째즈는 「규칙」이 가장 적은 음악

이며, 또 나이든 베테랑이 젊은 사람의 뒤에서 받쳐주는 모양까지 포함한 그 떄 그때의 자유로운

앙상블을 만들 수 있는 hierarchie(계급적)음악과는 가장 먼 음악이다. 고등재판의 재판장이 특

례 판사 보의 뒤에서, 젊은이가 審理를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예를 들어 그것과 비슷한 것

을 음악으로 예를 든다면, 그것은 째즈 일 것이다. 그 점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이

책을 집필하면서도 째즈 이외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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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들에게는 클래식 派, 혹은 째즈 派라 보여 지는 일이 많은 필자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그 추

측이 거의 적중하지만, 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계속 듣고 있으며 자기 손바닥처럼 혹은 어릴 적

친구처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음악은 ‘락’이다 ( 가지고 있는 앨범의 양은 클래식 쪽이 많지만

그것을 클래식 음악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필자는 筆名의 책에 때때로 락 가사의 일부를 인

용 하고 있다. 즉 그 음악은 필자에게 있어서 자기 나름의 隱喩의 큰 원천이기 때문이다. 엘비스

프레스리가 처음 녹음 했을 때 태어난 필자는 말하자면 록큰롤과 동갑인 샘으로 소년시대의

nouvelle vague와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세례, 혹은 동시대 구미 문학의 세례와 함께 자유롭고

응축되어있는 고도의 문화에 친근하게 접하면서 자라왔다.

락은 흑인 째즈에 대응하는 위치를 백인의 젋은 문화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디어와

비즈니스의 대단한 힘이 가해지면서 또한 그와 동시에 억압되면서 대단한 속도로 발전, 전개

해갔다. 1960년대 락 음악만큼 무한한 가능성에 접근한 음악은 예전에 없었을 것이다. 즉 그것

은 하나의 세계관 이상의 것이고, 인간의 감각. 감성의 혁명일 것 이라했다. 그 가능성의 의식

에 나뉘어져 재능이 많은 젊은이들의 여러 부분들이 사라져갔다. 그 좌절을 밟고 일어나 70년

대 락은 훨씬 세련되어지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언어에 있어서도 중후한 표현을 자아냈다. 80

년대는 리듬시대이고, 작은 중심을 잃어 크게 흩어져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막다른 길에 이르

게 된다.

현재 젊은이들에게는, 80년대까지 락 음악이 현대의 J-pop과는 전혀 닮지 않은 대단한 가

능성의 음악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없는 것이지만 독자를 잃

은 戰後의 문학이 그 모양 그대로 그 감수성을 공유 할 수 있는 청중을 잃어버린다면 슬픈

일이다.

또한 락 음악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拙著 「내적 轉向論」중에서 二章을 할애하여 논하였는데, 그

부분은 그 책안에서 思想家등 전문학적인 독자에게 가장 評이 좋았던 부분의 하나이다. 락에 흥

미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⑷ 미술·사진·만화 

미술, 사진, 만화는 필자 속에는 연결되어있다. 그것은 아마 회화적인 이미지. 넓은 의미에서

는 에로스적인 이미지를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친구 집이나 도서관에서 끝없이

펼쳐본 미술에 관한 책의 이미지는 지금도 幼少年 시절 살았던 마을의 이미지와 함께 필자의

희망의 색깔을 결정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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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대한 책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적인 이미지와의 연결을 중요시하면서 바라 볼 것을 추천

한다. 단순한 名畵이상의 무언가가 보여 질 터이다.

사진에 대해서는 영화와 동일하게 허구라는 요소가 커다란 예술이라 생각한다.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사물」이나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은 훤하게 촬영자의 마음을 비추고 있

다. 그런 허구와 진실의 대립이 영화처럼 사진의 본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자세히는 앞

서 게재한  拙著 「대화로서의 독서」 중 루이스 캐럴과 나보코푸에 관한 章을 참조). 사진집은,

서양서적(수입물) 이 훨씬 좋지만 가격 또한 비싸다. 그러나 예술에 흥미 있으신 분은 큰 서점

에서 한 번 구경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다.

만화에 관해서는, 앞서 게재한 「內的 轉向論」에서 1章, 「대화로서의 독서」에서 2章을 할애하여

(특히 뒤쪽 부분에서 자세하게) 써놓았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부분을 읽어주기를 바라며

거기에 논한 후에 눈에 띄는 최근의 수작을 몇 개 들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의 안에서 골라보았다. (또 현재 간행 중인 것 도

많다) 

일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품으로는, 히로시마 체험을  사람들에 의해 50년간, 자그마한 연

대기로서 그려내고 그 조용하며 상냥한 어조에 의해 오히려 강한 고발을 실현한 「유우나기

의 거리, 벚꽃 나라」(코우노史代 雙葉社) 과거와 현재를 깊숙이 교차시켜 푸로스트의 방법과

大友克洋風 superealism을 합쳐서 오우무 진리교 체험을 대규모의 가까운 미래 SF로 승화

시킨 「20세기소년」(浦澤直樹, 小學館) 그리고 시원한 경쾌한 리듬과 본격적인 클래식 음악

묘사를 양립시킨 「노다메 칸타빌레」(니노미야 토모코 講談社. 느낌은 소녀만화계통) 가 재미

있었다.  또한, 좀 앞의 것이기는 하나, 완전 판이 나온 「기생충」(岩明均, 講談社.) 는

grotesque한 묘사를 하고 있으나, 諸星大二郞 이래 굴절된 철학적 思索, 이노센스에 관한

考察을 펼치고 있고, 응축도가 높다. 소년 만화잡지로는 「헌터 x 헌터」(富樫義博 集英社)가

묘사와 센스들이 뛰어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꼼꼼한 전개, 예리

한 구성, 그리고 가혹한 시련의 묘사는 분명 시대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장황하게 계속되는

심리전의 줄다리기와 세밀하게 계획적인 묘사가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데스노트」(太陽 츠구미= 小畑健) 도 힘을 기울인 현재의 (악몽적) 판타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코우노의 작품을 빼면 모두 일류 작품뿐이다.  아마츄어리즘의 순수함을 보여줄 예술

가가 적어진 것은 유감이다 (일류만화는 連載가 길어지면 구성이 꼼꼼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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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기에 맞춰 스토리나 전개를 조정하는 것이 그 큰 원인이다.) 앞서 말한 것 은 각각의 만

화가의 최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浦澤와 니노미야 작품에 그 경향이 있다(특히 浦澤) 역으

로, 富樫은 메가톤급 작가이지만 그런 느슨함이 없고 여기에 예를 든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잘

닦여진 美的感覺과 번뜩임을 느끼게 한다.)

미술, 사진, 만화는 모두 매우 감각적인 표현이고 그 의미는 음악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신의 마

음속에 자신을 쉴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런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⑸ 시간 활용법, 콜렉션등 (편의상 「예술」의 항목의 일부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내용은 이 章의 전

체와 관련되어 있다.)

① 시간 활용법

「일을 하면서 언제 글을 쓰십니까?」 「언제 읽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

쓰는 것은 대부분 깊은 밤이나 주말이다.

독서는 어떤 장르이더라도 通勤길의 전차 안에서 한다. 그러므로 全集 등을 읽을 때는 손이 아

파 와서 괴롭다. 또한 서점에는 좀처럼 가지 않는다. 시간만 낭비 하게 되고 읽고 싶은 책이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책은 주문하여 구입한다. 요즘은 오로지 인터넷을 이용하

고 있다. 구입한 것은 우선 보관 해두기 때문에 구입 하고 나서 몇 년이나 지난 후에 읽는 책도

꽤 된다.

영화는 지금은 모두 케이블 TV에서 녹화로 본다. 영화관에는 가지 않는다. 스크린의 크기는 상

상력으로는 충분하다. 새로운 것을 嚴選한다. 몇 번이고 본 영화를 볼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처

럼 한컷 한컷을 천천히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충분하게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영화를 3번에 걸쳐 나누어 보는 일도 있다. 

음악은 잠들기 전과 아침. 잠이 깨어서 잠자리에서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침에는 전날 밤

잠들어버린 부분에서부터 다시 듣는다.)

드물게는 점심때나 밤에 앨범 1장 내지는 여러 장을 한꺼번에 계속 듣는 사치를 할 때도 있다.

②콜렉션

음악 앨범으로, 아마 4천장 정도 있을 것 이다. 모두 목록으로 정리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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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시대가 되고나서는 嚴選하여 구입하고 있다.

영화(비디오)는 6백만 장 정도 있을 것이다. 나한테 중요한 작품은 몇 장 빼고는 다 있다.(그래서

DVD로 전환을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영화 수는 아마 2천500개 정도 될 것이다. ( 그

중에 수백 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으며, 그리고 장면의 흐름을 거의 기억하고 있는 작품도

있다. 이것은 락 음악의 일부와 같이 자기 나름의 음유의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은 헤아린 적이 없다. 읽은 책의 수는 아마 4~5천권 정도 될 것이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것은 그 절반정도가 될까. 그 중요 부분이 자신의 방법, 음유의 원천으로 되

어 있는 점은 음악과 영화와 같다. (지금은 특정의 젊은이들을 절대시 한다거나 그 시점으로 사

물을 본다는 것은 없어졌으나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과 책의 방법과 음유의 형태라는 측면은 자

신 속에 모양, 스타일로써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방의 폭이 3.3미터의 3층으로 합계 10m,  높이가 2.3m의 슬라이

드 책장에 보관되어 있다. 그 책장의 밑에는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만들어 놓았다. CD가 대부분

이며, 영화중 가장 중요한 200개 남짓은 여기에 넣었고 나머지의 스페이스는 전부 책으로 채워

져 있다.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바로 꺼 집어 낼 수 있고 표지를 볼 수 있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

이외의 콜렉션과 자료는 다락방과 내방의 벽장의 박스 안에 있다. 保全과 民訴關係의 자료는 버

릴 수 없지만, 이것도 엄선하여 남기고 있다.

만화는, 책장에 놓여 있는 극히 일부를 포함하여 10개정도의 큰 박스 안에 귀중한 것이 있으나

아이들, 특히 딸이 많이 더럽혀 놓았다. 최근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꺼내보는 일도 적어져서 조금

은 서운하다. 

이상과 같은 콜렉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太宰治처럼 藏書를 가지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을지

도 모르지만, 凡人은 흉내 낼 수 없다. 아마 콜렉션의 의미는 언제 봐도 손에 집을 수 있는 장소,

타이틀(표지)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서적(등)이 있음으로써 자신이 살아온 정신세계 혹은 그 장소

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라고 하면, 필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작품만을 책장에 보관해

놓지만, 그 양은 요 몇 년 170권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영화라는 藝術良識은 산업과의 연계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이유로 정말 괜찮은 영화 훌륭한 영화는 한정되어 있다.)

다만, 몇 개의 작품이 사라지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처럼 새것이 생길 뿐이다.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다. 그 170개의 선택에 필자는 상당히 신경을 썼으나 그것은 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나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들고,



특별기고

176•제31호 부산법조

그것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자신 이외의 사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無償의 영역을 마음

속에 간직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적과 음악의 경우도 동일하게 영화만큼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도 자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

한 것은 그 정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그것에 시간을 할애하여

반복하여 접하는 것으로 그것을 거울삼아 자신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자신의 진보와 퇴보, 전

향과 복귀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엄선된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 한 것은

그 이외의 것과도 의미를 가진 것 일 수도 있다.

산은 전체가 산이기 때문에 산기슭 부분을 베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산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2번 손이 안가는 책(따위)이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보관에 두는 것. 진열해 두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③ 취미 등

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취미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취미라고 하면 保全이나 民訴도 취미가 될 것이다.)

후배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이것도 취미라는 것과는 다르다. 

a. 주말오후 지친 몸을 음악을 들으면서 몇 시간 낮 잠 자는 것

b. 1~2개월에 한번 몸 교정을 받은 후 반나절 잠드는 것

c. 커피숍에 가는 것. (넓고 천정이 높으면서 조용한 가게를 좋아한다.)

d. 자기 동네를 비롯하여 동경과 그 주변의 거리를 걷는 것은 취미 일지도 모른다.

d에 대해서는 혼자서 가는 일도 있지만 친구를 만날 겸해서 둘 이상 가는 일도 많다. 이것은 최

근에는 그 기회가 적어져서 서운하다.

그리고 TV는 거의 보지 않는다. 잡지도 거의 사지 않으며 베스트셀러도 별로 사지 않는다.

술은 조금밖에 못 마신다. 담배는 피지 않으며 단것은 매우 좋아하지만 많이 먹으면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제 하고 있다.

무슨 낙으로 살까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필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鶴見俊輔씨는 「쓰는 일은 결국」 「거역 할 수 없음」의 發露입니다 라고 말하지

만 요즘은 쓰는 일을 포함하여 인생 자체가 그런 것 이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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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밝은 생활을 위한 열가지 의식

로빈 S. 사르마의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 -우리나라

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삼성미디어에서 출판되었음-

라는 변호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샤르마는 변호

사로서의 추상적, 관념적인 이상적인 생활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밝은

생활을 위한 열가지 儀式’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생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

었습니다. 부산변호사회소식지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새로이 변호사업

무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하여 다시 한번 소개하여 봅니다. 

가. 고독의 儀式

첫째로 드는 고독의 의식은 날마다 일정한 평화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다. 15분내지 50분가량 가

만히 앉아 침묵의 治癒力을 맛보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깨우치는 시간을 말한다. 그 시간은 과

열된 엔진을 식히는 시간이고, 고독과 정적은 창조력의 근원과 연결시키고 우주의 무한한 지성을 풀

어놓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진짜 조용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찾는 것. 날마다 똑같은 시간

대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육체의 儀式

육체적으로 자신을 보살피는 의식 육체의 의식은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는 원

칙에 근거하고 있다. 요가는 육체를 회복시켜줄 뿐만아니라 집중력을 키워준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운동은 거르지 않는다. 몸을 움직이면서 숨막히 듯이 아름다운 장소의 신선한 공기를 가슴가득 들여

마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호흡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보았다.

다. 영양의 의식

좋지 않은 음식은 삶에도 심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정신의 명석

함까지 가려버린다. 육체를 먹이는 것이 곧 마음을 먹이는 것이다. 몸안에 低質 燃料만 공급하여서

는 아니되고 몸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음식이란 태양과 공기와 흙과 물이 자연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만든 음식 바로 菜食을 말한다. 고릴라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

물이 한결같이 채식주의자이다. 고릴라는 인간보다 30배나 힘이 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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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의 의식

자기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위하여 평생에 걸쳐 지식을 갈고 닦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을 응용

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신경을 쓰야 한다.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자. 매일 30분씩 책을 읽기만

하여도 큰 효과가 있다.

마음이라는 정원에 어떠한 비료를 줄지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어떤 책은 맛만보고 어떤 책은 잘 씹어야 하고, 어떤 책은 통째로 집어 삼켜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문제에 대한 답이 책속에 있다. 닥쳐있는 문제가 자신만의 독특한 것

이 아니다.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겪을 문제는 이미 인류가 겪어온 것이다. 이러한 해

답은 책속에 담겨 있다. 앞선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응용하여 보라. 본받을 만

한 위인의 전기나 지혜의 서적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고 한다.

벤자민 프랭크린, 간디, 헤세, 아루렐리우스, 세네카, 나폴레옹 힐. ............ 읽고 또 읽으라고    

그리고는 책이 자네한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면에 갖추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도록 도와줄 뿐이다.라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마. 반성의 의식

자기 자신을 아는데 시간을 쏟음으로써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또다른 차원과 연결할 수 있

다. 살아가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생각해야한다. 그러기 위

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을 빠짐없이 기록하기를 권하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과 마

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종이의 왼쪽 칸에 적고 나서 오른쪽 칸에는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적

어보라고 한다.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개

선할 수 있겠는가.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여보라. 성찰하여 보면 최소한 한 두가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실수는 인생의 한 부분이고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 일찍 일어나기의 의식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일과를 여유있고 멋지게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 6시간정도의 수면이면 완

벽한 건강과 각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광스런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것만큼 자연스

러운 행동도 별로없다. 햇살은 天國의 恩寵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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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 대하여는 잠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수면의 목적은 몸에 휴식을 제공함으로서 스트레스와 고

된 일과로 손상된 건강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저녁 8시이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

지 않는다. 잠들기전 10분과 깨어난 후 10분은 잠재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다. 가장 영감

어리고 가장 평화로운 생각만 마음속에 입력시켜야한다.고 한다.

사. 음악의 의식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면 삶이 마

술적으로 변한다.고 하고 밝은 생활을 위하여 음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음악은 태양처럼 인간을 영

적으로 끌어 올려준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음악과 함께 보내라고 충고한다.

아. 말의 의식

만트라를 암송하라고 하는데, 만트라에서 만은 ‘마음’, 트라는 ‘해방’을 의미하는데, 명석하고 건강

하며 행복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 말이란 마음속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며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자신에게 하는 말. 나라는 인간은 하루종일 생각하는 것의 총체이고, 들려

주는 말의 총체라고 한다.

자. 인격의 의식

날마다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갈 행동을 하라고 하고, 인격의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하면서 생각을

뿌려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거두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고 한다.

에머슨의 ‘인격은 지성보다 위에 있다. 위대한 영혼은 생각만 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정도

로 힘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차. 단순성의 의식

일을 잡다하게 벌여놓지 말게. 참으로 의미있는 행동에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하라. 그러면 자네

의 삶은 흐트러짐 없이 보람차고 참으로 평화로워진다.고 한다..

5. 하루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샤르마는 인생에서 가장 우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자문한 다음 ‘진정 원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늙어 버렸다.’ 라는 것이라고 하고,  젊은 이는 몰라서 못

하고. 늙은 이는 못해서 못한다. 라고 유한한 인간의 숙명적인 한계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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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든 이상이나 관념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意志力이다. 意志力의 缺如는 一種의 精神病이다.라고 까지 표현한다.

풍부한 의지력과 깊은 수양은 강인한 인격으로 놀라운 삶을 살다간 위인의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

나이다. 의지력은 스스로 하겠다고 한 일을 해내겠다고 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열정

과 가능성과 평화로움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한 모든 이가 한결같이 소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미덕

이다.

강철같은 자기 수양을 통해 용기와 평화로 가득한 인격을 단련할 수 있다. 또한 덕스러운 의지를

통하여 삶의 최고 이상을 실현하며,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천상의 거처안에서 살게 되리라. 그

러나 이러한 자질이 없다면 마치 나침반없는 뱃사람처럼 삶의 바다를 헤매다가 결국 배와 함께 침몰

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전의 자신보다 더 훌륭해지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 의지력은 정신력가운데 최고의 왕이라고 하

고, 똑같은 직업에 얽매인체 똑같은 사람과 어울리며, 지금과 똑같이 발버둥칠 치고 있을 것인가라

고 경고한 다음, 1).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2).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빼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의지력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소설 중에서 맨탈이 존에게 작은 모래시계를 선물하였는데 작은 모래시계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의 예정된 죽음과 충만하고 생산적인 날의 중요성을 나날이 상기시

켜 주도록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하여 시간은 위대한 평등주의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시간이 남아돈

다. 시간을 잘 관리하게. 시간은 한번 쓰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자원이다.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

기 위하여 자신의 주간계획표를 작성하면서 그 주간에 이뤄야할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영적 목표

를 세밀히 기록해놓고, 자신과의 경주하라고 한다. 

주간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창조적으로 관리하라. 계획을 짤 때에 다른 사람과의 약속시간뿐만아

니라 자신과의 약속시간, 이를테면 독서시간, 휴식시간, 아내한테 러브레타를 보내는 시간까지 기

록해놓으라. 그렇게 하여야 시간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업무외의 활동에 보내는 시간을 시

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말라. 그 시간은 업무의 효과를 보다더 높혀준다.

더 이상 시간을 조각조각 나누지 말고 직장이든 집이든 모두가 하나의 전체적인 불가분의 삶의 자

리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무엇 때문에 바쁜가. 우리가 삶속에서 이루는 성과의 80%는 시간을 소모

하는 활동의 20%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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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장기적으로 어떠한 목표아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10년 후에도 의미가 있게 될 활동

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법률지식을 넓히며, 의뢰인과의 인간관계를 돈독히하고, 보다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 위한 활동

을, 그리고 아내나 아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활동, 자연과의 관련을 맺는 활동, 자신

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활동, 마음과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활동도 마땅히 누려야할 삶

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가 큰 활동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지배의 비결이다. 지혜로운 사람

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 배운다. 세상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참된 교훈

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자네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항상 시간도둑을 경계하라. 시간에 대해서 만큼

은 가차없이 대해야한다. 안된다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라. 인생의 사소한 일에 대하여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보다 큰일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전화기는 다른 사

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자네가 시간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네를 더욱 존경하게 된다고 한다..

샤르마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충고한다. 오늘부터라도 보다 많이

배우고, 보다 많이 웃으며 진정하고 싶은 일을 하라.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지 말고. 과거나 미래의

그 어떤 일도 지금 자네 안에 있는 것에 비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6. 끝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듯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사이에도 갈등과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그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에 법이 있듯이 법률가도 있어야

한다. 법률가 내지 법조인의 개념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른바 법조삼륜은 제

각기 그 입장에서 사법을 통하여 공동사회에서 법에 의한 질서유지와 기본적 인권의 옹호, 나아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공동목적에 봉사하는 직업인이다. 법이란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위하여 법이 있음은 물론이다. 법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만이 법제도로 하여금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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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유를 있게 한다(Hominum causa jus constitium est).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법이 지배

하는 법치국가에서는 법률가가 법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 역할을 담당하

는 법률가는 어떠한 교양을 가져야 하는 가는 결국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 윤리도덕 등

종합적인 문화적 요구와 관련되는 것이다.

필자가 즐겨 읽는 독일의 법철학자 G. 라드부르흐는 그의 법학원론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1)

「이해와 자신이 충분하고 인간사를 모조리 통찰하는 견식을 가지고 주의를 엄격히 지

켜가면서도 무언중에 친절심을 가지고 당사자의 다투는 입장을 초월한 공평성을 가지면

서도 부동의 염직성 때문에 또한 독자성을 발휘한 노판사―이러한 인물에 접한 경험을

우리는 대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인물, 즉 어그러진 자아의식을 가진 가

련한 자조가라든가, 자기의 직업을 견지할 만큼 직업적 희열을 몹시 느끼지 못하고 지나

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의 직업 중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다. 그

러나 법학은 물론 그렇지 않다. 법학은 특히 실패하기 쉬운 직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업에 실패한다는 것은 최대의 죄이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정령에 대한 죄이다. 왜

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위축시키고 불구화하며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나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는 완전하지 못하

다.(Vor jedem steht ein Bild dess, was er werden soll. Solang er das nicht ist, ist

nicht sein Friede voll.)”

1) 라드부르흐, 즈바이게르트 공저. 정희철, 전원배 역. 법학원론. 박영사. 188면. Gustav Radbruch, Konrad Zweigert Einfuerung in die
Rechtswi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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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춘 변호사 

태백의 아침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마음은 천제를 향하고

발길은 구문에 이른다

날은 차고 어두워

천지가 고요한데

반달 위로 흐르는 은하수 뒤에서

우리는 무얼 찾나

시절은 단풍이 흐드러지고

빛은 고와 사방이 얼룩인데

어슴푸레 출렁이는 산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이루려 하나

함백의 등성에서

태백의 품에 안기니

기쁨도 슬픔도 물 위의 물결이라

이 어둠 속에 여명이 오면

굽이굽이 산들이 출렁이며 일어나고

그제야

별 숨고 달 지겠지

태백은 잠을 깨고

나는 이렇게

새벽을 맞는다

2013. 10.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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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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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정한 봄날에 
그대를 보내며
- 어느 젊은 죽음을 위한 만가(輓歌)

여기 꽃 한 송이 떨어져 있네 / 아무리 둘러보아도 / 한 점 바람 없는 공중에서 / 제 스스로의 

무게를 지녀 / 붉은 빛깔 매운 향기 그대로 / 생전의 모습 그대로 / 옷은 입은 채로 /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 그리도 총총히 뿌리로 돌아가 / 기꺼이 흙이 되고자 하는 / 여기 꽃 한 송이 떨어져

있네 / 뒤늦게 일어난 바람 / 꽃 진 자리를 흔들고 / 가지 끝의 꽃들을 흔들고 있네

차라리 내 그대를 미워하고 말 것을 / 떨치고 가는 그대 뒷등을 향하여 / 저주의 말이라도 실컷 쏟

아놓고 말 것을 / 그랬다면, 아 진정 그랬다면 / 오늘 이리도 눈부신 봄날 아침에 / 그대를 한 

줌의 연기로 멀리 보내는 / 이 가슴이 막막한 벽이 되지 않았을 것을 / 어쩌다가 사랑이란 이름의

/ 그 속절없는 끈에 휘감겨 /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무너져야 하는가 / 그리 가려고 그대는 그 짧았

던 순간을 / 사랑의 샘을 열어놓고 나를 울려놓고 / 환한 햇빛 한 움큼 화인처럼 / 이 막막한 

가슴에 심어놓고 / 그대는 홀연히 별나라의 전설이 되고 / 마침내 한 영원이 되었는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 먼 하늘 끝 눈 시린 지평선을 바라보는 / 이 햇빛 찬란한 봄 날 언덕에서 /

아이들은 꽃사슴처럼 뛰놀고 / 비로소 내 그대를 사랑하였음이 / 죄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 

깊이깊이 깨닫는 지금 / 잘 가라 불운했던 나의 그대여 / 아니, 아니, 아이들을 업고 안고 오른 /

고종주 변호사*

* 법무법인 정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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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산간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 그런 날들이 행복했다던 나의 그대여 / 아이들이 장성하여

그대 모습 그대로의 /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때 / 다시 한 번 입 안 가득 / 울음이 고이는

그날이 오면 / 목 놓아 하늘을 우러러 통곡한 다음 / 이 날의 슬픔을 그 날의 기쁨으로 받아 /

내 아득한 먼 날의 기억을 불러 / 창백한 그대 곁에 이르러 / 빛나는 사연을 그대에게 모두 고

하리니 / 그때까지만 나를 용서하시라, 사랑한 그대여 / 오직 그날을 위하여 모질게 살아남아 /

면면한 인연의 끈을 잇고 나서 / 그러다가 이윽고 끝이 오면 / 한 세상 참았던 눈물을 / 이 질긴

한스러움에 담아 다 쏟아버리고 / 그대와 함께 값진 영원을 향유하리라

이 비정한 봄날에 정든 그대를 보내며 / 이와 같이 후일을 기약하노니 / 그날이 오면 그대는 

기꺼이 품을 열어 / 달려 나와 나를 맞으라 / 이 바람 찬 언덕에 망연히 서서 

지금은 홀로 / 그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 내게는 한 없이 밉고도 미운 / 그럼에도 사랑한 나의

그대여. 



시/시조

수필

소설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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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초원에 내리는 비

초록 대낮,

바람과 하늘과 해의 힘을 붙들어 맨 오색 깃발이

물 밖에 나온 생어로 힘껏 퍼덕이다

천둥이 치고

갑작스레 쏟아지는 소낙비

그가 마치

근 팔백 년을 기다렸다는 듯

공중으로부터

초원 위 내게로 좍 훑어 오는 투망,

낱낱 시퍼런 창날과 화살

억세게 매듭진

세계사에 촘촘 갇혀, 일순 꼼짝할 수 없는 나

달려가는 전장 기마들의 다리 사이사이로

옛 정벌의 붉은 피들은 삭아 점점이 야생들꽃으로

펴나고

서로의 칼날에 찢겼던 상처들은 부드러운

능선으로 이어져 가식을 벗은 맨몸으로 저만치 눕다

-누구가 영원한 영웅이겠느냐

-어느 곳인들 깊은 안식의 하렘이었으리

애증으로 얼어붙은 피와 함께

풀 더미에 비루하게 숨어 세운 어린 노예의 밤

오늘, 그는 가고

나는 돌아온 광막한 초원

어긋난 시간 위

초록이 숱한 배반처럼 무성하다

저 흰 양떼와 띄엄띄엄 선 마소들

어느새 저마다

빗방울을 닦아 보석으로 눈에 걸고

아까부터 그윽이

우리 일행을 세상 속에 방목하고 섰다.

이 정 화 가족*

1952년 경남 통여 출생

진주여고를 거쳐 

숙명여대 국문학과 졸업(1974년)

1991년 「시와 시학」 신인상 등단

1993년 시집 「포도주를 뜨며」를 냄

현재 대구 거주

* 법무법인 신성 이찬효 대표변호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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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모두들 위로만 오르려 하는데

혼자서 아래로 향한다

가까이 가서 보니

수정처럼 맑은 심성을 가졌다

애처로워 햇빛 가까이 쬐어주었더니

할 일 다했다고 오히려 녹아버린다

심지어 시신마져도 그 뜻을 받들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성인은 몸으로 행할 뿐 

소리를 낼 줄 모른다

이 매서운 추위 어떻게 견디나 싶어

처마 끝에 매달려 들여다보았다

그 고통 차라리 내가 받겠다 하여

밤새 꽁꽁 얼었다

그래서 고드름은

너무 힘들어 곧 터질듯한 자의 추녀 끝에만 열린다

아무도 밖을 내다보려 하지 않는 

한겨울 깜깜한 밤중에만 열린다

오돌오돌 떨며 날 새기만을 기다리는 이의

처량한 문밖에서만 열린다
2012. 2. 14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고드름 올려다보면서

* 류도현 변호사 부인

김 혜 영 가족*

1966년 경남 고성 출생

1997년 <현대사> 등단

2004년 시집 「거울은 천 개의 귀를 연다」

2011년 시집 「프로이트를 읽는 오전」

2005년 평론집 「메두사의 거울」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강사

계간 <시와 사상>편집위원

웹진 <젊은 시인들> 발행인

제8회 애지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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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저격수

열 개의 손가락이 절벽을 두드린다

툭 툭

입 모양이 일그러진다 벌어진 입술

혀는 정직하게 자신의 의지를

고집한다

뜨거운 모래 사막 하얀 절벽

허기진 대머리 독수리가 절벽 끝에서

응시하는 얼룩말의 시체

늙은 선인장의 눈썹이

모래 바람에 흩날리는 순간, 독수리가

확 낚아채는 사냥감

콕, 콕, 쪼아대는 부리

고백실로 양떼를 밀어 넣는 양치기처럼

말해야 한다고 중엉거리는 혀

이빨 사이오 흘러나오는 딱딱한 고체들

고백할수록 미로에 빠지는 혀

사막의 살갗을 건드리는 열 개의 손가락

혀는 저격수처럼 입천장에 붙어 있다

2012. 4. 5 큰아버님 제사 모시러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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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臺를  바라보며

이 찬 효 변호사*

2013년 8월호  「월간조선」에  「심층취재：내

부, 외부 관찰자가 본 판사들의 윤리의식」이란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공감이 가는 대목들이 여럿 있었다.

“IQ와 人格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

한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 “판사들은 사건을 빨

리 처리하라는 독촉을 많이 받고 쫓기다보면,

몇단계 과정을 거쳐 승소로 판결해야 할 사건도

간단히 기각 처리하고 싶은 유혹을 때때로 느낀

다”는 어느 부장판사 출신의 이야기, “요즘 정치

판사 유형은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간이 흐

를수록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 가는 정권의 속성

에 비춰 현재의 정권보다 차기 정권에 기대를

거는 ‘권력지향형 판사’, 시민운동에 보조를 맞

추는 ‘시류 영합형 판사’,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

시 해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민족이념보다 하위

에 두는 ‘민족지향성 판사’, 자본주의 사회를 약

육강식의 비인간적 정글로 보고 정의의 기준을

약자와 소외계층에 두는 ‘소외 지향성 판사’가

그들이다.”는 어느 지명 변호사님의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도 평소 法臺를

바라보며 생각한 바람직한 판사의 모습을 몇자

적어보고 싶었다.

약 15년간 판사생활을 하고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글을 적어 볼 자격이

없지는 않을 듯싶다.

편의상 思, 言, 行으로 나누어 보고 마지막으

로 政策的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1. 思

첫째, 판사는 특정 종교는 갖지 않더라도 종

교적인 공부를 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정신, 석가모니의 자

비정신, 공자의 仁義의 정신에 관한 공부를 하

여야 한다.

人格의 최고 단계에 이른 분들로부터 널리 인

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배워야

* 법무법인  信誠 공동대표



한다.

「의식혁명」이란 책을 보니 人格의 완성도

를 10단계로 나누어 보통정도를 5, 성인의

경지를 10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간디나 使徒法官 金洪燮 같은 분들은 9정

도 될 것이다.

人格의 완성도가 7, 8, 9 정도 되는 판사

로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은 福받은 사람이

고, 쌀에 뉘처럼 섞여 있을지도 모를 인격 5

미만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

은 억울한 사람이다.

둘째, 판사는 古典을 계속 읽어야 한다.

인생의 선각자들이 남겨 古典의 반열에 오

른 책들을 평생을 두고 읽어 思考를 깊게, 넓

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어도 세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예

프스키, 헤르만헤세, 로망롤랑, 공자, 맹자

의 대표작 정도는 읽어 본 사람이 法臺에 앉

았으면 좋겠다.

「로마인 이야기」, 「총, 균, 쇠」, 「史記列傳」,

「列國志」, 「大望」, 「삼국유사」, 「조선왕조역

사」 등을 읽어 인류의 문명과 나라와 인간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셋째, 판사는 헌법정신과 국가관이 확실

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이념하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여 경제의 균형

과 민주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런 헌법 정신을 잊지 말고 재

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판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어

려운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가 되어 어떠한

분투노력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선진국 진

입의 과정에 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하여 폭

넓게 고찰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됨에 法治

의 면에서 一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대법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일반

법관의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렇다면, 일반 판사에게 대통령은 할아

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분에 대하여 ‘가카새끼 짬뽕’이니, ‘가

카의 빅엿’이니,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

나라 살림 팔아먹은’ 따위의 불경스럽고 저

질스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엄숙하고 신성한 法臺에 앉아서 나

라의 일을 맡아 볼 수 있을까?

자신의 부모, 조상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

지인, 人間의 기본도 안되어 있는 이런 판사

는 탄핵 아니면 재임용 제외 조치를 통해서,

아니면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

에서 바로 내려오도록 해야한다.

2. 言

첫째, 판사의 말은 온화하여야 한다.

법정과 法臺와 재판장은 그 존재 자체만으

로도 권위를 갖고 있다.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물론 민

사사건의 원, 피고도, 증인도 심리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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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위축이 된다.

판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럴 근거도 없다.

판사의 권한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일진대, 판사는 자신의 실질적 임명권자인 국

민에게 당연히 온화한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판사의 온화한 표정과 말은 재판받는 사람들

을 안심시키고 바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감

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요소다.

“말은 그 사람이다.”

둘째, 판사의 말은 절제되고 품위있는 것이어

야 한다.

재판진행과 사건의 쟁점에 관한 말만 하고,

긴말, 훈계조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많

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그리고, 그 말은 품위가 있어야 하고, 비속어,

상대방 비하의 말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을 받거나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인생경험이나 그로부터 얻은 지혜가 法臺의 판

사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판사는 법과 판례만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

을 뿐이다.

절제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는 詩

암송 해보기가 은연중 도움이 될 것 같다.

셋째, 판사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예”, “아니

오”의 답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연

설명하려고 하는 바를 될 수 있는대로 중간에

자르지 말고 傾聽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증인이 꼭 말하고 싶으나 판사나 상

대방측이 못하게 자른 그 말속에 사건해결의 열

쇠가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사건의 쟁점과 관계없거나 두서없이 장

황한 말은 제외하고서 하는 말이다.

경청이 승복의 요소다.

3. 行

첫째, 판사는 청렴, 공정하여야 한다.

오늘날 판사의 물질적 청렴성은 믿어도 좋을

수준에 있다고 본다.

법정에서 한쪽 당사자를 편든다든지, 한쪽 말

에만 더 귀를 귀울이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고, 평평한 저울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

하여야 한다.

왜 法의 女神은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

고 있는가.

소송관계인은 민감하므로 재판장의 불공정성

을 대번에 느낀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패소당사자는 그

判決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판사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高孤 한 것만이 판사의 자세가 아니고, 현실

을 잘 알아야 재판도 잘 할 수 있다.

신문과 종합월간지를 계속 읽고, 각급 학교

동창회모임, 시험동기모임, 친척모임, 부담없는

친구들 모임 같은 것에는 가능하면 참석하여 여

러 분야 사람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현

실감각이 좋아진다.

재판의 대부분은 어느 쪽 주장사실이 진실하

냐를 가리는 사실판단의 문제이고, 법률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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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문제가 아니던가.

판사가 고독한 城에 갇혀 있어서는, 明鏡

止水와 같은 마음만으로는 현실에 근접한

정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한다.

셋째, 판사는 겸손하여야 한다.

판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하여 재판권을 부여

받은 사람이므로 국민의 公僕(public ser-

vant)이다.

法臺를 방청석보다 높힌 것은 판사의 지위

가 국민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판사가 소송

관계인과 법정을 잘 살펴 재판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경제인이나 과학자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판사 못잖게, 아니 판사보다 훨씬 더 국리민

복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을 깨닫고 판사는 겸손하여야 한다.

내 동기 盧統이 권력기관의 권위는 어지간

히 뺀줄 아는데, 아직까지 권력기관에 井底

蛙를 벗어나지 못한 듯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넷째, 판사는 심판 노릇에 자족하지 말아

야 한다.

판사가 神이 아닌 이상 진실을 모두 알 수

없는 노릇이고, 訟事는 처리하지 않을 수 없

으니, 현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立

證責任」이라는 규정을 두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쪽에 패소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송구조하에서는 판사는

어느 쪽이 「立證責任」을 다하는가, 다하지

못하는가를 판단하는 심판의 지위에만 그치

고,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더 들더라도 과

연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려는 노력을 적극

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처리하여야 할 사건이 많으니 부득이한 면

은 있지만, 국민은 판사가 「眞實과 正義의

심판자」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

서는 대부분 「立證責任의 심판」 노릇에 그치

고 마니, 이런 괴리에 사법불신의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판사는 경기의 심판 노릇에 자족하지 말

고, 釋明權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當事者

本人訊問도 진취적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實

體的 眞實의 발견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

을 다하여야 한다.

4. 策

판사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司法政

策에 대하여 몇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판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건이 너무

많으므로 판사의 人力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일주일에 며칠씩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법원에 나가서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써야

할 정도면 어떻게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승

복할 자상한 재판진행을 하고 정확한 판결

을 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 수뇌부

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훈시만

하지 말고,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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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담당자 등을 직접 만나 사법부의 현실을 절

절히 설명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현

재의 판사 인력을 倍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

래야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 없이 낭비되고 있는 행정부의 예산이 얼

마나 많은가. 

사법 고위 당국자가 정책적으로 판사 人力 培

增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단독심의 재판장은 반드시 고등법원 배

석판사를 거쳤거나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경력

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

책과 기록만 읽고 인생경험이 부족한 白面書

生이 남의 신분과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맡아서야 되겠는가.

특히 가정법원에는 배석판사라도 최소한 35

세 이상은 되어야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입법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종전처럼 없애야 한다.

약식명령이 과중하게 내려진 경우만 있고 과

경하게 내려진 경우는 없단 말인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불이익 변

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도 않고, 「고정」사건이 형사 단독 재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판사들의 업무부담

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에 비해 사건의 중요도

는 그다지 높지 않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불이익 변

경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사건을 줄여 주는 것은

사법정책 당국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넷째, 판사에 대한 사상검증, 윤리교육을 강

화하여야 한다.

판사임용시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인지 엄밀

한 사상검증을 하여야 하고, 임용 후에도 주권

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자세, 仁, 義, 孝, 禮 등

人間으로서의 기본도리, 自由民主主義 헌법이

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하여

야 한다.

가끔 한번씩 모아서 법률지식 연수나 해서야

법기술자나 만들지, 존경받을 만한 좋은 판사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매년 윤리교육을 받는다.

사법당국자는 대오각성하여 판사 임용 전후

사상검증과 윤리교육 강화에 적극 나설 일이다.

다섯째, 법원에서 사건 처리 일계표를 재판부

에 매일 또는 매주 회람케 하여 사건 떼기를 재

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제 재판장들은 그 처리일계표를 보고 사건

을 빨리 또는 늦지 않게 떼기에 적지 않은 신경

을 쓰므로 그것은 결국 판결의 정확성을 떨어뜨

리게 하는 결과가 된다.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정

도만 일계표를 회람시키면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가는 판사,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판사에게서, 그런 法臺 아래서 재판

을 받고 싶다.

재판 先進國은 언제쯤 이루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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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憶雜談

조진제 변호사

내가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고 누가 묻는다

면 아무래도 法曹를 또 선택할 수밖에 없겠

다고 대답할 것 같다.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

먹었고, 하는 일 또한 그 생겨먹은 데에 가

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제 法曹에서 물을

먹은지 대충 40년은 되었고, 그 전에 法曹에

뜻을 두고 준비한 기간까지 합쳐서 조금만

부풀리면 50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하므로, 좀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지

난 일을 되살려 이것저것 잡다하게 추억담

을 한번 써보고 싶다.

1. 잊지 못할 선생님   

박** 선생님.

내 초등학교 1학년때의 담임선생님이다.

나는 아직도 그 선생님의 이름을 그 모습

과 함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넙적하고

둥그스럼한 얼굴에 빨간색 투피스를 즐겨

입으시던 여자 선생님. 아마 앞으로도 잊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6년 우등상을

받지 못하였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내

리 우등상을 받았으나 1학년 때만은 우등상

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농땡이를 부리거나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

라 담임선생님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주어야 마땅할 우등상을

다른 아이에게 주어버린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담임

선생님이 가만히 나를 불러서 하는 말인즉

“공부는 네가 제일 잘하지만 반장은 다른 아

이에게 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서 다

른 아이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그 아이는 바

로 방앗간집 아들이었다. 그 방앗간집 아들

은 그 당시 겨울이면 내가 제일 부러워했던

털모자에 가죽점퍼를 입고 다니던 바로 그

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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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으나 속으로

는 선생님의 처사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였

다. 공부도 내가 제일 잘하고, 키도 제일 크며,

그 동안 내가 반장을 하고 있었으니 2학기에도

내가 반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방앗간집

아들에게 반장을 시킨단 말인가! 선생님이 부잣

집 아들이라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라고 단정하고 억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

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런대로 참을만했을지

모르겠으나 1학년을 마칠 무렵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 1명을 골라 우등상을 주는데

역시 그 방앗간집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여느 아이들처럼 시시한 개근상인지

정근상인지 그런 것을 주고.

선생님의 처사가 참으로 부당하여 도저히 묵

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공부를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

도로 명백한데 왜 우등상을 다른 아이에게 준단

말인가!

선생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

를 응징하고 항의하는 무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박 선생님께는 마주쳐도 외

면하고 인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실

천하였다. 그 선생님은 그 뒤로도 한동안 더 그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내 인사는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인사를 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지 않

고 더 나아가 그 선생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을

걸어도 나는 외면한 채 대꾸를 하지 않았다. 철

저히 무시하여 선생님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

끼도록 만드는 것이 내 의도였다. 선생님도 어

느 정도 내 의도를 감지하였으리라고 짐작한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아이가 꽤나 의식화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어 놀

랍다. 그때 그 선생님은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까지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였을 것이다. 누

구라도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으랴.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도록. 소름 돋도록 무

서운 일이다.

2. 고맙고 기특한 철도공안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의 일이다. 

무슨 일로 서울엘 다녀오게 되었는데 서울에

서 며칠 지내다 보니 여비가 바닥나고 말았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여비는 떨어졌고, 그래서

별도리 없이 무임승차를 감행하게 되었다.

용산역에서 부산행 군용열차를 타게 되었는

데 승차권검사가 엄하니 몇 푼 하지 않는 영등

포역까지의 승차권 한 장을 사서 무조건 승차하

고 보자는 배짱으로 나갔다. 혹시라도 승무원이

승차권검사를 할까봐 조마조마 눈치를 살피며

서서 오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차가 대전

역 근방에 이르게 되자 승차권검사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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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승무원을 피해 열차의 끝까지 밀려갔으나

더 피할 수 없어 무임승차가 적발되고 말았

다. 꼼짝없이 붙들려 대전역 철도공안실이

라는 데엘 끌려가게 되었다.

대전역 철도공안실의 공안원이 나의 행색

을 살피더니 나가서 승차요금을 구해 오라

고 한다. 승차요금을 구해 오지 않으면 무임

승차로 즉결재판에 넘길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구하러 무조건 밖으로 나가

라고 한다.

나가라니 나오기는 했으나 생판 낯선 곳인

대전의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

가? 돈을 구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무임승

차를 했을 리가 없다.

떠밀리다시피 밖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인

적도 없는 새벽시간의 대전역 앞에서 망연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돈을 구한다?

골똘히 궁리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전당포

엘 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허름하기는 했으

나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으니 그걸로 돈을

좀 융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이다.

대전역 앞을 어슬렁거리면서 전당포 문 열

리기를 기다려서 그곳 어딘가 전당포엘 찾

아갔더니 고맙게도 내 손목시계를 잡고 돈

을 조금 융통해 준다. 즉시 그 돈을 철도공

안실에 갖다내고는 남은 돈으로 다시 기차

표를 사서 무사히 집으로 오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 철도공안원이 쉽게 즉

결재판에 넘겨버리면 그만일 것을 왜 나더

러 굳이 밖으로 나가 돈을 구하여 오라고 했

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임승차를 하

는 주제에 밖으로 나가 봐야 돈을 구하기 쉽

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뻔히 짐작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때 철도공안원은 나의 행색

으로 미루어보아 학생인 것이 분명하니 “그

냥 내보내 줄 테니 돈을 구하러 나가는 척 슬

쩍 갈 데로 가버려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남의

이목도 있는데 무임승차한 놈을 아무 조치

도 없이 그냥 내보내 줄 수는 없으니 밖에 나

가서 돈을 구하여 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심으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보내

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말의 액면을 곧이곧

대로 알아듣고는 돈을 구하고자 낯선 곳을

헤매면서 전당포에까지 찾아갔으니.

내 평생 전당포라는 데를 가본 것이 그때

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고맙고 기특한

철도공안원! 내보내 줘서 고맙고, 덕분에 전

당포구경을 하게 되었으니 또 고맙고.

철도공안원의 그런 깊은 배려도 금방 알아

차리지 못하고 찬바람 맞으며 대전역 앞을

헤매고 있었으니, 쯧쯧, 그런 앞뒤가 콱콱

막힌 고지식함으로 요령 없이 지난 세월을

살아왔으니,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남들처럼

승승장구 빛나는 출세 따위 기대한다는 것

이 아예 무리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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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깡패?   

내가 法曹의 일을 하게 되지 않았으면 다른 무

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 군인? 정치인? 깡패?

잘 짐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여튼 그 비슷

한 무엇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다. 공격하고, 때

려부수고, 뒤집어엎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주민등록증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때였는데 고향마을의 온 동네 사람들을 모두 아

침부터 국민학교 운동장에 불러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따로 불러 시커먼 잉크를 묻혀 일일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뜨는 일을 하게 되었다.

면사무소 직원, 지서 순경 등이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인들 처음 하는 일이라 속도가 날

리 없었다. 하나하나 꼼꼼히 하다 보니 얼마 하

지 못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되고 말았다. 동

네사람들은 구름같이 모여서 이제나 저제나 차

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도 그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한꺼번에 점심을 먹으러 가

버리는 것이다.

이럴 수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 놓고. 그까

짓 점심 꼭 먹어야 되나? 나쁜 놈들이잖아!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먹거나 한두 명씩 순번

을 정해 교대로 점심 먹으러 갔다 온다면 그런

대로 일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고약한 놈들!

그래도 뭐 어찌 해 볼 방법이 달리 없으니 동

네사람들은 점심도 굶은 채 운동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그런데 점심 먹으러 간 공무원들이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다. 보나마나 퍼질고 앉

아서 이빨이라도 쑤시며 노닥거리고 있겠지. 오

랜만에 서로 함께 만나서 어울린 김에 술이라도

한잔씩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간 해

넘어가겠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하품을 하며 목을 빼고 기

다리고 있는데 점심 먹으러 간지 두어 시간이나

지나서야 공무원들이 드디어 나타났다. 전혀 바

쁘거나 미안한 기색은 없이 뒷짐을 지고 어슬렁

어슬렁. 그 꼴을 보고는 그만 울분을 참지 못하

고 폭발하고 말았다. "이런 개새끼들이 주민들

을 어떻게 보고 이 따위 짓을 감히 하느냐!"라고

대갈일성 소리를 지르면서. 삼국지의 장비나 수

호전의 흑선풍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면사무소 직원이고 지서 순경이고 가릴 것 없

이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를 쳐버리고, 책상이네

의자네 하는 것들을 둘러엎어 난장판으로 만들

어버렸다.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 일로 번질 것을 염려

한 동네사람들이 말려서 대충 그 정도로 끝났으

나 동네사람들의 기세가 공무원들을 원망하고

나에게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으므로 나에게

당한 공무원들이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뒷전으

로 슬슬 꽁무니를 빼고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하하하, 그렇게 당한 공무원들이 찍소리 못하

고 구부리고 앉아 남은 일을 하고. 동네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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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에게 잘했다고, 속이 후련하다고 말하

면서 수군거리고. 나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양 은근히 의기양양해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성질머리를 고려하면 法曹의 일이 나

에게 딱 맞는 일인 듯하기도 하다. 직접 몸

을 쓰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말

과 논리로써 공격하고, 때려부수고, 뒤집어

엎고.

군인이나 정치인이나 깡패가 더 적당했을

라나?

그런 성질머리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제대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

요즈음 국회의사당이라는 곳에서 밀고 당

기며 설치고 있는 꼴들을 보면 글쎄, 정치인

은 적임이 아닌 듯하기도 하고, 오히려 적임

인 듯하기도 하고.

깡패?

하하하, 잘 모르겠다.

4. 웬수놈의 수학!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놈의 수학인지

산수인지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팠다. 다른

과목은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슬슬 하여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1등까지도 할 수 있었으

나 그놈의 수학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

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남들의

뒤를 따라가며 별로 표나지 않게 지낼 수 있

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아주 심

각하게 되고 말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수학 선생님이 앞에

서 뭐라고 열강을 하고 있어도 나에게는 그

것이 자장가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닐 정도였

으니 더 말할 것 없었다.

이걸 어쩐다?

다른 아이들처럼 무슨 과외수업을 받거나

학원에라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으니 천상

혼자서 낑낑대며 애를 써 볼 수밖에 없는데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별무효과라.

에라, 모르겠다. 포기다.

그까짓 수학, 포기하더라도 어떻게든 대

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말쯤 되었을 때 기말

고사인지 뭔지 하여튼 무슨 시험을 치는데

수학시간이 되니 한심하게 되고 말았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문제 가운데 풀 수 있는 문제

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하나도 없었다.

무슨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 멀거니 앉아

있자니 심심하기도 하고 하여 답안지의 앞면

은 백지상태로 둔 채 그 뒷면에다 그림을 그

리게 되었다. 갑옷을 입은 로마병정의 그림.

영락없이 시험감독선생님에게 적발되고

말았다.

귓바퀴를 잡혀 교무실까지 끌려가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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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 옆에 딸린 자그마한 방에서 몽둥이로 얼마

나 두들겨 맞았는지. 수굿하게 맞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좀 덜하였을 텐데 건방지게도 “백지를

낼 권리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대들었으니

어느 정도나 심하게 두들겨 맞았을지는 불문가

지다.

담임선생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고야 말았을 것이다.

웬수놈의 수학!

대책도 없이 시험 때마다 백지를 내어 매를 맞

고 있다가는 욱하는 성질에 무슨 사고라도 치고

말게 되리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

그렇지, 검정고시를 거쳐 바로 대학으로 가버

리자! 대학에 가면 그놈의 지겨운 수학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안 당해도 되겠지.

수학과 가장 인연이 먼 학과가 뭘까?

法大! 그래, 法大로 가자!

그래서 내 인생의 진로는 法의 이정표가 그려

진 방향으로 결정되고 말았다.우연이었는지 필

연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참 어이없이 결정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 내가 수학을 웬만큼이라도 잘 할 수 있

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육군사관학교

쯤으로 진학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갑옷 입은

로마병정의 그림 그리기를 즐겨했으니까.

아니지, 그때부터 벌써 “백지를 낼 권리” 따위

를 중얼거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학

성적 여하에 관계없이 法大로 가게 되었으리라

고 짐작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하하하, 어쨌든 이제는 그저 하나의 그리운

추억일 뿐 조금도 심각하지 않다.

5. 미친 공부    

요즈음 ‘미친 교육’ 어쩌구 하는 말이 있더라

마는 나도 젊을 때 한때 ‘미친 공부’라고 이름붙

일 만한 공부를 해 본 적이 있다. 공부를 잘못하

였다는 말이 아니라 ‘미친 듯이’ 공부에 전념하

였다는 말.

1971년 초에 시행된 제13회 사법시험 2차 시

험이 있기 한 달쯤 전에 책과 이불보따리를 싸

가지고 동숭동 서울법대 뒤쪽 산비탈에 있는 서

울법률연구실이라는 데를 찾아갔다. 말이 좋아

'연구실'이지 실상은 요즈음의 고시원 비슷한 것

이었는데 한 곳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식사시각에 맞춰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곧장

독서실에 올라가서 공부하다가 잠잘 시각이 되

면 침실에 가서 잠깐 2,3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식의 생활을 시험 때까지 한 달 넘게 계속하였다.

그 침실이라는 곳은 한 층의 가운데를 칸을 질

러 2층으로 만든 곳으로서 한겨울인데도 난방

장치도 없이 비닐장판바닥에 여럿이 함께 자면

서 서로의 체온으로 방을 덥히는 식의 장소였는

데 난방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을 뿐

만 아니라 굳이 난방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

였었다. 모두들 공부에 전념하느라고 잠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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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끼는 형편이었으니 난방된 방에서 느

긋하게 잠을 자고 있을 형편이 아니었고, 냉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으로 만족하였

던 것이다.

그런데 ‘미친 공부’는 바로 그 침실에서 이

루어졌다.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책과 씨름하다가 잠

잘 시각이 되어 침실로 가서 이불을 머리끝

까지 뒤집어쓰고 드러누우면 이내 잠에 곯

아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잠을 자면

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옆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불 속에 정식으로 들어

가 분명히 잠을 자는 것이었는데 깨고 나면

잠자는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다. 기억도 분명하게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을

읽고 생각하고.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

한 달 동안 계속하여.

신기하게도 읽은 부분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기억이 분명하였다. 이러다

가 잠이 부족하여 건강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지만 젊을 때

여서 그런지 아무런 이상도 생기지는 않았

다. 실제로 잠을 잔 것도 사실이고.

스스로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였

는데 건강에 이상만 없다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의 능

률이 매우 높았고, 거짓말 안 보태고 나중에

실제로 출제된 시험문제의 거의 절반 정도

를 족집게식으로 미리 맞출 수 있었다.

미리 예상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그 다음

은 물어보나 마나. 시간이 모자라고 종이가

모자랄까봐 걱정일 정도로 답안지를 빼곡히

채워넣을 수 있었다.망설이거나 지우고 다

시 쓰는 일 없이 一筆揮之로.

합격하리라고 내심 장담하였고, 실제로

합격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자면서도 책을 읽

고 공부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자기 전에 얼

마나 열심히 공부에 빠져 있었는가를 나타

내 주는 하나의 징표였으리라. 공부는 모름

지기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공부만 그

렇겠는가? 다른 모든 일도 그런 식으로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그 후로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더 해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지. 그래도 그런 '미친 공부'

를 일생에 한 번은 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6. 알 수 없는 일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계적인 상

황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힘, 어떤 초월적

인 존재가 나를 지배하여 조종하고 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나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

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옛날 약 30년 전쯤 이맘때의 일이다. 제주

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처음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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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운전을 배워서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운

전을 하고 다닐 때의 일이다.

가족과 함께 북제주의 함덕해수욕장에 가서

놀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귀가하고자 하였다.

가족은 다른 일행과 함께 웅성웅성 둘러서서 얘

기꽃을 피우고 있는 사이에 나는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에 다가가 이를 빼내어 가족을 싣고

귀가할 참이었다.

포니1 자동차였는데 후진하여 빼낼 참이었으

므로 운전석에 앉기 전에 용의주도하게 직접 다

가가서 자동차의 뒤쪽을 잘 살피고 아무런 장애

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기어를 넣은

후 엑셀을 밟았으나 차가 덜커덕거리기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았다.몇 번 더 시도해 보았으나 여

전하므로 아마도 뒷바퀴 밑에 뭔가 돌맹이라도

걸려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고 운전석에서 내

려와 바퀴 밑을 살피러 뒤쪽으로 가보게 되었다.

뒤쪽으로 가봤더니...

하느님 맙소사, 우째 이런 일이!

첫돌도 미처 지나지 않았을 듯한 어떤 아기가

혼자서 땅바닥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차의 뒷범퍼 바로 아래에서. 막

상 바퀴 밑에는 돌맹이든 뭐든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

무심코 자동차를 후진시켰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 왜 내 차가 덜커덕거리며 움직이지 않았

을까? 그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운전미숙이라

고는 하지만 후진조차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무엇이 내 차의 후진을 막고 있었을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채로 멀쩡하게 운전

하여 귀가하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족에게

든 누구에게든 말한 적이 없다. 말해도 믿지 않

을 테니. 혼자서만 가슴을 쓸어내리며 회상할

뿐이다.

그때 누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여 큰 사고를

막아 주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는 우

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모른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요즈음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일본

의 판검사들이 정년도 되기 전에 도중하차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였다고 한

다.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을 받은 판검사가 그

자리를 지켜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 그 알량한 검사 자

리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진작 그만둬야할 뻔

하였다.

7. 시치미 떼기   

달동네에 산다는 어수룩한 차림의 아주머니

한 분이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막내아들이 고

등학교 3학년인데 오토바이를 훔쳐서 팔아먹은

죄로 구속되어 있으니 어떻게 좀 해 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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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보자, 어, 전과가 3범이나 되네! 전부

동종의 절도전과로. 어린 나이에 웬 전과가

그리도 많노. 누가 보아도 구속을 면할 수 없

을 정도이다. 지난번에도 가정법원에서 보

호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로군.

골치 아프다. 그래도 석방시킬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학교생활은 어떤고?

생활기록부를 떼어다 봤더니 의외로 괜찮

다. 1,2학년 때는 개근상, 정근상도 받은 적

이 있다. 야, 그렇다면 무슨 수가 있을 것 같

기도 하다.

학과성적은 어떤고?

생활기록부에 ‘4백 몇 십분의 3’이라는 식

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그러면 전체 3등을 했

다는 말인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놈이 웬

도둑질?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전체 인

원을 5개 등급군으로 나눴을 때 3등급군에

속한다는 말이란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중간 정도의 성적

은 되는 셈이군. 이 정도로써 어디 한번 부

딪쳐 보자.

경찰서 유치장으로 접견을 갔더니 아이가

제딴엔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거짓말로 범

행을 전부 부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 한다. 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

으니 우선 깨끗이 자백하는 것으로 하자고

타일렀다. 그런 다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

을 신청하였다.

판사가 묻는다. 생활기록부의 학과성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전체 3등을 한 것이

맞느냐고.

시치미를 뚝 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그

대로가 아니겠느냐고 딴청을 부렸다.

아무래도 미심쩍은지 판사가 다시 아이에

게 묻는다. 공부를 어찌 그리 잘하느냐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맞장

구를 친다. 덧붙여서 “앞으로 가난한 집안사

정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기술을

배워 빨리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멋지게 장식까지 한다. 속으

로 ‘나쁜 놈, 입만 살아 가지고.’라고 생각하

면서도 겉으로는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판사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틈을

타서 다른 말은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든 학

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만 해 달라고 말했

다. 비록 손버릇은 나쁘지만 공부 하나는 잘

하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교를 아무

탈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매우 걱정스

럽고도 진지한 어조와 표정으로.

그래서 결국 석방.

석방된 아이에게 앞으로 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면 그때는 국물도 없다고 엄히 경고

한 후 법정에서 판사에게 말한 그대로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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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고 타일렀다.

하하하, 이것이 내가 수임하여 처리한 어느

형사사건의 전말이다.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의뢰인에 그

변호사로 역시 3등급? 아니면 어리숙한 판사를

고약하게 속여먹었다고 해서 아예 낙제점일까?

8. 기소유예나 벌금형보다 더 좋은 집행유예

-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수임

하였다. 어떻게든 석방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

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투약사범은 보통의 경우 검찰에서 구

속기소하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소유예

의 은전을 베푸는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주임검

사에게 매달려 이왕이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

아 보고자 작심하였다.

전과가 없고, 가정환경도 비교적 양호하며,

피의자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임검사에게 자신있게 기

소유예의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곤란하다, 어렵다는 대꾸만 하던 주임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하기를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석방 후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

건을 달겠다고 한다.

그런 조건이 있든 없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

분을 하겠다는데 사양할 이유나 명분은 없으므

로 무조건 고맙다고 인사하고 피의자의 가족에

게도 자랑스럽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의자 가족의 반응이 전혀 예상밖이

다.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왜 쓸

데없이 변호사가 나서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

게 하였느냐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고?

말인즉슨 가만히 놔두어도 기소된 후 한 달 정

도 지나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

방될 터인데 변호사가 괜히 나서서 주임검사에

게 작용하는 바람에 기소유예의 엉뚱한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괜히 두 달 동안이나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그 석방시기만 늦춰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이라든지 구속

상태와 입원상태를 동일시할 수 없다든지 하는

설명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막무가내로 변호사

의 잘못으로 석방시기가 늦춰졌으니 이를 보상

해 달라고 한다. 착수금 받은 걸 도로 내달라는

것이다. 허, 이럴 수가! 이런 낭패가 또 있을 수

있나! 그런 식이면 변호사 선임은 왜 하였단 밀

인가!

- 고향사람의 아들이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중상을 입힌 사고)를 내고 구속기소된 형사사건

을 수임하였다. 어떻게든 석방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비록 합의되고 전과가 없다고는 하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만만치는 않은 사안

이었으므로 나름대로 궁리하여 변론하기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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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곧 군대에 입대하여야 할 형편이니

최대한 선처하여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을 선택하여 달라고

하였다.

변론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였는지 법원

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다.

석방된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벌금형이 선

고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잘된 판결

이라고, 그래서 사례금이라도 좀 주면 좋겠

다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그 대답이 참 걸작

이다.

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면 군대에

안가도 될 터인데(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는 무슨 규정이 있었

다고 한다) 변호사가 괜히 나서서 바람을 잡

는 바람에 벌금형이 선고되어 군대에 가야

되게 생겼으니 군대에 가야 되는 그만큼 손

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례금

따윈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허,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을 수 있구나!

모두들 변호사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놀고 있는데 변호사만 세상물정도 모르고

엄벙덤벙 설치고 있으니 모든 것이 다 변호

사의 탓이요, 변호사의 큰 잘못이로소이다!

9. 착수금과 접대비

변호사를 휴업하고 한 4년 동안 공직에 종

사하다가 다시 개업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돈을 받으러 왔다

고 한다.

받을 돈이라니, 무슨 돈을 말하느냐고 되

물었더니 하는 말이 참 기상천외하다.

말인즉슨 약 5년 전 어떤 형사사건을 나에

게 맡겼는데 그때 돈을 얼마 주지 않았느냐,

그 돈 중에는 변호사 보수(착수금) 이외에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하기 위한 접대비도

일정 금액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건이 원하

는 대로 잘 처리되지 못하였고, 사건이 잘 처

리되지 못한 것은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

기 때문일 것이니 그 접대비는 돌려줘야 하

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때 받은 돈은 전액 변

호사 보수임에 틀림없고, 접대비 명목의 돈

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하여도 전혀 먹혀들

지 않는다. 막무가내로 접대비를 되돌려달

라고 한다.

허, 이럴 수가! 또 낭패를 당하는구나! 라

고 생각하며 지레 겁을 먹고 망연해하고 있

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묵은 서류철을 한참

뒤적이다가 사건수임계약서를 찾아내 왔다.

그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봤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돈, 변호사 보수와

접대비를 합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와

함께 버젓이 변호사 보수(착수금)로 기재되

어 있는 것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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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수임계약서를 내밀었더니 이 친구 슬

며시 말꼬리를 흐린다. 자기는 분명히 접대비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사건수임계약서에 그와 달리 기재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까지 계산되어 있으니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고약한 사기꾼! 

이런 사기꾼이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출입하

며 헛소리를 함부로 내뱉어도 명백한 문서가 없

으면 변호사가 궁지에 몰리는 일이 혹시라도 있

어서는 안 되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사람을 변호한다는 것이 과연 할 만한 가

치가 있는 일일까?

10. 변호사와 위증교사죄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의 기회에 업체로부

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혐의로 구

속기소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기록을 봤더니 완벽하다. 특별수사부의 검사

가 직접 수사하여 인지한 사건인데다가 피고인

이 검사 앞에서 자백까지 하였다.

그런데 접견을 갔더니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한다. 뇌물을 전혀 받아먹은 적이 없는데 받아

먹었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검사 앞에서 자백하였느냐고 물었

더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 말인즉슨

업체 장부의 기재나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업체 직원의 진술 등 증거가 완벽한 상황에서

부인하면 재판에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자백하면 법원의 관용을 받아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참!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어디에 또 있

을 수 있나!

그렇다고 하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수도 없

으니 어디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팔을

걷고 사건에 뛰어들었다.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증거가 뇌물을 전

달하였다고 하는 업체 직원의 진술이라고 할 것

이므로 우선 그 직원의 진술을 한 번 더 들어보

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급하다고 생각되어 그

직원을 만나보고자 하였으나 벌써 소재를 감추

고 연락이 닿지 않아 만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그 직원의 집 앞에서 하염없

이 기다리는 식으로 며칠을 보낸 뒤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직원에게 다짜고짜 뇌물을 전달한 것이 사

실이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그 대답이 의외로 선

선하게 아니라고 한다. 뇌물로 전달할 돈을 승

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못

한 채 자기가 써버렸다는 것이다.

됐다 싶어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게 되

면 누가 무어라고 하더라도 진실만을 진술해 달

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과연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그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실을 진술하였다. 뇌물

을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가 도중에서 삥땅하였

으며,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검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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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다시 부른다고 하면서 울상이 되어

찾아온 그 직원에게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

는 것은 아무 죄로도 되지 않으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곧바로 위증죄로 되는

것이므로 알아서 잘 처신하라’고 엄포를 놓

았더니 이 친구 검사 앞에 다시 불려가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뇌물을 전

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그 번복하는 진술을 담은 진술조서를 법정

에 제출하면서 검사가 그 직원을 다시 증인

으로 신문할 것을 신청하였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두 번째로 증언을 하

게 된 이 친구 내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서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면서 어

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한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느냐고, 위증죄로 처벌받

는 것을 면하려면 진실대로 증언하여야 한

다고, 뇌물로 줄 돈을 삥땅한 것이 진실이라

면 삥땅하였다고 증언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엄포를 놓았다. 검사 앞에서는 설

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며, 뇌물로 전달할 돈을 삥땅하여도 횡

령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슬며시

흘리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서

서도 삥땅한 것이 사실이라고, 검사 앞에 불

려가서는 두 번째로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검사의 일그러진 표정이 눈에

환히 보이는 듯하였다.

여지없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검사들이

회의석상에서 나를 지목하여 위증교사죄로

입건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한다는 귀띔

을 들은 것이다.

허허, 위증교사죄라니! 진실대로 증언하

라고 권하는 것,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사

정을 설명하는 것이 어째서 위증교사죄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쨌거나 변호사가 위증교사죄로 처벌받

을 일은 없으니 심각하게 걱정할 일은 아니

지만 이랬다저랬다 진술을 무책임하게 번복

하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에 농락당하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처지가

참으로 안쓰럽다.

이런 사람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

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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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책과 사람사이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49년생인 필자가 1968년 무렵 읽었던 프리드

리히 막스 뮐러(Friedrich Max Mueller)가 지

은 독일인의 사랑(Deutsche Liebe)은 오랫 동

안 여운이 남아 있는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 처음을 영한사전을 펴내신 권중휘교

수님의 수필집 낙엽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읽었

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읽은 한권의 책, 한줄

의 글, 한편의 시가 한 사람의 정신에 不滅의 흔

적을 남기는 수도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공

급할 수도 있다.

독일인의 사랑을 읽은 덕분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막스 뮐러는 세계적인 비교종교

학자였고, 독일인의 사랑은 그의 유일한 소설이

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빌헤름 뮐러의 아들이

었습니다.

막스 뮐러가 그러한 至純한 사랑에 관한 소설

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총체적인 종교

적, 문화적인 원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막스 뮐러는 ‘하나만을 아는 사람

은 아무 것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

만을 아는 사람은 종교를 모른다’(이구산 역. 종

교학입문. 원저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religion.동문선) 라고 종교에 대하여 적확한 지

적을 하였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은 그

내용도 좋았지만 뮐러

가 살았던 당대, 그리

고 그 이전의 여러 시

인들-괴테, 위즈워스,

세익스피어 등 많은 시

인들의 시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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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라는

시인을 처음으로 알게 해 주었습니다. 솔직

히 매튜 아놀드라는 시인에 대하여는 이름

도 잘 몰랐는데, 전적으로 필자의 무지로 인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책에서 우연히 알게 된 매튜 아놀드,

막스 뮐러, 그리고 그의 책 ‘독일인의 사랑’

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소개해봅니다. 

2. 막스 뮐러의 소설 ‘독일인의 사랑’과 매튜

아놀드

가. 천양희 시인이 바라본 막스 뮐러의 독일

인의 사랑

천양희시인은 그의 ‘시의 숲을 거닐다’(샘

터)라는 책에서 독일인의 사랑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읽은 것으로 이루어

진다는 말이 생각날

때마다 결국 세계는

한 권의 아름다운 책

에 이르기 위해 이루

어졌다는 말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막스 뮐러의 소설 「독일인의

사랑」을 다시 읽다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

다. 의문으로 가득 찬 세상에 환멸을 느끼던

60년대 말, 우연히 「독일인의 사랑」을 읽고

나는 처음으로 문학에 대해, 사랑에 대해 어

떤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문학은, 삶의 누추

함을 뛰어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사랑도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영혼 속속들이 파고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듯 나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내 속의 모든

것이 빛과 향기를 발하고 진동하는 것 같았

다. 그만큼 「독일인의 사랑」은 처음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처럼

생각되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체험을 쌓

는 동시에 자기를 읽는 것이란 생각도 하게

되었다. 고전이 책의 에베레스트라면 「독일

인의 사랑」은 사랑의 에베레스트가 아닐까

생각되었기 때무이다.

비교언어학과 동양학, 종교학, 특히 범어

학梵語學의 세계적 귄위자인 막스 뮐러가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었다. 그보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런 그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근대문학의 성전이라는 휠덜린의 「히페리

온」과 같이 감미롭고 평이한 소설을 썼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에는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 히페리온 같은 소설적 형식은 없지만, 읽

는 내내 독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목가

적 서정이 있다. 그것이 곧 그의 소설의 환

상적인 매력이다.

첫째 회상에서 마지막 회상까지 여덟 편의

회상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독인인의 사랑」은

“어린 시절이란 신비와 비밀을 지니고 있다”

로 시작해서 “나의 사랑이 가슴에 살아나서

지금도 나를 신비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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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름다운 존재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회상은 이 유한하고 무한한 불가

해한 사랑의 미로 앞에서 입을 봉하게 되는 것

이다”로 끝내고 있다. 

뮐러의 유일한 소설인 「독일인의 사랑」은 넘

치는 인간미와 넓고 깊은 지혜와 웅대한 세계관

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선지 마치 성경을 연상

케 하는 소설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

편으론 도덕과 비판의 눈으로 세계를 읽은 경험

서이며 지혜서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소설에 대해 내가 무척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소설이 뮐러의 유일한 문학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다섯째 회상과 일곱째 회

상은 독일 신학과 단테, 위즈워스, 호메로스, 미

켈란젤로, 실러 등의 작가들에 관한 토론 형식

으로 되어 있어 더욱 흥미롭다.

뮐러는 그중에서도 그의 인생관, 우주관, 연애

관을 크게 지배한 워즈워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유

명한 시구를 남길 정도로 어린이를 찬탄한 워즈

워스는 어린이는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한 시인이다. 인간을 신의 자식이라고 한 그의

사상은 「영원으로의 송가」에 잘 나타나 있다.

워즈워스의 “무엇이라도 되어주겠다”의 그 무

엇이 사랑이며 그 무엇에 대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것이 그의 연애관이다. “사랑은 우리 생

명과 같이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며, 우리 존재

의 근거를 이루는 존재며 천체가 서로 당기로 기

울고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결합하듯 인간의 천

성은 서로 끌고 좋아 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의 우주관은 신비주의에서 구원을 찾지 않

고 필연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행하거나 물러나서 받아들이거나 항상 나 홀로

꾸준히 이르고 따르는 데서 구하고 있다. 그럼

에도 「독일인의 사랑」은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고 한다. 그때 카뮈의 「전락」이 출판된데다 카뮈

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카뮈와 사르트르

의 작품들이 내세우는 실존주의가 온 세계를 휩

쓸고 있을 떄라 그 그늘에 덮여버리고 만 것이

다. “모든 책은 인간과 같아서 태어날 때 그것의

운명을 타고 난다”라는 괴테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독일인의 사랑」은 독인인만의 사랑이

아니라 세계적 사랑의 순애보라 할 만하다. 시

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명작은 사라지지 않

고 뒤에 여백을 남긴다

나. 독일인의 사랑을 읽고 남아 있는 것들

독일인의 사랑은 8번에

걸친 回想(Errinerung)

이라는 형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을 읽

고 오랫 동안 마음 속

에 남아 있는 좋은 내

용들을 공유하고자 합

니다.

독일에서 나온 독일

인의 사랑의 독일어본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210•제31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211

좋아 하는 구절 중 일부는 독일어를 병기

하여 봅니다.

- 아무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

람은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생명과 꼭 같이

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다. 사랑은 우리 존재

의 가장 깊은 근저(根柢)라고까지 말한다. -

그때 인생이란 아름다운 현실이 潮水와 같

이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휩쓸고 말았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데 있는지 또 자

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 온 세상은 우리

의 것이였고 우리는 곧 전 세계의 것이였다.

처음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

한 생명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은 봄하늘과

같이 밝고 오랑캐꽃 향기인양 신선하고.....

주일날 아침같이 고요하고 숭고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 어린 시절의 천국같

은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일까? 어이하여 이

철 모르고 천진한 존재(存在)가 종식을 고

(告)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를 이 유일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부터 추방시켜 어두운

생활속에서 외로히 지내도록 하는 것은 대

체 무엇일까? 그렇게 만든 것은 죄(罪)라는

것이다 - 하고 엄한 표정을 짓고 말하지는

말자, 어린이가 죄 같은 것을 범할 수가 있

는가? 그런 대답을 하느니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점잖게 참는 편이 좋다. 

봉오리를 꽃피게 하고 꽃을 열매 맺게 하

고 열매를 흙으로 만드는 것이 죄이냐? 유충

(幼蟲)을 번데기로 만들고 번데기를 나비로

나비를 흙이 되게 하는 것이 죄 이냐?

어린이를 어른으로 만들고 어른을 노인으

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이

냐 그렇다면 흙이란 무엇이냐? 

아예 모른다고 대답하고 고이 참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의 봄을 추억하여 그때 일을

생각해 내서 회상에 부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침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가끔 봄날

이 찾아 오는 법이다. 봄이 찾아오면 심장은

‘참 봄과 같은 기분이군’하고 말하게 된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다 -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숲속 부드러운 이끼

위에 드러 누어 무거운 손발을 마음껏 펴고

푸른 나무잎 틈사이로 무한한 하늘을 바라

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어떠했을까?’를 생각

해 본다. 

왜냐하면 발단에는 모든 사고(思考)와 기

억이 그 활동을 멈추고 마는  때문이다. 우

리가 어린 시절로, 그곳에서 다시 무한한 과

거로 생각을 달려보면 그 발단 이라는 짖굳

은 놈은 점점 멀리 달아나 우리의 생각이 기

를 쓰고 쫒아가도 결코 잡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을 찾

아가려고 달리고 또 달려도 하늘은 여전 앞

으로 달아나 어디까지나 하늘은 대지(大地)

위에 있게 되고 어린이는 그만 기진하여 도

저히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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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불쌍한 사람의 마음아! 너는 봄철에 너무

도 빨리 꽃잎을 잘리우고 날개의 깃을 뜯기 우

는구나! 인생의 새벽노을이 감춰진 마음속의 꿈

을 열면 사랑의 향기가 안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서(立)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읽는 것

등을 배우지만 아무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

는 사람은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생명과 꼭 같

이 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다. 사랑은 우리 존재

의 가장 깊은 근저(根柢)라고까지 말한다. 천체

가 서로 당기고 서로 기울고 영원한 법칙에 의

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과 같이 천성(天性)도 서

로 끌고 좋아하고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햇빛 없이 꽃은 피지 못

하며 사랑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세계의 냉혹한 진눈깨비가 어린애의 마음

에 불어왔을 때 만일 따뜻한 사랑의 빛이 신의

빛과 신의 사랑과도 같이 부모의 눈으로부터 비

쳐오지 않는다면 그 어린가슴은 두려움을 어떻

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때 어린애의 속에서

눈뜨는 동경(憧憬)은 진정 순수하고 깊은 사랑

인 것이다. 그것은 온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사

랑이다. 그것은 두 개의 맑은 눈동자가 정면으

로 마주칠 때 타오르는 것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 환호(歡呼)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로부

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어떤 측량추(錐)

를 사용한다해도 바닥을 측정 할 수 없는 깊은

우물이며 끝내 마를 줄 모르는 분수이다. 그것

을 아는 사람이면 사랑에는 척도(尺度)라는 것

이 없고 크다 작다의 비교도 할 수 없으며 사랑

하는 사람은 단순히 온몸과 마음을 다하고 온정

과 힘을 다 기우려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애의 반도 채 살기 전에 이

사랑의 그토록 작은 부분만이 남게 되다니! 어

린이는 타인(他人)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미 어린이가 아니다. 사랑의

샘은 막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매몰되

고 만다. 우리는 눈의 빛을 잃고 소란한 이 세상

을 음울하고 지친 얼굴을 하고서 서로 지나쳐

가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날개는 그 것을 잃었고 꽃잎은 찢어져

시들고 마를 줄 모르던 사랑의 샘에는 우리 혀

를 추겨 목이 타 죽는 것만을 겨우 면하게 하는

몇 방울의 물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이 물 몇

방울을 가지고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

한 즐거운 어린이의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불

안과 빈곤을 지난 사랑이며 작열하는 격정이며

타오르는 정열(情熱)이다. 뜨거운 모래위에 나

린 빛 방울과 같이 스스로 소모되는 사랑이다.

요구(要求)하는 사랑이지 몸을 바치는 사랑은

아니다. 나의 것이 되어달라고 구하는 사랑이지

너의 것이 되고 싶다는 사랑은 아니다. 자기본

위(自己本位)의 사랑 의혹이 있는 사랑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시인이 노래하거나 청춘 남녀

들이 믿는 사랑이란 다 이런 종류의 것이다. 그

것은 타다 꺼지고 마는 불로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연기와 재밖에는 아무것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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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전에 불꽃 놀이 탄환

의 영원한 사랑의 태양인 줄로 믿었던 적이

있다. 그 불꽃이 밝으면 밝을수록 뒤 이어오

는 암흑의 농도는 진했던 것이다.

‘나는 난파한 적은 배의 파편들이 바다에

떠있는 것을 본 일이있다. 그 중 몇 개의 파

편은 서로 만나 잠시 함께 붙어 있었다. 얼

마 안 있어 폭풍이 몰아쳐서 그 두 파편의 하

나는 서쪽 하나는 동쪽으로 몰고 가버렸다

이 두 파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다시 만나

는 일은 없게 되었다. 인간의 운명도 그러한

것이다. 단지 거대(巨大)한 난파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뿐이다.’

어린 시절이 지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오래 계속해 있지는 못한다. 잠깐동안 따뜻

한 눈물과도 같은 비를 내린 다음에는 곧 사

라져 버리고 만다. 

넷째 회상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도 어느 한 시기에는

포플러가 서있는 먼지 나고 단조로운 보도

를 스스로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걸

어 나아가는 때가 있는 것이며 그런 때 회상

이라면 자신이 멀리 왔다는 것과 늙었다는

슬픈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명이라는 강물이 조용히 흐

르고 있는 한 그 자체는 항상 동일한 강이며

변하는 것은 양쪽 강가의 경치뿐인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폭포가 곧 닥쳐오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아있어 우리가

그곳을 멀리 떠나 고요하며 영원이라고 불

리우는 바다로 차츰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

도 폭포의 솩솩 하는 굉음(轟音)을 듣고 있

는 듯이 느낀다. 뿐만아니라 그 소리는 우리

에게 남아있어 우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생명력까지도 그 원천과 정력을 그 폭포로

부터 얻은 것같이 생각한다. 

학창시절은 지나갔다. 처음 대학생활의

화려하던 시기도 지났다. 그와 함께 여러 가

지의 아름다운 인생의 꿈도 지났다.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신앙이다. 인생이란 나의 적은 머리로 생각

하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 Das Lebens war

wohl anders, als man es sich in seinen

kleinen Gehirn gedacht hatte.

그 대신 나는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영감

(靈感)을 얻었다. 그리하여 인생에 있어 이

해할 수 없는 것과 비통이라는 것이 이 지상

에 있어서 신(神)의 편재(偏在)를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

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상이란 바다 속

에서 헤엄치고 있게 된다. 그러면 밀려오는

파도는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을 머나먼 과거

의 해안으로 둥둥 띄워 보낸다. 

다섯째 회상

무엇을 생각하며 모슨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나는 말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

음을 전부 언어로 옮겨놓을 수는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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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지 없는 기쁨과 슬픔이 닥친 순간에는 자

기 혼자만이 연주하는 ‘말없는 생각’이라는 곡

(曲)이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그날 내가 느낀

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이였다 마음속에서는 여

러 가지 생각이 유성처럼 날고 있었다. 하늘로

부터 이 땅위에 내려올려고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전부 타 버리는 별똥들이 내 마

음에 나르고 있었다.

자기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

람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받고있다는 것을 모르

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이애요. 

씨부리는 사람이 뿌린 씨 중에서 몇 개는 좋

은 땅에 떨어져 천갑절의 결실을 예기하듯이 자

기의 의견을 뿌리고 있었어요. 

인간은 일생 중 한번은 자기의 무가치를 인정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기자신은 무(無)이며

자기 신체와 기원과 영원한 생명은 초자연적인

이해못할 무엇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

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신에로의 복귀이

며, 설령 그 복귀의 길이 이 세상에서는 목적지

에 도달치 못한다 하드라도 마음속에 영원히 꺼

지지 않는 신에 향한 향수를 남겨주는 것입니

다. 인간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화의 세계를 지양(止揚)할 수는 없습니다. 인

간은 무에서 다시 말하면 신에 의하여 신 속에

서 만들어진 것임으로 제스스로 이 무(無) 속으

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우러’가 종

종 증명하고 있는 자기 소멸(自己消滅) 이란 것

은 불교도에 있는 열반(涅槃) 또는 입멸(入滅)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타우러’는 말하기를 ‘만

일 지고(至高)의 존재에 대한 존경의 념과 애정

을 위하여 무로 되돌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 지고한 자(自高者)를 위하여 가장 깊은 나락

(奈落)으로 침몰하기를 원하는 것이 된다’고 하

였지만 이런 피조물의 소멸이 조물주의 의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조물주는 자꾸 창조하고 계

시니까요.

신비주의가 인간의 영혼을 단련하는 불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혼을 가마 솟의 끓는 물처럼

증발시키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허망됨을 알아

챈 사람은 자기가 진정한 신령의 반영이란 것을

알지 않으면 않됩니다. ‘독일신학’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흘러나온 것은 존재치 않는다. 그것은 완전한

자 이외에 있어서는 존재를 갖지 않는 우연이며

광휘(光輝)이며 반사임이라. 그것은 진정한 존재

는 아니라 그것은 태양이나 광체(光體)를 발하는

화염을 제외한 곳에서는 존재를 갖지 못한다.’

내 가슴속은 오랫동안 불에 올려놨던 물과 같

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돌연히 일어나

물결치며 끓어 올라 급기야는 넘쳐 흐르게 되는

것 같았다. 그 여자와 다시 만나지 않는다. 

세상이란 톱니바퀴와 세상의 번민과 고투로

부터 멀리 떨어져 질투와 재판관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안정 속에서 우리 생(生)의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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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아 그 저녁노을과 같이 말없이 침몰해

갈 수가 있는 곳.

Weit weg von dem Treiben der Welt

Von ihren Sorgen und Kampfen

Ohne Neider, Ohne Richter,

im welcher seligen Ruhe koennten

Wir dem Abend des Lenbens entgegen

sehen

Und “schweigend hingehen wie das

Abendrat”

훌륭한 수영선수는 멀리 바다 속으로 헤엄

쳐 나갈 때 팔이 점차 피로해 지는 것을 느

끼면 비로소 되돌아올 생각을 한다. 그때부

터 급히 파도를 가르지만 먼 해안으로 눈을

던질 원기가 없게 된다. 한번 팔을 움직일 때

마다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힘이 빠

진다는 사실을 인정할려 들지 않는다. 그러

나 의식을 잃고 마비된 손발을 움직일뿐 자

기의 사태를 의식할 힘조차 없을 때 - 돌연

히 그의 발이 땅을 감촉하고 팔이 해안에 있

는 첫 바위를 쥐게 된다 - 내가 그 부인의 말

을 들었을 때 바로 그런 기분이였다. 새로운

현실이 나를 맞고 있었다. 나의 고민은 꿈이

였다. 

독일인의 사랑의 회상에 매튜 아놀드의 시

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은 8가지 회상의 5번째 회

상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 할 수 없이 나는 집에 오기 전

에 얻은 아놀드의 시집 한권을 남겨두고 그

중 ‘파묻힌 생명’ 이란 시 한편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었다. 나는 그

여자의 의자에 몸을 굽히면서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다. 그 여자는 ‘안

녕히’라 대답을 하면서 그 손을 내 머리에 놓

는 것이었다. -그때 였다-내 온 몸에 전율

이 일어나고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내 마음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듯 하였다. 나는 그 자

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신비한 눈을 바

라보며 그의 평화로운 마음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온통 휘감아 버리기를 기다렸다. 나

는 일어나 아무 말없이 집에 돌아왔다. 그 날

밤 백양나무의 꿈을 꾸었다. 바람이 몹시 불

었는데도 가지에 달린 잎은 하나도 움직이

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3. 매튜 아놀드의 시 ‘파묻혀 가는 생명’

막스 뮐러가 독일인의 사랑을 출판한 해가

1866년도이고, 아래에서 보는 매튜 아놀드

의 연보에 의하면 1855년도에 시선집을 출

판하였습니다.

막스 뮐러는 많은 시인들의 시들을 소개하

고 있는데, 같은 시대의 시인들의 시도 많이

알고 적절하게 소설의 내용에 소개하고 있

었습니다.

‘파묻혀 가는 생명’이라는 매튜 아놀드의

시도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던 꿈이나 이상

이 현실 속에서 매몰되어 가기 마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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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전체를 관류하고 있는 무언인가를 지니

고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파묻혀 가는 생명-THE BURIED LIFE

조소어린 언어의 전쟁, 가볍게 흐르나

보라, 나의 눈물 젖은 눈을!

이름 없는 슬픔이 이 몸을 감싸네

겉으로야 농담인들 못하랴

웃음 띤 얼굴을 보일 수도 있겠지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무엇을

가벼운 언어로는 풀 수가 없고

즐거운 미소 또한 묘약이 될 수 없네

님이여, 손을 주오. 그대 입을 다물고

그 맑은 눈을 내게로 잠시 돌리렴

그러면 거기서 님의 속마음 읽으리

Light flows our war of mocking words, and yet,

Behold, with tears mine eyes are wet!

I feel a nameless sadness o'er me roll.

Yes, yes, we know that we can jest,

We know, we know that we can smile!

But there's a something in this breast,

To which thy light words bring no rest,

And thy gay smiles no anodyne.

Give me thy hand, and hush awhile,

And turn those limpid eyes on mine,

And let me read there, love! thy inmost soul.

슬프다! 사랑마저 약하여

마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가

사랑하는 이들마저 힘이 없어서

느끼는바 표현할 길 없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감춘다면

속마음을 드러내 봤자, 어차피

무덤덤한 무관심이나 비난을 사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리

무수한 가면에 속아 사는 사람들

서로 낯이 익고

자신에게 마저 타인이지만

누구나 가슴 속엔 심장은 똑같이 뛰고 있으리

그러나, 님이여, 우리마저 벙어리가 되어야 하나?

똑같이 몸과 음성이 멈춰야 되는가?

Alas! is even love too weak

To unlock the heart, and let it speak?

Are even lovers powerless to reveal

To one another what indeed they feel?

I knew the mass of men conceal'd

Their thoughts, for fear that if reveal'd

They would by other men be met

With blank indifference, or with blame

reproved;

I knew they lived and moved

Trick'd in disguises, alien to the rest

Of men, and alien to themselves--and yet

The same heart beats in every human breast!

But we, my love!--doth a like spell benumb

Our hearts, our voices?--must we too be dumb?

아, 잠시나마 마음을 해방시키고

입술의 사슬을 풀 수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리오만

그 사슬 뿌리가 너무 깊어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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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well for us, if even we,

Even for a moment, can get free

Our heart, and have our lips un-

chain'd;

For that which seals them hath been

deep-ordain'd!

운명이야 예감했겠지

경망스런 갓난애로 되어가는 인간,

감당 못할 광기에 사로잡혀

모든 갈등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끝내 사람된 본분마저 잊어버리고 있음을,

운명이야 인간으로 하여금

변덕스런 장난에서도 참된 자신을 지키게 했고

근본의 법칙을 따르게 했으며,

가슴 속 깊이 흐르는

묻혀진 삶의 강물이 

그 희미한 유로(流路)를 만들었네

그런데 우리는 묻혀진 강물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그 흐름 따라 달리면서도

눈먼 불확실의 상황에서

부질없이 소용돌이 치고만 있나?

Fate, which foresaw

How frivolous a baby man would be--

By what distractions he would be possess'd,

How he would pour himself in every strife,

And well-nigh change his own identity--

That it might keep from his capricious play

His genuine self, and force him to obey

Even in his own despite his being's law,

Bade through the deep recesses of our breast

The unregarded river of our life

Pursue with indiscernible flow its way;

And that we should not see

The buried stream, and seem to be

Eddying at large in blind uncertainty,

Though driving on with it eternally.

하지만 가장 혼잡한 거리에서도,

갈등의 소연함 속에서도

묻혀진 삶에 대한 지식 찾고자

흔히, 말 못할 욕구가 솟구치니

그건, 인간 본연의 참된 길을 찾아

불길처럼 쉼없는 힘을 쓰려 함이요

가슴 깊이 사납게 고동치는 

심장의 신비를 캐고 들며

삶의 출발과 행선지를 알려하는

마음의 갈망이기도 하네

누구나 자기 마음 파고들지만 

슬프다, 누구 하나 깊이 파지 못하리

인간은 많은 길을 걸어 보았고

그 길마다 마음과 힘 쏟아 봤지만

누구 하나 잠시나마

고유의 행로, 고유의 자아, 찾지 못했네

누구 하나 가슴 속에 흐르는

영원히 표현되지 못한 채 흐르는

이름 없는 감정들을 말하지 못했네

우리의 묻혀진 자신을

말하고 행하려는 오랜 노력은 헛되고

우리의 능란한 언동은 진실성을 잃었네

이제 내면적 갈등이 주는

그 고통에 싫증을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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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세월의 허탈함 앞에서

그 무서운 힘을 찾아내다가

곧바로 마비되는 우리의 육신

그러나, 이따금, 영혼의 깊은 바닥에서

쓸쓸히 떠도는 노래와 애매한 울림이

마치 머나먼 나라에서처럼

솟아 올라와

하루 온종일 우울함을 전해주노니

But often, in the world's most crowded streets,

But often, in the din of strife,

There rises an unspeakable desire

After the knowledge of our buried life;

A thirst to spend our fire and restless force

In tracking out our true, original course;

A longing to inquire

Into the mystery of this heart which beats

So wild, so deep in us--to know

Whence our lives come and where they go.

And many a man in his own breast then delves,

But deep enough, alas! none ever mines.

And we have been on many thousand lines,

And we have shown, on each, spirit and power;

But hardly have we, for one little hour,

Been on our own line, have we been ourselves--

Hardly had skill to utter one of all

The nameless feelings that course through our breast,

But they course on for ever unexpress'd.

And long we try in vain to speak and act

Our hidden self, and what we say and do

Is eloquent, is well--but 'tis not true!

And then we will no more be rack'd

With inward striving, and demand

Of all the thousand nothings of the hour

Their stupefying power;

Ah yes, and they benumb us at our call!

Yet still, from time to time, vague and forlorn,

From the soul's subterranean depth upborne

As from an infinitely distant land,

Come airs, and floating echoes, and convey

A melancholy into all our day.

아주 드문 일이긴 하나,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끝없는 세월 그 조바심과

그 번뜩임으로 해서 지친 눈이

타인의 눈을 또렷이 의식하게 될 때

세상의 소음으로 멍해진 귀가

사랑스런 목소리로 대신할 때

우리의 가슴 속 어디에선가 번개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느낌의 맥박이 되살아 나노니

차분히 안으로 가라앉는 눈, 담담한 마음

뜻하는바 말을 하고 알게 되리라

인간의 삶의 흐름을 알게 되고

굽이쳐 흐르는 소리 듣게 되리니

그것이 흐르는 풀밭이며, 햇빛과 따사로운

바람을 느껴보네

Only--but this is rare--

When a belov{'e}d hand is laid in ours,

When, jaded with the rush and glare

Of the interminable hours,

Our eyes can in another's eyes read clear,

When our world-deafen'd ear

218•제31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219

Is by the tones of a loved voice ca-

ress'd--

A bolt is shot back somewhere in our

breast,

And a lost pulse of feeling stirs again.

The eye sinks inward, and the heart lies

plain,

And what we mean, we say, and what

we would, we know.

A man becomes aware of his life's flow,

And hears its winding murmur; and he sees

The meadows where it glides, the sun, the breeze.

인식은 걷잡기 힘든 그늘인데

인간은 그것을 찾아 열띤 경쟁을 벌이지만

언젠가는 거기에도 안식이 찾아오리

얼굴에 시원한 모습 감돌고

가슴엔 전에 없던 평안함이 가득하네

그러면 인간은 알고 있다 자부하리--

삶이 시작된 언덕은 어디며

삶이 찾아가는 바다는 어디인가를

And there arrives a lull in the hot race

Wherein he doth for ever chase

That flying and elusive shadow, rest.

An air of coolness plays upon his face,

And an unwonted calm pervades his breast.

And then he thinks he knows

The hills where his life rose,

And the sea where it goes.

아놀드의 파묻힌 생명을 읽으면서 먼저 헤

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싱크레어를 통하여

되뇌었던 ‘나는 내 가슴 속에 스스로 생성되

는 그것에 따라 살고자 하였는데 어찌 그리

도 어려웠던가’ (l wanted only to try to

live in accord with the promptings which

came from my true self why was that so

very difficult) 하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복잡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수한 바람을 맞고, 파도 따라 흔들

리다 보니, 내 가슴 속에 스스로 생성되는 것

에 따라 살아 왔는지도 생각할 겨를 없이 어

느 덧 중년이었다. 인생이 정말 길없는 숲과

같은 시기를 지나가니 어느 듯 

청춘의 시절은 영원히 떠나가 버렸습니

다. 아놀드의 위 시 가운데 아래의 구절이 와

닿은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수한 가면에 속아 사는 사람들

서로 낯이 익고

자신에게 마저 타인이지만

누구나 가슴 속엔 심장은 똑같이 뛰고 있

으리

그러나, 님이여, 우리마저 벙어리가 되어

야 하나?

똑같이 몸과 음성이 멈춰야 되는가?

헤세는 ‘청춘의 도주’라는 시에서 노래하

였다.

“피로한 여름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퇴색

한 모습을 바라본다. 

나는 지쳐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가로수의

그늘 길을 걸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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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으로는 저녁의 불안과 황혼과 죽음이 보

인다.

내 뒤에는 청춘이 망설이며 걸음을 멈추고,

예쁜 머리를 숙이고 이젠 앞으로 나와 같이 가

지 않으려 한다.”

삶의 전성기라 할 청춘의 시절이 지나고 영원

히 청춘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

움에 젖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울먼의 ‘청춘’이란 시에서 좌절

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격려하여 줍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

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로 시작되는 구절이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 시는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팔십 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라고 마무리합

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배움과 동경의 여행은 끝

나고, 여기에 사는 게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자

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됩

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놀드의 위 시에서 노래하였던 아래의 구절

에 마음이 가 닿게 됩니다.

인식은 걷잡기 힘든 그늘인데

인간은 그것을 찾아 열띤 경쟁을 벌이지만

언젠가는 거기에도 안식이 찾아오리

얼굴에 시원한 모습 감돌고

가슴엔 전에 없던 평안함이 가득하네

그러면 인간은 알고 있다 자부하리--

삶이 시작된 언덕은 어디며

삶이 찾아가는 바다는 어디인가를

4. 강철왕 안드류 카네기의 자서전에서 만난 

매튜 아놀드

미국에 있는 카네기홀은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던 안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의 이름

에서 나온 것이고, 카네기가 기증한 건물입니다. 

강철왕 카네기(1835

-1919)는 처음 부의 축

적에만 노력하였습니

다. 그러다 부자인 채

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려는 노력을 그

만두고 부의 현명한 분

배라는 훨씬 중요한 과제에 뛰어들어 무수한 많

은 기증을 하였습니다.

카네기는 통치자 내지 관리자는 ‘將의 將’이어

야한다는 모델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묘비명에 ‘여

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쓸 줄 알던 사람 잠들

다(Here lies a man who know how to e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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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service better man than himself)’

라고 썼습니다.

카네기가 그러한 안목 내지 식견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좋은 많은 사람들과 교

유, 그리고 독서를 통한 사색의 힘이 있었

습니다.

카네기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의 자서전(앤드류 카네기 지음 박상은 옮

김 21세기북스)에서 매튜 아놀드와 만나 교

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한 장을 할애하여

소개되어 있습니다.

존 몰리와 나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

물이 매튜 아놀드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

다. 과연 그에게는 매력이 있었다. 그와 함

께 있을 때나 대화를 나눌 때의 그 독특한 분

위기는 매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는 침묵할 때조차 매력적이었다.

매튜 아널드는 1881년에 우리와 함께 마

차로 잉글랜드 남부를 여행하였다. 윌리엄

블랙과 에드윈 A. 애비도 함께였다. 마차가

아름다운 시골 마을로 접어들자 아놀드는 그

곳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

다. 그의 대부(代父)인 케블 주교의 묘소가

거기에 있는데 둘러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 다정하신 케블 주교님! 주교님은 나

의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몹시 슬퍼하셨습

니다. 그 때문에 나도 마음이 영 편치 않았

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가운데에도 옥

스퍼드까지 오셔서 내가 영시 강좌를 맡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조용한 교회 묘지로 발걸

음을 옮겼다. 케블 주교의 무덤 앞에서 조용

히 생각에 잠겨 있는 매튜 아놀드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중에 그의

신학적 견해가 화제에 올랐다. 그는 신학적

견해로 인해 가까운 친구들을 상심시켰다고

했다.

“글래드스턴 씨는 내가 주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내비친적이 있습

니다. 내가 쓴 글은 친구들을 슬프게 했을 뿐

만 아니라 출세에도 방해가 되었지요. 하지

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발표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그 말에는 슬

픔이 배어 있었다. 그에게는 전달할 메시지

가 아놀드는 진실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불경스런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

이 점에서는 아놀드와 글래드스턴이 비슷했

다. 그러나 아널드는 간단히 초자연적인 신

비를 부인했다.

“기적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기

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튜 아놀드와 그의 딸 휘트리지 부인은

1883년에 뉴욕의 우리 집에 머물렀다. 또 앨

러게니 산의 별장에도 함께 묵었다. 우리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뉴욕에서 아놀드가 처음 강연을 하

게 되었을 때 어머니와 나는 마차를 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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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마을 회관으로 갔다.

강연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놀드가 대중 연

설에 서툴렀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후 아놀

드는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자. 모두들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주시죠. 제

가 강연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가 강연을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웅변술의 몇 가지 요령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내가 강력

하게 권하였으므로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로 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소감을 얘기하

고 난 후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제 카네기 부인의 차례입니다. 모두들 의

견을 제시해주었지만 저는 부인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첫 강연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시지요?”

“너무 설교조였어요, 아놀드 씨, 너무 설교조

였어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아

놀드는 나중에 가끔 이때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

다. 그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가 서부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브루클린 음악당 안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나아져 있었다. 그는 내 충고를 받

아들여 보스턴에서 웅변술 교수에게 레슨을 받

았던 것이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아놀드가 유명한 설교자인 비처의 설교를 듣

고 싶어해 우리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브루클

린을 향해 출발했다. 비처에게는 우리가 방문하

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두었다. 예배가 끝난 후

내가 아놀드를 소개하자 비처는 반갑게 맞이했

다. 오랫동안 책을 통해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직

접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아놀드의 손을 쥐고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쓴 책은 하나도 빼지 않고 주의 깊게

읽었답니다. 아놀드씨.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

었고, 여러 번 읽은 책도 많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주 유익했지요. 아주 유익했어요.”

아놀드가 대답했다.

“아, 그렇다면 당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쓰지

않았던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군요.”

“아, 아닙니다. 그 대목이야말로 저에게는 가

장 유익했습니다.”

비처는 웃으며 말했고,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비처는 결코 당황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

에게 매튜 아놀드를 소개한 후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잉거솔 대령의 딸을 소개하게 되었다.

“비처 씨, 잉거솔 양이 교회에 나오기는 이번

이 처음이랍니다.”

그러자 비처는 두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쥐

더니 얼굴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이교도는 처음

입니다.”

그녀의 젊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비처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그는 다시 말했다.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잉거솔 양? 아

버님과 나는 함께 연단에 선 적이 많았습니다.

기쁘게도 우리는 의견이 서로 비슷했지요.”

비처는 도량이 넓은 인물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좋은 점들을 그대로 흡수

하였다. 스펜서의 철학과 아널드의 상식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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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찰, 잉거솔의 정치적 이상 등은 모두 미

공화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었

다. 비처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

다.

아놀드는 1887년에 스코틀랜드의 우리 별

장을 방문했다. 하루는 스포츠에 대한 이야

기가 화제에 올랐다. 그는 푸른 하늘로 날아

오르는 새들을 차마 쏠 수 없어서 사냥은 하

지 않지만 낚시는 아주 좋아 한다고 말했다.

어떤 공작이 1년에 두세 번 낚시에 초대해주

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친절한 공작이 누구였는지 지금은 기억

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에 대해 안 좋은 소

문이 있었으므로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과

친한 사이가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

렇게 대답했다.

“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공작이란 대단

한 존재죠,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든 어떤 행

동을 하고 다니든 공작은 공작이에요, 우리

는 모두들 속물이랍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두들 속물이죠.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 핏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가 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코

속물이 아니었지만 전통 있는 가문을 무시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와 지위를 지닌 인물에 대

해서는 관심이 있었다.

나는 그가 뉴욕에 있을 때 밴더빌트를 특

히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밴더빌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거

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세계 제일의 부자

를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거머쥔 사람은 조상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과는 다르니까요.”

하루는 그에게 왜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평

을 쓰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런 생각

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셰익스피어에 대

한 비평을 쓰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

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셰익스피

어에 대해서는 비평을커녕 보통 글을 쓰기

에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셰익스피

어는 그 어떤 비평의 잣대로도 잴 수가 없기

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즐겨 읽으면서도

그것을 화제로 삼는 일만은 피해왔다는 것

이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의 헌시를

보고 그러리라 짐작했다. 다음은 아놀드가

쓴 시이다.

셰익스피어

다른 시인들과 달리 그대는 우리의 질문으

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묻고 또 묻지만 그대는 지식의 영

역 저편에서 조용히 미소 지을 뿐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그 장엄한 모습을 별들에

게 드러내고 부동의 발자국을 바다 속 깊이

새기로 하늘 위의 하늘을 거처로 삼아 구름

덮인 산 아래의 기슭만을 탐색에 실패한 인

간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별들과 태양 빛을 벗하는 그대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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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익히고 시를 지어 독보적인 지위와 영예

를 차지한 그대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한

채 이 지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불멸의 영혼이 견뎌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연약

함과 슬픔은 그대의 고귀한 이마에서 하나의 목

소리를 발견합니다.

조시 빌링스와 아는 사이였던 나는 기쁨과 희

망의 사도인 아놀드가 이 다듬어지지 않은 금강

석을 만나보기로 바랐다. 다행히 어느 날 아침,

조시가 윈저 호텔로 나를 만나로 와서 내 손님으

로 와 있던 아놀드에 대해 언급하며 존경심을 나

타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오늘 밤 그와 함께 식사하게 될 걸세,

부인네들은 모두 외출을 하고 아널드와 나 단둘

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네가 함께 해준다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지.”

쇼는 겸손한 사람이라 극구 사양했지만, 나는

그 어떤 핑계도 소용없으니 무조건 참석해야 한

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우리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대단히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아놀드는 쇼의 말하는 방식에 관

심을 보이며 그가 들려주는 서부 이야기에 즐거

운 웃음을 터뜨렸다. 15년 동안 전국 방방곳곳

을 누비며 강연을 해온 쇼는 화제가 풍부했다.

아널드는 그가 어떻게 청중을 사로잡는지 알

고 싶어 했다. 쇼가 말했다.

“글쎄요. 청중을 너무 오래 웃겨서는 안 됩니

다. 그러면 놀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

까요. 청중을 즐겹게 해준 뒤에는 진지한 태도

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기치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

니다. 무엇일까요?’하고 묻습니다. 죽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부나 권력, 행복, 결혼,

세금 등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엄숙

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두

가지는 바로 쌍둥이입니다.’라고 말이죠. 그러

면 강연장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아놀드도 온몸을 흔들며 웃어댔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나요?”

“네, 새로운 소재 없이 몇 년간 계속 강연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

상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

다. 한번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는

데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겁니다. 꼭 들어맞는 한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장작

불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주 적절한 단어

가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죠.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웃음이 휠씬 오래

가더군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

은 꼬치꼬치 따져 묻기를 좋아합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죠.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

어 해요. 내 생각엔 요나와 고래 자신도 무슨 일

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말입

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지요. 과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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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고래 협회의 발족식

이 있었답니다.”

쇼는 또 전에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쇼가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

는데 서부 사나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한다.

“조시 빌링스씨 아닌가요?”

“때로는 그렇게도 불립니다만.”

“당신에게 드릴 5000달러가 있습니다. 바

로 내 호주머니 속에 말입니다.”

“마침 여기 식당이 있군요. 들어가서 자세

히 말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식당 안에서 그 남자는 자신을 캘리포니아

금광의 소유주 중 한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혔다.

“동업자들 간에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는

데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결렬

되는 바람에 ‘소의 뿔을 잡고’ 법적 절차를

밟겠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회의장을 나왔습

니다. 다음날 아침에 ‘조시 빌링스의 달력’을

보니 그날의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쓰

여 있었어요. ‘소를 붙잡으려거든 뿔이 아닌

꼬리를 잡으라. 쥐기도 더 편할 뿐 더러 놓

아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다.’ 나

는 회의에 참석하여 그 얘기를 들려주었죠.

그랬더니 모두들 배꼽을 쥐고 웃으며 재미

있어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

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고 사이좋게 헤어

졌답니다. 그 후 누군가 당신에게 5000달러

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내가 동부에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온 것이

랍니다.”

식시가 끝나고 헤어질 무렵에 아놀드는 이

렇게 말했다.

“쇼 씨, 만약 당신이 영국에서 강연을 하

게 된다면 당신을 처음 영국의 청중에게 소

개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무슨 무

슨 경이니 하는 얼간이에게 맡기는 편이 당

신에게는 보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꼭 그러고 싶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사도사인 아놀드가 최고의

어릿광대 조시 빌링스를 런던의 세련된 청

중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라.

아놀드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용감

한 친구 쇼 씨”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

았다.

나는 아놀드에게 시카고와 관련한 이야기

를 들려주었다. 보스턴 사교계의 한 부인이

시카고에 사는 동창생을 만나러 와서 주의

의 시선을 끌었다. 어느 날 저녁에 잘 알려

진 한 시민으로부터 시카고의 어떤 점이 가

장 마음에 드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녀는 이

렇게 대답했다.

“내가 놀란 것은 활발한 기업 활동이나 물

질적 발전, 훌룽한 저택 같은 것이 아닙니

다. 그보다는 문화와 세련된 취향에 감탄했

습니다.” 

그러자 즉시 누군가 이렇게 말을 받았다.

“아. 우리도 이곳의 유행에는 어질어질하

답니다.”

아놀드는 시카고에 대해 교양 없고 속물적

인 사람들이 사는 곳쯤으로 생각했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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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기대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화

와 세련된 취향”을 접하게 되어 즐거워했다. 시

카고로 출발하기 전에 그는 시카고에서 가장 흥

미로운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했다. 나는 웃으면

서 아마 시카고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소를 방문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바로 도축장인

데, 최신식 기계설비를 갖춰서 돼지의 비명소리

가 귓가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햄이 되어 나

오는 곳이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하자 그는 잠

시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왜 도축장에 가야 하는 거죠? 왜 돼

지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고, 결국 도축장 방

문은 취소되었다.

아놀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사야서였다. 그것은 그가 이사야를 ‘위대한

시인’이라 부르며 자주 인용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나는 세계를 두루 여행하는 동안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

면서 저절로 쌓이는 곁가지이야기들이 존재하

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아널드는 경전이라면

의당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공자나 다른 성현

들의 말씀은 모두 엄선된 것들이어서 가히 ‘선집

(選集)’답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과거의 무지로

인해 첨가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교

의 성경도 동양의 경우처럼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아니 어떤 대목

은 쭉정이보다 더 나빠서 유해한 데다 독성까지

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신중하게 가려 뽑

아야 하며, 그렇게 가려 뽑은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아널드는 시대를 앞선 진

정한 선각자였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알고 친

구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온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

나는 앨러게니 산의 크레슨에 있는 내 여름 별

장에서 묵고 있던 아놀드를 데리고 검은 연기가

자욱한 피츠버그를 방문했다. 에드거 톰슨 공장

에서 철도역까지 가는 길에 철도 위로 걸쳐진

육교가 있었는데 계단이 가팔랐다. 계단의 4분

의 3쯤 올라갔을까, 갑자기 아놀드가 호흡곤란

증세로 멈춰 섰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손을 가

슴에 얹고 내게 말했다.

“아,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겁니

다.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나는 그가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그가 피츠버그에서 자신

의 운명을 예언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몹시도 마

음이 아팠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잃은 것이

다. 번즈가 탬 샘슨의 묘비명으로 쓴 다음 시구

가 그토록 잘 어울리는 사람을 아놀드밖에 없으

리라.

여기에 탬 샘슨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너희 위선적인 광신도들이여, 그를 내버려두

라!

정직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너희는 마음을

바로 한 이후에야 그의 근처에라도 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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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올리버 웬들 홈스라는 훌륭한

인물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보스턴의 의사였는데 80세의 고령이

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건강했으며, 생의 마

지막 날까지 소년 같았다.

매튜 아놀드가 세상을 뜨자 몇몇 친구들이

그를 위한 기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친구들은 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성금을 걷었다. 성금을 내는 특권은 아무에

게나 주어지지 않았으며, 진정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다. 그렇지 않

았으면 성금의 두세 배 되는 액수도 금방 모

았을 것이다. 나는 이 특권이 부여된 몇 안

되는 사람의 하나가 된 것에 감사했다. 나로

인해 대서양 이편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하나쯤 있는 셈이므로, 물론

나는 이 일을 홈스에게 알릴 생각은 전혀 없

었다. 그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작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돈을 걷지 않기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홈스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는 기념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며 자신도 자격이 된다면 동참하고 싶다고,

또한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편지를 쓰지 않

고는 배길 수 없었다고, 꼭 답장해달라고 쓰

고 있었다. 그가 자격이 되는 것은 말할 것

도 없었다.

이 기념 사업은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 하

는 일이었다. 기부금을 낸 사람 중에 그런 기

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

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5. 매튜 아놀드의 연보

1822 12월 24일에 템즈 강가의 베일햄에서 출생.

1833 아놀드가 호수 지대에 집을 짓고 워즈워드와 친교 시작.

1836 가족들과 프랑스 지방 여행

1837~41 럭비 학교 재학

1841 옥스퍼드 베일리얼 A.H. 클러프와 친교

1844 옥스퍼드 졸업. 럭비 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다.

1845 옥스퍼드의 오리얼 대학의 특별회원으로 피선, 

프랑스 및 스위스 여행. 조르쥬․쌍드의 집 예방.

1846 랜스다운경의 개인 비서가 되어 런던으로 옮겨감.

1848 이 해와 다음해에 스위스를 여행하였고 툰 호수가

의 호텔에 머무는 동안 마리레리뜨라는 소녀와 만

나 사랑에 빠짐.

1849 시집 <길잃은 난봉꾼, 기타> 출판

1850 프랜시스 루시 와이트맨과 사랑에 빠짐.

1851 장학관으로 임명받음. 프랜시스와 결혼.

1853 <시선>출판

1857 옥스퍼드의 시학 교수로 임명받고 그 후 10년간 그

자리를 지킴.

1865 <비평집>(제1편) 출판

1885 4월 15일에 별세. <비평집> (제2편) 출판

6. 끝으로

법률공부를 하고, 법률가가 되어 세상 속

에서 파묻혀 가는 생명이 되어 버렸고,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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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60대도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필자가 10대 후반에 읽은 ‘독일인의 사랑’은

오랫동안 마음 속에 여운을 남겨 주고 있습니

다. 좋은 구절은 모르는 사이에 마치 필자가 스

스로 깨우쳤던 것처럼 인용하기도 하였던 것같

습니다.

막스 뮐러는 독일인의 사랑에서 오스트리아의

티롤지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세상이란 톱니바퀴와 세상의 번민과 고투로

부터 멀리 떨어져 질투와 재판관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안정 속에서 우리 생(生)의 저녁

을 맞아 그 저녁노을과 같이 말없이 침몰해 갈

수가 있는 곳.

결국 재판관을 비롯한 법률가는 시기 내지 질

투를 기초로 생존한다고 할 것입니다.

‘독일인의 사랑’은 제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아가 평생 다른 사람

들의 싸움판에서 생활하여 가는 우리들 법률가

들에게 인생이 속절없이 법률이나, 싸움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

해줍니다.

그리고 비교종교학자인 막스 뮐러가 문화 전

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과 교양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고, 약간의 자극을 받기

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도 가까이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

게 해주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 그리고 매튜 아놀드, 막스 뮐

러와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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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그 멀고도 험난한 물길
(오늘의 내가 3년 전의 나에게) 

고종주 변호사*

이 시대의 우화 - 피할 수 없는 도강(渡江)의

모험과 애환

1. 재판은 물결 드높은 거대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씩 사연을 품고 강나루에서 나룻배에

오른다. 저 도도한 강물에, 그리고 배를 부

리는 사공들에게 온전히 자신들의 안전과

운명을 맡긴 채. 배가 건너편 강둑에 당도

했을 때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종전의 행로

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각자 기원하면서. 때

로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이 한

순간의 꿈이기를, 때로는 오래 기다리던 또

다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

서 사람들은 배 안에서 노심초사한다. 모두

들 도강의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2. 사람들은 왜 그러한 도강의 모험에 직면

하여야 하는가. 많은 물이 모여 몸집이 커진

강물이 자연법칙을 따라 소용돌이치며 바다

를 향하여 아래로 끝없이 나아가듯이, 그렇

게 차츰차츰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듯이, 바

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질서정돈 과정이자 피할 수 없

는 삶의 비용이다. 문명국가라면 달리 어찌

할 수 없는 제도상의 부담이다. 그리하여 사

람들은 혹은 자신의 선택으로, 혹은 타인이

나 그보다 더 큰 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한

바탕 전투와 다름없는 도강의 모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야기와 사건, 그 주체로서의 존엄한 인간 

3.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살아

간다. 세상은 곧 사람과 사물이며 사람과 사

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로 인

간의 삶이다. 그 도구로 주어진 것이 신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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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언어다. 그리하여 사람은 말과 글을 이용

하여 세상을 듣고 읽고 말하고 쓰면서 삶의 다

함없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눈물과 고통,

그리고 성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이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밤하늘에 명멸하는 별빛처럼 끝없이

뜨고 지는 그러한 인간사의 수많은 사연들이 이

야기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문화는 전

승된다. 갓 태어난 이야기는 작은 개울처럼 숲

을 헤집고 힘들게 흘러내리다 때로는 소멸되기

도 하나 대개는 길을 찾아 큰 하천을 만나면서

장강을 이루어 도도한 물결이 되어 이윽고 바다

로 들어가 하나의 역사가 된다. 한 개인의 작은

스토리(story)가 이윽고 인류의 큰 히스토리

(history)가 되는 것이다. 

4. 이야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성공적인 완결

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야기는 사건이 된다. 사

건의 예방과 이후의 사후 수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국의 법제도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나서서 사건이 된 이야기의 복원을 시도한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것이 문명국가가 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판사, 검사, 변호

사는 법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표현한

다. 법학자는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표

현하기 위한 기법과 지식 및 사례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법률가는 사건의 본 모습인

이야기의 속성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알아야 하고, 남녀노소는 물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른 인간의 언어와 사고방식, 그리고

행태를  알아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사건에 관

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인문학

적 식견과 소양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는 마땅히 그

래야 한다.

5. 나는 변호사다. 2013년 10월 현재 그렇다. 나

의 일터이자 주된 활동무대는 법정의 법대 아래

에 있다. 그러나 3년 전의 나는 법대에 앉아 있

었다. 28년 6개월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게 소감을 묻는다. 차차 그 이야기를 하겠지

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존재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사물이 존재한다

는 사실이다. 이는 또 ‘그림과 바탕’이라는 제목

으로 게쉬탈트 심리학에서 시행하는 착시현상

의 실험을 연상시킨다. 에드가 루빈이 제시하는

하얀 꽃병과 검은 얼굴이 결합된 그림을 알 것

이다. 겉으로 드러난 하얀 꽃병 그림을 주목하

면,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검은 얼굴은 그

바탕이 된다. 그러나 두 얼굴에 주목하면 이번

에는 하얀 꽃병이 바탕이 된다. 어떤 사물을 A

라고 생각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면 B

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

찬가지다. 당연히 결과는 달라진다. 다른 관점

에서 사람과 사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유가

때로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론이 심리학에서의 가설이

나 하나의 추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법원에 있을 때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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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라는 이름의 외국

6. 또 하나 내가 최근 깨닫게 된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널려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대개는 잘 견뎌내고 있

으며 속으로는 그들이야말로 삶의 영웅들이

라는 찬사마저 떠오른다. 마치 달의 이면을

보는 듯하였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

상 말이다. 영국 작가 하틀리는 “과거는 외

국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고 하

였다. 그렇게 보면 내가 살았던 3년 전의 세

상은 지금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외국

임이 분명하다. 나는 이곳을 전혀 모른 채 거

기서 살아왔던 것이다. 

7. 사람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존엄한 인간으로 죽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성을 상실하면 인

간으로 죽을 수조차 없다. 이것이 한 인간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법률가로서의 내 직무수행의 중심단어(key

word)를 '인간의 존엄성'에 두고자 한다. 이

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천명하는 바이

기도 하고, 1986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이지리아의 시인 월레 소잉카의 결심이기

도 하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이나

강간 사건, 그리고 부부강간 사건에 있어서

취한 나의 태도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미약

하였지만 이제후로는 이 점에 더욱 내 관심

과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고자 한다. 

8. 오늘의 내가 3년 전의 나에게 무슨 할 말

이 있단 말인가. 다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

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을 뿐인데.

2007년 가을, 나는 법원의 부장판사 몇 사

람과 함께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형사법정

을 참관한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

초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준비작업을

위한 직무출장인 셈이었다. 그 재판을 통하

여 나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

기서 배운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기도 하였

다. 그런 재판을 내가 법관 초임시절에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2008년 한 해 동

안 직접 진행한 참여재판에 미국의 노(老)판

사들이 하는 법정운영방식을 적용해보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9. 내가 법원에 근무할 때는 판사인 내가 다

른 사람의 재판을 볼 수 없었다. 다른 판사

도 나의 재판을 볼 수 없었다. 당시로서는 그

런 참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에 대한 예

의가 아니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는 다른 판사의 좋은 재

판을 보고 배울 수가 없었고, 내 재판의 좋

지 아니한 점을 지적받고 그 점을 시정할 수

가 없었다. 유일한 교본은 내가 배석판사시

절, 재판을 진행하던 부장판사의 진행방식

이었다. 그러니 나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었다. 법대를 내려와 자유로이 다른 사

람의 재판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과

거에 내가 한 재판의 결함과 미흡함 역시 함

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에서 이 자료

시/시조

소설

기행문

수필



는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오늘의

내가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자리에 있던 3년

전까지의 나에게 전하는 하나의 자성(自省) 메

시지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제 나는 지난 세

월 내가 경험한 도강(渡江)의 한 우화 속으로 잠

깐 발을 들여 놓고자 한다. 먼저 법정 안에서의

자리의 이동이 그런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

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법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0. 첫째로, 그것은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

로 내려감을 뜻한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는 바로 그것이 거의 매

일같이 체험하는 솔직한 느낌이다. 사람의 생

명, 신체에 대한 극단의 형인 사형이나 무기형

의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 또는 수천억 원

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결이라든가, 한 기업과

가정을 기사회생시키거나, 이와는 반대로 문제

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

뜨릴 수 있다.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도, 재벌 총

수도, 대중의 스타들도 법정에서는 예외 없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법관 말고 그 어떤 지위, 그 어떤 직

역이 또 있겠는가. 법관의 이런 권한과 직무는

전통적으로 본래 신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관은 신

의 대행자라고 할 것이다.   

11. 법대 아래의 인간들은 법대 위의 이러한 신

이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유로이 대화를 하는 그런 신이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히브리의 신이 아니라 그리스의 신이

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히브리의 신은 인간들에

게 일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인간들이 자

신의 뜻을 묻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말을 조용

히 듣기를 원한다. 어기면 준엄한 벌이 떨어진

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과 즐겨 교제

하고 토론하기를 원한다. 다만, 히브리의 신이

라도 구약의 신이 아니라 신약의 신은 다르다.

성경을 보면, 그 신은 사람이 되어 지상으로 내

려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같이 음

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아

픈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지 않는가. 

12. 법정에는 법관의 의자가 놓여 있는 법대(法

臺)가 있고, 그 앞에 재판을 하는 사람과 재판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로지름대가 있다. 영어

로는 본래 이것을 바(Bar)라고 불러야 할 것이

지만, 이제는 판사직을 벤치(Bench)라고 부르

는데 대응하여 바(Bar)라고 하면 법정 안의 사

람들, 그리고 변호사나 변호사단체를 지칭한다.

이 단어는 법원, 법정,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지

만,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다. 법대는 실상 넘을

수 없는 벽이나 건널 수 없는 강을 상징하는 구

조물일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사건은 대체로 추

상화된다. 그러나 그들 곁에서, 그들의 숨소리

를 들을 수 있는 변호사는 그들의 삶속으로 뛰

어들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법관과 변호사의 차이라고 본다. 변호사

는 당사자나 피고인의 체취와 숨소리와 눈물,

아픔의 한 복판에 있다. 말하자면 삶의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법관은 구체적 인간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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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추상적 인격의 사람들을 본다고 해

야 할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마땅히 그

래야 할 것이다. 요즈음은 달라졌지만 정의

의 여신은 본래 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실

물을 안 본다는 말이다. 그런데 법관의 신체

적인 정위치는 법대 위라고 할 것이지만, 법

관의 정신적, 심리적인 위치가 법대의 좌우

측으로 터진 문을 통하여 법대 아래로 이동

할 때 법정의 분위기는 변한다.  

13. 법관은 몸은 법대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방청석에 두어야 한다. 법률과 그에 관련한

직무는 본래 보편성과 하향성을 지니고 있

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향성(下向

性)의 법학이다. 법률은 재판규범이기는 하

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

본래는 보통사람들이 겪는 일상을 위한 행

위규범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법관을 위한

것이거나 법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통사람

을 위한 것이다. 행위규범으로서는 사람들

에 대한 규제와 지도체제이지만 재판규범으

로서는 만인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장전(章

典)이다. 법률이 법관 주변에 머물러 있어서

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의 삶속으로 내려가

야 한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권위

와 존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에서 상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14. 둘째로, 법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한 자리바꿈이 아니다. 위치로는 방향

만 180도 전환된 데 불과한데 법정 안에 있

는 사람으로서 긴장의 강도와 지속시간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판사

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지만 지금도 법정

에 들어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조

마조마하다. 법정이 무슨 놀이공간이 아닌

이상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

런데 긴장강도를 지진의 강도로 비유하자

면,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3.5정도의 미진에

서 7.5쯤의 강진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30년 경력의 내가 그렇다. 물론 개인차는 있

겠으나 적어도 내 경우는 그렇다. 이는 곧 판

단을 하는 사람과 판단을 받는 사람의 차이

이자, 권한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못 가진 사

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때문에,

판사 시절에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이 무

서웠지만, 일단 법대 앞에 앉으면 대체로 진

정이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로는 법정에 들

어서는 순간은 편안하지만, 변론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와 법대 앞에 앉게 되면 순간순

간이 무섭다. 변호사가 그렇다면 정작 당자

인 피고인들은 어떻겠는가. 법정 밖에서 아

무리 큰소리치던 사람이라도 일단 법정, 특

히 형사법정에 들어오면 그 긴장이라는 것

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형사재판의 실형선고, 그 충격의 강도

15. 6년 전쯤으로 기억한다. 내가 형사합의

재판을 할 때의 일이다. 피해자가 야간에 일

군(一群)의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맞아 뇌

를 상함으로써 식물인간 상태의 거의 폐인

이 된 사건이었는데, 증거를 조사해보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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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판단이 섰다.

선고기일에 구속영장을 준비하여 법정에 들어

가,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합

니다.” 그러고 나서, 영장을 꺼내어 “피고인을

법정…” 하는데 순간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법정에서 선고를 받자마자 졸도를 해버리고 말

았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다가 어떻게 나무토

막처럼 그렇게 직각으로 쓰러질 수 있는지 지금

도 궁금하지만, 당시 우리는 너무나 놀라, 저러

다가 사람 잡겠다 싶어, 결국 영장 집행을 못하

고, 법대 위에서 주심과 금방 합의하여 “법정구

속만은 면한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다. 사람이

긴장하면 그 정도다. 나가보니 세상에서 잘 나

가던 사람들이 더 심하게 떨고, 안절부절 못하

며, 더 빨리 무너진다. 이것이 법대 위와 법대

아래의 차이다. 법대 아래서는 재판장의 숨소

리, 표정, 어조, 태도,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예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16. 셋째로, 법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과거

에 내가 한 재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대 위에 앉은 법관들 자신이 바로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은 당연히 거울 자신을 보지 못

한다. 법대 아래에 앉으면 비로소 우리의 모습

이 그 거울에 비친다. 바로 그 자리서 지난 1년

간 나는 두 가지의 한탄을 거듭하곤 했다. 하나

는 “아, 과거에 왜 나는 저런 재판을 할 수 없었

을까”하는 한탄이다. 또 하나는 “아, 과거에 나

도 저랬겠구나”하는 한탄이다. 법대 아래서 본

재판은 법대위에서 내가 한 재판의 거울이었다.

옛날의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 넷째로, 법대 위에서의 사건은 수천수만 사

건 중의 한 건이다. 그러나 법대 아래서의 사건

은 대개의 경우 일생일대의 단 한 건이다. 사건

에 관한 당사자의 이 느낌이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법대 위에서의 사건은 판

결이 선고되면 곧 잊혀진다. 또 그래야 되지 않

겠는가. 나는 다음과 같은 채근담(菜根譚)의 첫

구절을 후배 법관들에게 종종 들려주곤 했다.

“바람이 성긴 대숲을 지나매 바람이 지나가면

대가 소리를 지니지 않고, 기러기가 차운 못을

지나매 기러기 가고 난 다음에 못이 그림자를

머무르지 않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

도 따라서 비나니라.” 지나간 사건을 계속 마음

에 품고 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법대 아

래서의 사건은 당자인 사람에게 좋든 궂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일생이, 그 가족까지의 모든 삶이, 한 기

업의 운명이 송두리째 깨어지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사람이 죽기도 한다. 민·형사나 행정

사건을 막론하고 자신의 문제가, 자기의 이야기

가, 엄청난 힘을 가진 제도 위에서 엄중한 심판

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목도하는 순간, 그와 그 가족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무력함에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자신

들이 믿고 기대고자 하는 절차가, 본래의 의도

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아

연실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재판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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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섯째, 법대 위에서 법대 아래로 내려

간다는 것은 최종 판단이라는 무한책임에서

일단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의

부담은 실로 무겁고도 두려웠다. 그 점에서

변호사는 훨씬 자유롭다. 물론 다른 형태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마는.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라는 사람은 “우리들 인생

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우리가 저질렀던 온

갖 어리석음과 편견,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을 치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

라고 했다. 내가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얼마

나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나는 내가 법관

으로서 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잘못과 그로 인하여 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아니라면 그런 흉

내라도 내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

기에”라고 묻는다면, “그저 모든 게 부족했

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일을 계속할 때

마다 자꾸만 지난날의 내 부족한 모습이 보

이기 때문이다.  

19. 법정에서는 허다한 삶의 사연들이 논의

가 된다. 다양하고 심각한 스토리텔링의 공

간이다. 사회자인 법관은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마

디로 말하면, 법관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다. 그 이야기가 사리에 맞는 것인지의 여부

를 가리자면 우선 잘 들어야 하니까. 그러나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일의 전

말(顚末)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말로

서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므

로 법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이동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정은 어떤 공간인가

20. 법정은 우선, 재판이 진행되는 공간이

다. 법정은 법관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유

일한 통로이자, 주된 활동무대다. 그런 뜻에

서 법정은 세상을 보는 법원의 눈이기도 하

다. 그 때문에 법정의 중앙에 좌정하는 법관

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관점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시선 등이 모두 달라진다. 특히 따뜻한 눈이

냐, 차가운 눈이냐 하는 시선의 온도에 따라

법정의 온도가 달라지고, 법정의 온도에 따

라 법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법정의 분위

기가 재판의 품격을 좌우한다. 

21. 영어 단어 COURT는 1차적인 의미는 법

원이나 법정이지만 ‘구애를 하다’라는 뜻도

있다. 만인에게 공개된 장소라는 제한이 있

고, 국가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또 다른 제

한이 있지만, 그런 여건에서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이 소송관계자의 심리상태다. 아주

이상적인 결말은 쌍방의 밀월관계가 진실발

견과 정의구현으로 마무리 된다. 이는 곧 사

랑의 실천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

고자 한다. 이야기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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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생사와 운명이 갈리기도 한다. 마치 아라비

아의 한 왕비가 그랬듯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야기로 뛰어넘는, 일종의 ‘셰에라자드 전략

(Scheherazade Strategy)’을 구사하는 것이다.

법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를 해피

엔딩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진실을 찾아가는 사

랑의 실천 공간이다.

22. 인간의 삶은 이야기 꾸러미다. 작은 시내가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이 되고, 강은 흐르

고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이, 사람들의 작은 이

야기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

다. 동화라든가, 신화나 전설, 그리고 종교경전

등 모든 것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자료는 인간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다. 그

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야기는 모이고 모여서,

이야기의 더 큰 형태인 역사가 된다. 

23. 그런데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의 자

연스런 흐름이 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

판은 그렇게 깨어진 이야기를 복원하는 과정이

다. 그러므로 법정은 이야기가 복원되는 공간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제롬 브루너(Jerome S. Bruner)는 “법은 서사

(Narrative)로 삶을 영위한다”고 말하였다. 다

른 말로 하면,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 조각그림

을 맞추는 것이다. 그 경우에 그림의 원형을 알

고 있으면 복원이 용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당

사자를 제외한 소송관여자로서는, 사건의 원그

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법관에게 인

문학적 식견과 소양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증명주제에 관한 입증이 명

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복

원해야 하는가. 바로 자유심증(自由心證)이다.

이 자유심증이란 단어는 정말 무서운 단어이다.

사실인정의 칼이자 일종의 권력을 표상하고 있

는 단어라고 할 것이다. 이 방면의 달인들이 되

려고 법조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다. 그러나 쉽지가 않다. 편을 갈라 이야기의 진

위를 다투는 법정에서는 그 진행이 중구난방으

로 흐르는 것을 제지하려고 소송법이라는 규칙

도 필요하고, 이야기의 진위를 가리는 실체법도

있어야 하지마는, 법대 아래서 실감하는 것은 이

와 같은 차가운 법률지식보다는 사람과 사물을

보는 따뜻한 시선과 건전한 상식이 더 큰 힘을 발

휘한다는 점이다.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24.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말과 글이 될 것이다. 물론

음악, 미술, 건축 등 다른 표현 방식이 많이 있

지만, 주된 도구는 언어와 문자다. 따라서 언어

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이해

와 표현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논리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같은

관점에서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법관은 어휘가 풍부하여야 하고,

모든 현상을 언어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휘가 풍부하면

사물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상상력의 폭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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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넓을 터이므로. 

25. 인간사의 깊이와 넓이는 바다처럼 무한

하여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때

문에 인간인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뉴턴(Isaac Newton)같

은 천재도, “진리의 대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는 다만 조개껍질 하나를 줍다 가노

라”고 술회하였다. 진리의 대양은 곧 사실인

정의 바다와 다름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개개

의 역사적 사실은 모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우리의 법정이

원활하고 따뜻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공간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야기가 없는 판

결은 하나의 추상일 뿐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 흩어진 삶의 파편들을 수습하

여 깨어진 이야기를 복원하는 것, 바로 그것

이 재판의 참모습이다. 법정에서 이야기가 강

물처럼 흐르고, 바닷물처럼 넘실거리게 하여

야 한다. 

26. 요즈음은 기업에서 젊은 인재들을 뽑을

때, 스펙보다는 스토리텔링을 중시한다고

한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Tell me

your story)!”는 것이다.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이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관여하는, 무엇을 위한, 어떤 소통인가

27. 어느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의 한 칼럼

에서 제목을 ‘그놈의 소통’이라고 했다. 소통

은 이제 이 시대의 둘도 없는 화두가 되었다.

소통은 마치 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이 잘 통

한다는 것이다. 다른 표현인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은 개체 간에 공동의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뜻이

다. 커뮤니케이션은 곧 의사소통이고, 이는

상하좌우로 연결된 회로의 완전개방을 이상

으로 한다. 그러자면 양자 간에 다음과 같은

전제가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전달도구가 같아야 한다. 말이면 말, 글이면

글, 표정이면 표정, 몸짓이면 몸짓, 같은 신

호체계라야 의사가 자유로이 전달될 것이

다. ② 전달도구에 대한 이해수준이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위와 형편

과 능력에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차이가 분명

히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보완장치인데 변

호사의 역할도 아마 그런 것이라고 본다. ③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야 한다. 그 목표는 문

제해결을 위한 주제일 수도 있고, 쟁점일 수

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28. 불가에서는 정신집중을 위하여 화두를

품고 수도를 한다. 이때의 화두는 요즈음 말

로 하면, 키워드(Key Word)이다.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켜갈 수 없는 키워

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다. 누구도 살아가면서 이 과

정을 피해갈 수 없다. 앞서 소통을 언급하였

지마는 흐름 그 자체인 소통의 한 편에는 전

달자가 있고, 다른 편에는 수용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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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 표현 → 이해 → 표현 → 이해, 이런 순

으로 죽 회로가 이어진다. 이러한 연쇄적인 소

통의 순환 고리가 이상 없이 잘 작동될 때 우리

사회는 평화롭다. 깨어진 이야기를 복원하여 그

이야기가 큰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고 큰 이야기

중의 작은 한 이야기로서 잘 섞여 부드럽게 흐

르게 되면, 그 이야기는 역사인 히스토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작은 스토리는

큰 이야기인 히스토리의 한 부품으로서 편안하

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우화 - 돛배, 바람, 바다

29. 돛배 하나가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

아가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이 경우의 바람은

일종의 권력이다. 돛배의 추진력이기도 하고 생

존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돛배는 바람의 유무와

강도를 조절할 수 없다. 그저 순응이 있을 뿐이

다. 우리가 말하는 이 바다에서 돛배에 실려 가

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

들의 고단한 삶의 짐이고, 그 짐에 묻어가는 인

생사의 애환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우리는 그 많고 많은 사

연의 바다 위를 떠가고 있는 셈이다.  

30. 우리의 활동공간이자 바다로 상징되는 법

정, 이 법정에 부는 바람의 근거지는 법대에 앉

은 법관의 언행이다. 그리고 그 바람에는 무풍

이 있고, 폭풍이 있는가하면 순풍이 있다. 무풍

에는 배가 나아갈 수 없다. 폭풍에는 여간 숙련

된 선원이 아니라면 돛대는 부러지고 배는 춤추

다가 깨어지고 만다. 이 부분을 처음에 나는 강

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정

을 듣고는,  “강풍이라고요, 요즈음 요트를 조종

하는 사람은 아무리 센바람이라도 통제 가능합

니다.” 그랬다. 그래서 강풍이란 단어를 폭풍으

로 바꾸었으나 내가 단언하지만 법정이라는 바

다에 그런 현대식 요트는 없다. 거의 전부가 아

주 연약한 돛배뿐이다. 그 바다에 잔잔한 순풍

이 불면, 돛배는 기분 좋게 빠른 속도로 바다를

항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목표지점에 곱게 밀려

서 들어간다. 자칫 다른 지점에 이르기도 하지

만 이는 대부분 선원의 조타 잘못이지 바람 탓

이 아니다. 때로는 바람이 강도나 방향을 바꾸

어 돛배를 목적지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경우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보기 드문

경우로서 당자로서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좋은 재판, 좋은 법관

31.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카레리나의 첫 구절

은 유명하다. “행복한 가정은 그 이유가 비슷비

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

다.” 이 말에 대하여는 수많은 버전이 있지만,

재판에 관하여 새로운 버전을 한 번 만들어 보

면 이렇다. 좋은 재판은 그 이유가 비슷비슷하

지만, 그렇지 못한 재판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

다. ① 맑고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표정, ②

명료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 ③ 사안의 쟁점을

꿰뚫어보는 눈부신 혜안, ④ 삼엄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격조 높은 유머, ⑤ 사람을 아끼고 존

중하는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화술 등 이런 예술 같은 재판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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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변호사들에게는 가히 축복이다. 비유

컨대, 순풍의 법정이다. 이와 같이 좋은 경

우는 그 이유가 서로 비슷비슷하다. 이와는

달리, 드물게는 ① 바깥에서부터 들어서기

가 괜히 주뼛거려지고, 오늘도 잘못하다가

또 혼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레 걱정이 앞

서는 법정, ② 왠지 모르게 서늘한 냉기가 느

껴지는 법정, ③ 사실관계에서 시작하여 법

리는 물론 판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너

무 세세하게 거론하면서, 시종일관 재판장

이 쉴 새 없이 훈시를 하는 법정, ④ 당사자

가 대리인인 변호사를 모욕하든 말든, 당사

자끼리 소리를 내어 다투든 말든, 이를 그대

로 방치하다시피 하는 법정, ⑤ 본인 소송의

당사자에게 절차의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지나치게 친절하려고 애

를 쓰는 법정 등은 그 이유가 이렇게 제각각

이다. 폭풍과 무풍의 법정이다. 

32. 중국 고대 위나라의 병서인 울료자(尉

繚子)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將

受命之日이면 忘其家하고(장수가 출정을 명

받으면 집안을 잊는다), 將軍宿夜면 忘其親

한다(군사를 풀어 야영을 하게 되면 부모도

잊는다), 援袍而鼓면 妄其身이라(북이 울리

고 전투가 시작되면 자기 자신마저 잊는다).”

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군지삼망(軍之三

忘)이다. 이 말을 법관으로 바꾸어 읽으면 다

음과 같이 될 것이다. ”판사로 임명을 받으면

집안일을 잊는다. 법원에 출근하여 직무에 임

하면 부모도 잊는다.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

어서면 자기 자신도 잊는다.“ 이것을 법지삼

망(法之三忘) 또는 관지삼망(官之三忘)이라

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3. 내가 과거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배워 평

소에 마음에 두고 있는 법조인의 세 계명은

다음과 같다. ① 사람과 법률 앞에 겸허하

라. ② 균형감각을 가져라. ③ 본질적인 것

을 중시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이 법관의 언

행심사에 녹아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

다도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삶의 자세와 근무태

도 말이다.  

34.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한 자질 중에 ① 진실발견과 정의구현을

위한 굳건한 소명의식, ②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강박증에 가까운 열정, ③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평생에 걸쳐 끊

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등이 있다. 법관에게

표현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제대로

된 글쓰기 능력이 없다면, 예컨대, 무죄판결

이나 중요하고 복잡다단한 사건의 이유 구

성이 어려워, 심중에 자리 잡은 진실을 제대

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답답한 일

이 없을 것이다. 종전의 대법원 판결이 더 이

상 당대의 인식과 공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과거의 판

단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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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재판이 추구하는 목표

35. 상당기간 전 부터 우리는 “국민을 위한 사

법”이란 표어와 사법서비스란 말을 사용하여 왔

다. 정말 좋은 말이다. 그리고 그 기본 정신은

당연히 옳다. 그러나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최근 어떤 글을 읽으면서

문득 깨달았다. 사법은 국민이 아니라 모름지기

직무 그 자체의 완결성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결과적

으로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론은 변덕스러운데도 말이다. 영국의 여류작

가인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라는

사람이 쓴 ‘현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Letters to

a Diminished Church)’라는 글이다. 그는 공동

체를 섬긴다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참고로 소개하

면 이렇다. “첫째로는, 국민이 그 일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보려고 일에서 마음을 떼어놓으면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다. 마치 골프를 칠

때 공에서 눈을 떼면 티(tee)로부터 멋진 드라이

브를 쳐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당신의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중되지 않으면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당신이 다른 사

람들을 섬기는 걸 염두에 두는 순간 그들이 당

신의 노고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품

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

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보상받기 위하여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만을 품기 시작한다. 반

면에 일 자체를 섬기는데 마음을 고정시키면 아

무 것도 바랄 것이 없게 된다. 그 일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그 완성된 모습을 보

면서 만족해하는 마음이다. 일이란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자신 외에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섬기는 것은 바로 순수한 사랑의

노력이다. 셋째, 만일 당신이 국민을 섬기는데

서 출발한다면 단지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대중의 요구는 변덕이 심한 편이다.

공연장에 올려놓은 엉성한 희곡이 십중팔구는

멋지고 흡족한 연주를 겨냥하기보다 관객을 즐

겁게 하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가 인용이다.  

36. 법관이 재판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는 당

연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진실은 절차적 진실일 뿐이라

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고

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의

를 이루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을 되새겨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전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절반의 진실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

고, 제대로 된 진실일 수도 있다. 그 비율이 어

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를 수

치로 계량할 방법도 없다. 

37. 과유불급(過猶不及)이란 말은 법정에서도

통한다. ① 너무 말이 많은 것, ② 너무 목소리

가 크거나 위압적인 것, ③ 너무 지식을 과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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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등은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

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차라리 모자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선배들로

부터 재주는 마땅히 감추어야 된다고 배웠

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재주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고 했다. 재주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재주 있는 사람을 언젠가는 반

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재주는 칼날 같아서 잘못하면 사람을 상할

수도 있다. 검객의 고수는 사람을 살려야 하

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칼을 뽑지 아니한

다. 법대 아래서 침묵하는 그런 사람은 법대

위에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칼을 가졌으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

는 사람은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파

스칼(Blaise Pascal)은 그런 말을 했다. 지식

과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 세상에는, 자신

과 자신이 가진 것을 넘어서는 사람과 사물

이 무한히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타블라 라사(tabula rasa)의 겸손 

38. 인간의 정신은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주

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 빈방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존 로크(John Locke)가

주창한 백지설(tabula rasa)이다. 법관은 어

떤 사건의 재판에 최초로 임함에 있어 자신

이 과거에 가졌던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처

리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직접 겪

은 체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일체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이상과 같

은 타블라 라사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가 펼쳐놓은 백지위에 사건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하여야 한다. 법관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만 제시할 뿐 그림 속에 선 하나라도 그

어서는 안 된다. 가을 하늘처럼, 명경지수처

럼, 백지처럼 맑은 마음과 인격으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겨우 진실의 근

처에라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9. 법대 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말을

막고 사정을 이야기하려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마치 수사관처럼, “그러냐, 그렇

지 않느냐, 답변하라”고 마구 다그치면서 법

정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가던 분이 있었다.

그가 얼마 후 자리를 바꾸어 법대 아래에 앉

게 되자, 이제는 최후변론도 아닌 중간 변론

의 기회에 물경 30분이나 일장 연설을 하는

광경을 목도하였다면, 그의 변신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지 모르겠다. 자리 때문이라

고 하여야 할지, 무언가 그날 그 사람에게 특

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야 할지 잘 모르

겠지만 이것은 바로 법대위에서는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거의 대

부분이다.

40. 아무리 탁월한 변론이라도 법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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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말을 듣지 않고 글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법관이 읽지도 않고 듣지

도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실제

로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잘은 모르겠으나, 아

마 그랬을 것으로 추측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

무리 변호사가 엉터리라도, 사건의 배경이나 그

속에 담긴 진실을 가려 읽고 헤아려 들을 줄 아

는, 밝은 눈과 밝은 귀를 가진 좋은 법관을 만나

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의뢰인에게 사실 좋은 변호사보다는 좋은

검사, 좋은 판사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는 선택할 수 있

으나 판사는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송사에 임하는 국민들의 곤혹스러움이

있다. 모든 재판을 두부모 자르듯이 획정하거나

판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다들 그런다. 내가 볼

때는 모두들 잘들하고 있는데 말이다. 상급심

또한 믿을 수 없다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

다.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을 받는 것을 변호

사들은 로또복권 당첨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물

론 변호사의 위치에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법

원에 근무할 때 그토록 흔하던 대법원의 원심

파기가 정작 변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희귀한 행운이 되어버렸다. 

법복과 재판의 권위

41. 법복의 의미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한

다. 법관과 사제는 가운을 입는다. 우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는 그 밖에 두 가지 큰 의미

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그 사람의 허물이나 죄

성을 가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특이한

개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지닌

상징물이자 제도적 장치가 법복이라고 본다. 그

러므로 재판 중에 굳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복을 입

으면서 그런 약속이 된 거니까. 사제도 그렇지

만 특히 법관은 법복을 입는 순간, 신의 대행자

가 되는 것이며,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세력도 이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

관은 법정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도 그

권위에 합당하게 명예롭고 당당하여야 한다. 다

음으로 권한에 따른 책무의 자각이다. 개성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이는 파도를 잠재우고,

마음을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

다. 물이 흔들리면 바닥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 마음에 사물의 참모습을 비쳐볼 수

가 없다. 그러므로 법복을 입는 순간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신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자질과 품격에 합당한 언행을 달라

고 그 신에게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42. 변호사 영역은 법조인으로서의 좋은 훈련

도장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천태만상의 인간군

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문제를 놓고 벌이는

각축의 현장 경험은 그로 하여금 나아갈 때나

물러설 때, 때로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며,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운명론 등 무수한

생각과 판단, 좌절과 혼란을 통하여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다듬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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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식과 경험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널리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귀하고 아름

다운 심성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낱낱의

사건에서 배운 교훈이 자신의 일상 직무에

균형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자산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편 법관

의 경우, 자신의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만을

최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일로서만 법관

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에게는 평생이라는

세월도 그를 교정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의 모습과 그의 판단을 여실히 비쳐주는

거울이 없는 이상 이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이다. 나 자신이 바로 그랬다.

43. 사람의 신병처리에 관한 판단은 정말 무

섭고도 신중을 요하는 일이다. 형사 사건에

당면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법원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절박한 마음은 거의 공황상

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경우의

급선무는 우선 사람을 풀어내는 일이다. “법

리논쟁을 해 보아야 판사님이 이를 받아준

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다가 판사님에게 노

여움만 산다면, 구금만 장기화될 것이다. 다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있으

면 억울하더라도 돈 싸들고 가서 백배사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묘책이다.” 이런 판단이다. 변호인들이 때로

는 의뢰인들의 요구에 밀려 제대로 된 무죄

변론을 못하는 사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 무

죄 주장을 하고 싶어도 사실, 주저스러운 경

우가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순수한 법리논

쟁이라도 그렇다. 피고인은 사실을 모두 인

정하고 변호인이 문제되는 법리만을 다투었

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에 처한다는 판단을 예사로이 받게

된다면 피고인과 그 가족은 사안의 입증 난

이도와 담당 법관의 성향에 따라 변론내용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역할대체독법과 재판

44. 법관은 당연히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지

만, 그보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직무의 성격

상 문제해결의 완벽한 실력을 갖출 수도 없

는 것이 아니겠는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상이 그처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뜻

이기도 하다. 능력이 얼마간 부치더라도 성

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도 법

관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법관의 마음가짐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도

처에 널려있다. 자연과 사람과 책, 이 모든

것이 법관의 교사이자 멘토가 될 수 있다. 역

할대체독법(役割代替讀法)으로 사람과 사물

을 읽고 들어보면 번개처럼 깨우침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의사가 쓴 책이라

든가, 의사를 위한 책들을 읽으면서도, 의사

를 법관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거기서 말하

는 좋은 의사가 되는 비결은 곧 좋은 법관이

되는 비결이 될 것이다. 환자를 진료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든가, 질병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진료기술의 개발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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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을 어떤 마음

가짐으로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의사인 자기가 심하게 아파서 동

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보고 나서 비로소 그

때까지의 자신의 진료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등의 경험담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법관과 변호사에게 곧바로 적용될 수 있

는 것들이다. 이것이 역할대체독법이다.  

45. 하나의 예만 더 들겠다. 요즈음 내가 읽고

있는 이시영 시인의 시집 중에 이런 시가 있다.

고요 시인이란 제목의 시다. “고요 시인의 고요

시집을 읽다가 / 무릎에 내려놓고 / 가만히 생

각해 본다. 시 좀 쓴다고 뻐기지도 말고 / 으스

대지도 말고 / 무엇보다 잰 체 하지도 말며, 마

음은 늘 꽃샘추위 속을 달려 / 산과 내를 건너오

느라 발그레해진 봄의 소년처럼 / 양 볼이 따스

해져서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 교실처럼

사랑해야지.” 이 시를 역할대체독법으로 읽어

보겠다. 제목은 멋진 판사다. “멋진 판사의 멋진

판결을 읽다가, 무릎에 내려놓고, 가만히 생각

해본다. 판결 좀 잘 쓴다고 뻐기지도 말고, 재판

좀 잘한다고 으스대지도 말고, 무엇보다 잰 체

하지도 말며, 마음은 늘 꽃 샘 추위 속을 달려,

산과 내를 건너오느라 발그레해진 봄의 소년처

럼, 양 볼이 따스해져, 내 법정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연인처럼 사랑해야지.” 바로 이것이

역할대체독법이다.  

46.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를 복원

하는 법관은 다음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는 것

이 좋을 것이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스토리

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되고 전

개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

라 내 생각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스토리는 어떤 원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흐름이 방해되면서 깨어지고 뒤틀렸

다. 그 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 문제해

결의 시작이다. ③ 이 스토리를 정상적으로 복

원하는데 필요한 단서는 모두 그 스토리에 관여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관은 먼저, 관련 사정을 자세히 들어야 되리

라고 본다. 간혹 법관이 불완전한 상태로 제시

된 단편적인 자료들만을 근거로 조각그림을 맞

춘 다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상정하고 나서

이를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받아들이

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곤란하다. 

47. 법관이 사건의 실체나 절차 운용방법에 관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

는 것은 결과의 여하에 불구하고, 재판 시작 전

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심증개시도 적절한 경우

의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일 것이

다. “나는 유치권 인정에 엄격합니다.” “이 재판

부는 원칙적으로 어떤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습

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봤는

데…”등의 언급은 부적절하고도 불필요하다. 지

금은 아마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확신하지만,

과거 변호사가 재정한 자리에서 피고인더러,

“그 돈 가지고 합의나 하지”라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재판장도 있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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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표정이나 내

색을 풍기면, 피고인이나 변호사는 금방 재

판장의 마음을 읽는다. 피고인, 그리고 그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장이 무안이나

핀잔을 주게 되면, 그 변호사에 관한 소문은

그 지역에 금방 확산된다. 그런 경우는 아니

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간혹 진행이 서툰 변

호사들이 있다. 변호사들도 완전한 사람들

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사람들

이다. 간단히 지적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다

른 경로를 통하여 조용히 지시를 하면, 아마

그 변호사는 재판장의 배려를 평생 잊지 못

할 것이고, 그는 그 배려에 보답하려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48. 공개법정에서 대리인인 변호사를 신경

질적이고 고압적인 말투로 훈계하는 경우가

있다. 구술변론을 서면으로 대체하라면서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

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법관이

하나하나 실체와 절차상의 문제를 손에 잡

혀주려는 듯 세세하게 일러주는 등 지나치

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어 다른 사건과

의 처리에 균형을 잃은 경우도 있다. 법정은

그런 공간이 아니다. 재판진행을 위하여 불

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안내에 그쳐야 한다.

절차를 모르면 자신의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사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법관은 그런 서비

스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49. 법정에서의 변론은 말할 것도 없고 조

정과정에서도 사건과의 거리가 가까운 당사

자로 하여금 먼저 말하게 하여 사정을 청취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무시하고 급한 마

음에 법관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먼저 공

개해버리면 양보를 생각하고 있던 어느 일

방은 쾌재를 부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상대방은 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법

원을 원망하게 된다.

메라비언의 법칙과 재판 

50.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은 사람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

의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표현도

구로 말하면 시각이 55%, 청각이 38%, 주고

받는 대화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법대에 앉아있는 법관이 연출하는 시선

의 온도와 방향, 표정, 태도, 모든 동작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일명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어느 날 당사자가 방청

석에 있는 변호사에게 다가와서는 귀에다

대고, 조용히, “변호사님, 판사도 부부싸움

을 합니까” 하고 묻는다. “왜요” 하자, “오늘

저 재판장님, 기분이 영 아닙니다.” 그러고

는 나보고 “조심하십시오” 그런다. 이와 같

이 재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당사자나 방청

객의 관찰대상이다. 오늘날, 웬만큼 규모의

교회라면 설교단의 아래나 앞쪽 등 여러 곳

에 목사의 표정과 일거수일투족이 환히 비

치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굳

이 법정에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건 법정의 권위 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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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비언어적 의사전달방식에 관하여도

법관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웃음도 잘

못하면 비웃음으로 비칠 수 있다. 언젠가 어느

원로 법조인이 대리인이 된 민사사건에서 상대

편 증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기에, 내가 웃으면

서,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추궁할 것 있습니

까?”라고 했더니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

화를 해서, “왜 나를 비웃느냐?”고 나무랐다. 아

마 어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그와 같

이 법관의 목소리와 어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현종 시인의 시에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어조여’ 하는 구절이 있다. 

51. 언어사용 방식이 그래서 중요하다. ① 표준

발음에 부드럽고 편안한 발성이어야 한다. ②

품위 있는 어휘를 구사하여야 하고 되도록 어려

운 말보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는 말을

써야 한다. ③ 평소에 성대를 잘 관리하여야 한

다. 목소리가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토닝(toning) 등을 통하

여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돈 캠

벨(Don Campbell)이 쓴 ‘모차르트 이펙트

(Mozart Effect)’라는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황

금가지, 1999. 조수철 역).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다. ④ 음성의 고저강약과 완급이 좋아야 한

다. 그래야 말이 음악이 된다. ⑤ 음향장치가 최

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소리가 너무 커도 너무 작아

도 사람들을 똑같이 피곤하게 하고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한다. 때로는 마이크의 울림이 좋지

않아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대 아래서는 웅얼웅

얼 하면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

52. 법관은 로고스(logos)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파토스(pathos)와 에토스(ethos)가

있어야 한다.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에는 이성

이 이끄는 로고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사실의 동기와 그 배경이 되는 이해

관계인의 숨은 파토스를 간과하여서도 아니 된

다. 나아가 법관은 그 자세와 성품이 맑고 드높

은 에토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

여 이 세 가지 자질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두루 지니고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률가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법률이 추구하는 법적 안

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구현, 다시 말하면, 정

의와 사랑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53. 동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평어체의 짧

은 문장으로 정리․요약한 법정운영에 관한 그 밖

의 의견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이다. ① 사람에

따라 절차적인 처우를 달리하는 경우가 없었으

면 좋겠다. ②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두고 오

랜 기간 치열하게 다투었다면 단 몇 줄이라도

결과에 대한 이유 설시가 있어야 한다. ③ 선택

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관이 정성을 들

여 억울함을 밝히거나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사

건이 반드시 있다. 이런 사건을 골라내는 것이

법관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④ 경우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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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적절한 사건을 적시에 골라내어 일

도양단의 판결을 피해가도록 한다. 반면 그

렇지 못한 사건을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

지 않았으면 좋겠다. ⑤ 법관도 잘못 생각하

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가 좋았다.

절차진행상의 실수를 시인하는 법관이 존경

스러웠다. ⑥ 묵묵히 잘 듣는 법관들이 돋보

였다. ⑦ 법관은 법정을 장악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따뜻한 방식의 장악이면

더욱 좋겠다. ⑧ 법관 주재의 법정이 사람의

체취와 숨결이 느껴지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화의 공간이기를 바란다. ⑨ 다만, 법정

질서는 너무 엄격해도 너무 느슨해도 아니

된다. 마치 현악기의 줄을 너무 조이면 팽팽

하다 못해 자칫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너

무 풀어놓으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

적당하게 조여진 현이 최상의 음악을 생산

한다. ⑩ 법관은 어렵고 까다로운 당사자가

조성하는 법정 소란에 대하여는 명예롭고

당당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방치는 안 된다.

법정과 법관의 권위는 어떤 이유로도 훼손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위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관대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

하여야 한다. ⑪ 그러나 법관은 화가 나더라

도 큰 소리로 흥분하면 아니 된다. 마음속으

로 카운트를 하거나 잠깐 휴정을 하여 화를

삭여야 한다. ⑫ 법정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 ⑬ 판결의 간이

화가 판결의 자족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실로 흐르는 것은 곤란하다. 는 것 등이

다. 다만 위와 같은 의견이 모두 옳다는 것

은 결코 아니다. 사람에 따라 사물을 보는 관

점이 다르고 생각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54.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법관

의 양심에 관한 생각이다. 법관의 양심이 자

유분방한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그 직무 고유의 성격에 합당한 직업적 양심

임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근자에 소수자보

호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위하

여는 기왕의 관행이나 법률해석에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

제의 제기는 하급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몇 년 전 시도하다가 지금은 흐

지부지된 사회공론화 과정이 그것이다. 우

리 헌법의 중요한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에 반하는 오래된 생각과 구질서

가 쟁점이나 현안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쟁점이 된 사건을 대개 운명적으로 조우하

지마는, 이 때, 하급심 법관들은 적당히 피

해가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그 사건에

당당하게 맞서기를 권하고 싶다. 사실관계

와 법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한 다음, 필

요하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여, 정치하고

치밀한 논증을 거쳐, 당사자와 상급심을 설

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용

기에 기인한 선구자적인 자세는 튀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일국의 최고 지성인 법관의, 창조적인 법해

석이자 입법론의 제시가 될 것이다.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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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실정법 해석에 급급하여 상위법인 헌법

이념과 그 기본정신의 구현에 소홀하다면, 기존

법률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법제도의 발전적 변

개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재판 현

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현실 적응력이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도 들으십니다

55. 어느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수녀님은

무어라고 기도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질문

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저는

듣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수녀에게 다

시 물었다. “그러면, 수녀님이 들을 때 하느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수녀는 “그

분도 들으십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기도

는 고백과 발언의 양식임이 분명하지만 이처럼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56. 유대인 수용소에 살아남아, 의미에 의한 치

료라는 로고테라피 기법을 창안한 유명한 정신

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겪은 실화다. 박

사는 어느 날 새벽 3시의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고 한다. 방금 막 자살을 결심했다는

어떤 여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는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그런 결심에 대해

박사가 무슨 애기를 할지 궁금하다고 했단다.

박사는 자살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한참동안 자살에 대한 찬

반 토론을 벌였고, 결국 그 여자는 넌지시 계획

을 접고 이튿날 아침 9시에 박사를 찾아오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다음날 정확히 약속

한 시간에 병원에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박사에

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박사님, 오늘 새벽에 제

가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고

쳐먹은 것은 한밤중에 단잠을 깨웠는데도 박사

님이 조금도 화를 내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삼십

분 동안 참을성 있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

고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

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 세상 같으면

다시 한 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하

고요.” 그저 듣기만 하였는데도 한 사람의 목숨

을 살린 경우다.

57. 다산의 목민심서 형전 육조(刑典 六條) 중

그 첫 구절을 기억할 것이다. “청송지본 재어성

의 성의지본 재어신독(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

之本 在於愼獨)”이 그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

은 세 가지다. ① 소송을 청송(聽訟)으로 표현하

였다는 점이다. 송사의 성공적인 해결은 우선

잘 듣는데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사정을 자세히 듣는 것이 판관의 기

본 자질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자기가 말을

하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혀가 당신을 귀먹게 할 것이다”라는 북

미 인디언의 속담이 있다. ② 성의(誠意)를 다하

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말은 동양고전인 大

學이, 국사를 처결하는데 필요한 자세로 제시한

“격물치지 성의정심(格物致知 誠意正心)”에서

나온 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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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확고히 하며,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진다는 뜻이다. ③ 신독(愼獨)은 혼

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일컫는다.

이 단어는 원래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말이

다. 이 말은 수신(修身)의 기본이 되는 자세

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고 난 연후에 가정을

다스리면(齊家) 비로소 국사(國事)를 논할

만하다는 것이다. 재판 업무보다 더 중요한

국사가 있겠는가. 

58.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일을 어

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을 즐겁게 하

며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

하다.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생각과, 한

건 한 건을 처리한다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이 일의 개별화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

어서 이를 억지로 한다면 본인도 불행하고

그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

든다. 행복은 전염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성심을 다하고 있는가

59. 현직에 있을 때 나는 “좋은 판사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 선배들

은, 판사는 재판하는 사람이므로 모름지기

재판 잘하는 사람이 좋은 판사다, 그렇게 내

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이란

① 재판진행을 잘 하고, ② 판결을 잘 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단순명료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실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

다.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재판 진

행을 잘한다는 전자의 말은 절차에 관한 사

정을 말하는 것이고, 판결을 잘 쓴다는 후자

의 말은 실체에 관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는 재판은 공정하여야 하지만, 그보

다는 그 재판이 공정하다고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공정하다는 것은 실

체판단이 정확하다는 사정을 말하는 것이고,

공정하다고 믿는다는 것은 주로 절차진행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말이다. 법정언행이나

법정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하다. 

60.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

(Theodore Adorno)는 자신의 미학이론에

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이 예술”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

다, 그건 바로 재판이 하는 일 아닌가. 그렇

다면 결국 재판은 예술과 다름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좋은 재판보다 더 멋진 예술은 없

을 것이다. 사람이 일을 통하여 도달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우리는 항용 “와, 예술

이다”라고 말한다. 그런 경지에 이르는 비결

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겸허한 자세로,

되도록 “성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

한다.  

61. 내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있다. 25년 전 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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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한다. 그 무렵 나는 부민동 청사에서 형사

단독 재판을 하고 있었다. 저녁 7시경이었다.

주위에 어스름이 깔리면서 사람들이 모두 집으

로 돌아가는 그 무렵,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

다가 우연히, 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 한 늙

수그레한 할머니 한 분이 법원 정문 앞에 있는

서늘한 돌기둥 하나를 붙들고 한참을 흐느끼고

있더니, 조금 떨어져 서서 그 말 못하는 돌기둥

을 향하여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혀 연신, 절을

하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으로 구금된 자식을 둔

어머니로 보였다. 그날은 몇 개의 법정에서 형

사재판이 많았던 날이었다. 한두 번 그러다가

그냥 말겠지, 생각하고 나는 잠시 가던 길을 멈

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

늙은 어머니의 절은 그칠 줄을 몰랐다. 어둠이

몰려와서 그 고단하고 대책 없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지워버릴 때까지, 나는 이만큼 거리를

두고 서서, 무슨 힘에 끌렸는지 한동안 그 모습

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이윽고 발길을 돌렸

다. 그 빛바랜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어른어른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희미한 영상은 내게 이렇게 묻는다.

“지금 너는, 네가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느

냐”고. 아들이 구금된 그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그날 저녁, 그 어머니는, 자기방식대로, 성심을

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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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될 말

조충영 변호사

1.

법조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조인 본

연의 직역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많은 것 같다. 원대한 꿈

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여 일하는 사람들

도 제법 있어 국회의원의 숫자도 다른 직업

군보다 많은 편인 것 같고, 이런 저런 기업

에 취직하여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NGO 활

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등으로 말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법조인이 관여하지 않는

사회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여도 과

언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변

호사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는 부지런한 분

도 계시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어쨌거나 요는 법이라는 것은 마치 의사가

신체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사회생활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이고

그렇기에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고 모든 사회생활 어디든 쓰이게 되어 법

조인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그 분

야에서도 법조인들의 진출을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2.

나의 경우는 변호사 일 말고는 학교 강의

의 경험이 있다. 일회성으로 한 번의 요청이

들어와 응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학기 강의를

해 달라고 하여 한 학기 내내 강의하는 경우

도 있다. 학교에서 강의요청이 오면 재판일

정에 지장이 없는 한 될 수 있으면 이에 응

하는 편이며 이는 아마 내 성격이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며 떠들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하는 강의는 변호사가 하

는 것이다 보니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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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진로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가 주제가 되고, 대학에서는 의료법이나 법분야

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 동안 강의를 하면서

추억도 많았고 보람도 있었지만 반면 사실을 잘

못 전달하였거나 수업 중에 잘못 말하여 실수하

였던 여러 상황들도 있었다. 그 중 지난 학기에

있었던 모대학에서의 강의도 내가 말을 잘못하

였던 것인데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많아 특히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다. 그 강좌는 야간시간

에 개설된 것으로 특성상 수강생들은 학생이 본

업인 사람이 아니고 모두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

신의 업무분야를 좀 더 알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

해, 또는 대인관계의 필요 등을 위하여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처음 강의 제의가 왔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조금 더하여 강의를 하면되겠다고 편하

게 생각하였으나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생각이었는지는 강의를 해 본 분

들은 모두 아시리라.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과목 강의를 하셨던 선배 변호사님을 찾아가 말

씀드려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와 엄청난

노력으로 준비하신 강의자료를 아무런 대가없

이 손쉽게 손에 넣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때

문에 내가 강의하기에는 완벽한 자료준비로 상

당히 쉬울 줄 알았다. 그러나 자료만 완벽하면

뭐하랴? 나머지 기타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

들도 많은데. 미리 교과서에 대한 예습은 필수

고 강의를 위하여 교과서와 자료들을 내가 이해

하여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화까지 하여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

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모두 강의할 사람의

몫으로 남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이런 저런 우

여곡절 끝에 늘 쫓기듯이 허덕이며 부실한 강의

를 이어 나갔다. 그 중간에는 수강생들이 강의

를 듣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전문강사가 아니어

서 강의를 힘들어 하는 나의 모습을 안스러워하

며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야

외수업이라는 명목아래 저녁을 하는 자리를 가

지며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한 적도 있었다. 나야 강의를 준비

하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성실하다

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고 매번 수강생들의 요

구를 들어주지만은 않았지만 말이다.

3.

어쨌든 그러다가 한 학기가 지나가고 기말이

다가왔다. 기말은 시험을 치르는 대신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을 대체하기로

결정하고 과제를 내주었다. 애초 시험을 치는

것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강의를 하셨던

선배님께서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셨다고 하여

나도 이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과제

로 시험을 대체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과제로 시

험을 대체하면 변별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과제를 내면 책을 보면

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제출물의 수준들이 교과서를 베낀 것으로 모두

비슷해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금 걱

정이 되어 여쭈어보았더니 과제를 미리 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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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

을 보면 실력차이가 나고 변별력이 있으니

채점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였던 것이다.

선배님의 말씀대로 수강생들이 제출한 과

제물의 수준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확연

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 채점을 하는데는 거

의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제출된 과제물

을 보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그 형식에 있어 자유분

방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과제물 말미

에 나름대로 강의 소감을 쓰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고생이 많았다

는 의례적인 것 말고 어떤 부분이 어떻다는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말이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감히 교수를 평가하기가

뭣하지만 나의 수강생들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

은 분들도 상당히 있어 이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내

용면에서도 제법 경청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 그 중 나를 부끄럽고 당황하게 만드

는 평가가 하나 있었다. 리포트 용지 2장 정

도의 장문으로 강의소감을 적으신 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과제물의 수준과는 상관없

이 이분이 나의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

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분이 지적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수

업시간에 아무런 생각없이 한 농에 대한 준

엄한 평가가 있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수업은 형사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범죄

의 성립요건을 설명하면서 범죄란 구성요건

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것이 범

죄라고 말하고는 밤시간 수업의 졸음방지

차원에서 농담을 한마디 하였다. 학문적으

로는 위와 같이 설명하지만 책에 없는 것으

로 범죄는 ‘걸려야’성립된다는 한마디를.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뿐만 아니라 이게 걸려야 범죄가 성립된다

는 농담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하찮

은 농담에 대한 수강생의 평가는 매우 준엄

하였다. 그분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면,

‘교육적으로 안좋은 표현은 아래와 같다. ’

안걸리면 그만, 군에서 경험하며 눈속임용,

겉보기만 번지르하게 되어 있고 속은 다 타

고 있을 때 들은 용어를 수업시간에 들었다.

물론 이 행위를 들키는 적이 없다면 범죄가

되지 않겠지만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환기

작용을 생각해 볼 때 그저 들키지 않으면 된

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경고기능을 무시하

는 듯하여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준엄한 꾸

짖음이다.

4.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교학상장이라는 말

이 있다. 아시다시피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한다는 말이다. 위 글을 읽고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느꼈다. 특히 서로 교감하면서 나누는 대

화의 경우에는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이 바

시/시조

소설

기행문

수필



로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강의와 같

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

을 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무엇을 실수하였는지

에 대하여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으나 정작 말

을 한 사람은 모르며 강의에 대한 피드백 장치

가 없는 경우에는 평생 잘못을 알고 고칠 기회

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농담으로 가볍게

생각하였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전의 군생

활 중 좋지 않았던 기억을 떠 올리는 방아쇠 역

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도 전혀 알지 못

했으니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책에 적혀져 있

는 말만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담을 한

마디 하더라도 보다 건설적이고 교훈이되고 도

움이 되는 농담을 하여야지 안 좋은 기억을 떠

올리며 별 도움도 안되고 아니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쓸데없는 소리는 강의 중에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절절이 배웠다. 그 분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마냥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지만 그 분이 지적하

셨던 부분은 내가 강의를 할 기회에 두고두고

떠올리며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래서 내가 강

의하기를 좋아한다. 나도 이를 통하여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참고로 그 분

이 제출한 과제물은 아직도 고이 보관하고 있

다. 언제까지 보관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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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건우의 베토벤, 

김선욱의 브람스

황민호  변호사

Ⅰ. 들어가며

‘리 신차오’가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이하 ‘부산시향’)은 2013년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를 기획하여 베토벤을 집중 조명하였

다. 3월 20일 교향곡 제1번과 제2번으로 막

을 올린 연주회는 5월 30일(3번, 8번), 6월

27일(4번), 7월 11일(7번) 연주회를 통해 상

반기 일정을 마무리하였고, 이제 11월 15일

(5번, 6번), 12월 12일(9번) 두 번의 연주회

만을 남겨두고 있다(참고로 이글은 2013년

8월말경에 쓴 것임을 밝혀둔다). 그 가운데

한국 피아노의 신구주자를 대표하는 백건우

(5월 24일)와 김선욱(6월 27일)을 초청하여

협연을 펼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딱히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연주였다.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의

탁월한 곡 해석능력이 돋보였으며, 베토벤

을 향한 그의 존경과 열정을 현장에서 생생

하게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곡을 암보로 소

화해내는 천재적인 능력이야 이미 정평이

나있지만, 땀에 흠뻑 젖을 만큼 혼신을 다해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

가왔다. 일반적인 연주와는 달리 어떤 곡은

극도로 느리게, 또 어떤 곡은 거침없는 속도

로 빠르게 질주하며 강약을 조절하는 것도

퍽 인상적이었다. 그게 부자연스럽거나 어

색하게 들리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그의

능력에 경탄을 보냈고, 내 고장 악단인 부산

시향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다. 현과

관이 조화되지 못한 채 따로 놀기도 했고, 결

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는 미세한 음이탈

로 그간 차곡차곡 쌓아올린 감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전반적으로 훌륭한 연주였다는 게 나

의 평이고, 그래서 후반기 연주를 더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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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든다.

후반기의 연주가 모두 끝나고 베토벤 교향곡

제1번부터 제9번까지의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

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상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 연주곡 중 베토벤 교향곡

에 대한 감상평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대

신 두 명의 협연자 백건우와 김선욱이 연주했던

콘체르토에 대한 감상평을 적어보기로 한다. 그

때 현장에서 느꼈던 짜릿한 감동을 기분 좋게

회상하면서.

Ⅱ. 백건우의 베토벤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백건우는 더 이

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피아니스트계의 산

증인이다. 그의 연주 여정을 돌아보면 한 작곡

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천착을 보게 되는

데, 라벨과 부조니를 심도 있게 파헤친 것부터

시작해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가진 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피아노계의 역사에도 길

이 남을 만큼 획기적이 일이었다.

2007년 12월, 백건우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

서 일주일 동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했다. 한국 피아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나는 그 기념비

적인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척

흥분되었고, 그때 받은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

한다. 오직 백건우였기에 가능했던 일. 치열한

경쟁으로 피폐해진 내 마음에 단비와도 같은 감

동을 선사해준 명연주였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메시앙 탄생 100주년

을 맞아 부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이란 곡을 연주했다. 정

통 고전주의 음악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지 않았

고, 인터미션 없이 계속되는 장시간의 연주에

시종일관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다. 그러

나 연주에 혼신을 다하는 그의 자세와 건반을

통해 전해져오는 그의 신실한 신앙심에 마음 한

구석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후 5년 만에 이곳

부산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된 거다.

이번에 백건우가 들고 온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제4번. 보통 연주회에 가면 1부

에 짧은 서곡과 협주곡을 하고, 2부에 교향곡

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날은 백건우

를 위해 레퍼토리에서 과감하게 교향곡을 빼고

콘체르토를 두 곡이나 집어넣었다. 그만큼 제4

번이 교향곡에 버금가는 대곡이라는 의미이기

도 하고.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이 끝나고 등장한 백

건우. 위풍당당한 풍채와 드문드문 보이는 백

발에서 느껴지는 그에 대한 첫인상은 언제나 깊

은 신뢰다. 행여 실수할까 조마조마 하지 않아

도 되고, 그냥 그 시간만큼은 그의 열손가락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그시 눈을 감으면 그만인

거다.  

제1번 제1악장 Allegro con brio. 현이 제시하

는 주제를 시작으로 힘찬 선율이 울려 퍼지면

곧 이어 피아노의 화려한 선율이 뒤따라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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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토벤의 초기 협주곡답게 어둡고 비장

한 기운보다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주를

이룬다. 언뜻 들으면 모차르트의 음악과 끝

이 닿아 있달까. 그래서 비교적 편안하게 감

상할 수 있는 곡이다. 이어지는 제2악장

Largo에서는 세상 시름을 잠시나마 내려놓

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편안한 멜로디 속

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눌러대는 건반은 지

친 내 어깨를 토닥여주며 괜찮다고 힘내라

고 속삭여주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갚진 위

로와 힐링이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

안. 그리고 구도자 백건우의 깊이와 연륜까

지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연주였다. 마지막 제

3악장. 화려하고 고색창연한 피아노와 오케

스트라의 합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긴장의

끈을 밀었다 당겼다 조율하며 환희의 피날

레로 치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

로디가 문화회관 대극장의 공기를 공명시키

며 내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포근하

면서도 달달한 안식.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인터미션 후 다시 시작된 연주. 이번엔 피

아노 협주곡 제4번이다. 아, 다시금 2008년

빈에서의 기억이 뭉게뭉게 떠올랐다. 그 해

5월 나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10박 11일의 음

악여행을 떠났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안 데어 빈 극장’에서 들었던 다니엘 바렌보

임과 빈필하모닉의 연주. 그때 바렌보임은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과 제4번을 협연했었다. 지휘

대가 아닌 피아노가 무대의 정중앙에 놓인

흔치 않은 장면. 불과 5미터도 채 안 되는 거

리에서 바렌보임과 빈필의 숨결까지 느끼며

들었던 연주는 지금까지 내 생애 최고의 연

주로 꼽을 만큼 감동 그 자체였다. 내 심장

이 조금이라도 약했더라면 아마 나는 지금

호젓하게 책상 앞에 앉아 이 글을 쓰지 못하

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 피협 4번을 백건우가 연주한다니

나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다. 연주가 시작되

기 전부터 이미 내 눈에는 약간의 먹먹한 기

운이 감돌았다. 다른 곡들과 다르게 피아노

의 독주로 시작되는 제1악장 도입부. 한없이

유려하고 탐미적인 선율이다. 베토벤의 창

작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만든 작품답

게 전반적으로 풍성하고 원숙미가 넘쳐난

다. 그걸 실어다 나르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을 만큼 한 치의 흐

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연주였다. 

이어지는 제2악장 Andante con moto. 아

름답고 서정적인 여타의 2악장과는 달리 다

소 무겁고 엄숙하다. 오케스트라가 피아노

를 다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애

절하게 호소하는 건지도. 내 얘기 좀 들어보

라고. 너의 얘기를 들려달라고. 2악장이 던

진 알쏭달쏭한 메시지는 제3악장 Rondo

Vivace에 이르러 극적으로 해소된다. 창대

하게 가로지르는 피아노의 환상적인 선율과

이에 견주어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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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의 묵직한 합주. 환희에 가득찬 하모니는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오케스트라가 멈추고

피아노 홀로 등장한 카덴차. 연주자와 피아노는

혼연일체가 되었고, 청중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홀로 고고하게 빛나는 그의 연주는 내 혈관을

타고 들어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지며 오감을

마비시켜 버렸다. 행복한 코마상태. 모든 연주

가 끝나고 그가 마지막 건반에서 손을 떼었을

때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한 이유다. 내

귀에서는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조건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

나 그에게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브라보

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주위의 시선

따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대충 박수만 치고

집에 갔다가는 분명 잠 못 이루며 후회할 것 같

았기 때문에. 청중의 박수에 화답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를 객석에서 흐뭇하게 지켜보

던 아내 윤정희 역시 내 마음과 같았으리라. 

Ⅲ. 김선욱의 브람스

대한민국에서 클래식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

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김선욱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 나이에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그만한 명성을 얻은 피아니

스트가 또 있었던가. 만일 백건우의 대를 이을

한국 피아니스트의 차세대 주자를 대보라면 나

는 주저 없이 김선욱을 꼽을 것이다. 임동혁, 손

열음, 조성진 등 실력과 스타성을 두루 갖춘 신

예 피아니스트들도 많지만 적어도 내 기준엔 김

선욱은 그들과 급을 달리한다. 리즈 콩쿠르 최

연소 우승,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그의 화려한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직접

듣고 느낀 감동은 분명 다른 연주자들과는 달랐

다. 그리고 그 또래의 연주자들에게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깊이와 울림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건 김선욱만이 가진 유니크한 매력이다.

내가 김선욱을 처음 본 건 그가 리즈 콩쿠르

에서 우승한 이듬해인 2007년 5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였다.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오케스

트라를 이끄는 정명훈의 내한공연이었는데,

당시 나는 김선욱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

저 정명훈이 키워주려는 아이인가보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고, 내심 유명 협

연자를 기대했던 터라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그의

연주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

히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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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김선욱이 연주했던 곡이 바로 베토벤

피협 제4번. 키가 작고 앳된 얼굴의 그가 피

아노 의자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불과

얼마 후에 펼쳐질 질풍과도 같은 연주를 전

혀 예상하지 못했더랬다. 그날의 연주는 무

방비상태에 있던 나를 요동치게 만들었고,

그 후 나는 꼼짝없이 그의 골수팬이 되고 말

았다. 김선욱의 공연소식이 뜨면 으레 예매

부터하고 보는 행복한 버릇이 생겨버린 것

이다. 그런 김선욱이 내가 있는 이곳 부산

까지 온다는데 어찌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

으랴.

이번에 김선욱이 선택한 곡은 브람스의 피

아노 협주곡 제2번.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

랑해마지 않는 곡이다. 연주시간이 50분 남

짓이라 웬만한 교향곡과도 맞먹는 이 대곡

을 과연 그가 연주한단 말인가. 잘 실감이 나

지 않았다. 사실 김선욱은 정명훈과의 앞선

베토벤 피협 4번 협연 이후 브람스 피협 1번

을 연주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그 곡을

연주하며 인생이 바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제2번을 들고 다시 찾아온 것이다.

브람스는 내가 베토벤 다음으로 좋아하는

음악가다. 허나 공개적으로는 브람스를 가

장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닌다. 브람스를 좋

아한다는 건 베토벤을 좋아한다는 말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베토벤을 좋아한다는

건 한국 사람이 김치를 좋아한다는 것, 우리

딸 이현이가 아빠를 좋아한다는 것만큼이나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 사실 말하기가 머

쓱한 면도 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음악

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까지도 한없이 진중

했던 브람스.

그런 브람스의 주옥같은 곡들 중에서도 특

별히 내가 아끼는 피아노 협주곡 제2번. 3악

장으로 구성된 다른 협주곡들과는 달리 이

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주시간만

보통 50분이 넘게 소요된다. 현란한 기교는

둘째 치고, 브람스의 심오한 철학과 사색을

표현하는 방법에 애를 먹어 많은 연주자들

이 어려움을 겪는 곡이다.

오랜만에 만난 김선욱은 얼굴에 다소 살이

붙어 있었지만(영국에 살면서 기름진 음식

을 많이 먹었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은 여전했다. 표

정의 변화도 거의 없다. 이내 시작된 연주.

호른의 은은한 서주로 시작해 피아노가 대

화하듯 바로 이어받는다. 곧이어 오보에를

필두로 현이 등장하면 피아노는 격정적인

폭풍의 서막을 알린다. 

브람스가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이후 20년

이 지나 만든 곡. 스케일이 크고 웅장해서 교

향악적인 느낌이 들 정도다. 때문에 피아노

가 도드라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천만의 말

씀. 오히려 이 곡은 피아노가 현과 관을 리드

하며 지휘하는 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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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장의 연주시간만 18분 남짓. 얼마나 열정

과 혼신을 다했는지 1악장 연주를 마친 김선욱

의 얼굴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자신의 손

수건을 건네는 지휘자 리신차오. 처음엔 마다하

다가 마지못해 건네받고는 땀을 훔치는 그를 보

며 객석에선 살짝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

로 이어진 2악장. 여느 협주곡의 2악장과는 달

리 독립적이고 하나의 완성곡으로 떼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악장이다. 견고하면서

도 치밀한 전개. 이는 곧 다음에 등장할 아름다

운 3악장의 복선이기도 하다.

브람스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3악장

Andante. 그중에서도 백미는 피아노와 첼로가

서로 대화하듯 주고받는 부분. 슬며시 눈을 감

고 그 애틋한 사랑의 꿈에 젖어본다. 브람스가

나고 자랐던 함부르크의 잿빛 기운이 코끝에 전

해져오면서 그가 느꼈을 한없는 고독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피아노의 선율을 타고 날아든다.

마지막 4악장. 재기발랄한 피아노가 제시한

주제를 오케스트라가 되받으며 서서히 감정을

증폭시켜 나간다. 격정적인 대화. 그리고 어느

순간의 정적 이후 홀로 등장한 피아노. 마에스

트로 리신차오는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고 김선

욱의 연주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 태도와 표

정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비르투오소 중 한명인

김선욱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나 모를 정

도로 연주는 그렇게 끝이 났다. 여러 차례의 커

튼콜 끝에 등장한 김선욱이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다. 브람스 피협 2번 이후에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냐마는 그는 친절하게도 앙코르

를 들려줬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연주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8번(비창) 중 제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브람스의 폭풍우가 한차례

지나가고 고요한 평온이 다시 찾아왔다. 수십

번도 더 들은 곡이지만 이날의 느낌은 또 달랐

다. 나지막한 위안이랄까. 시답잖은 번뇌와 고

민 따윈 집어치우라는 일갈 같기도 했고.

앙코르 연주까지 모두 끝나자 드디어 김선욱

은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더

기뻤다. 진심을 담은 뜨거운 박수. 언제 또 그를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연주를 통해 그에

대한 확신과 맹목적인 지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옷깃을 여미고 바쁜 걸음으로 연주회장을 빠져

나왔다. 얼굴에 살포시 와 닿는 초여름밤의 시

원한 바람은 그날 밤 덤으로 얻은 선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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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 화가, 변시지

김가람  변호사*

1.  아름다움이란?

미술이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서 그림, 조각, 건축, 공예, 서예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예술로서의 미술, 즉 창작과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미술

둘째, 미의식, 기호, 지혜를 구현한 작품으

로서의 미술

셋째, 사상과 철학의 구현체로서의 미술

넷째, 역사적 사료로서의 미술

다섯째, 과학 문화재로서의 미술

여섯째, 인간심리의 반영체로서의 미술

일곱째,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로 세분화하

여 살펴볼 수가 있다.1)

이러한 미술은 대부분 인간의 희노애락등

정서나 사상, 자연을 표현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다.

흔히들 미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다 라고 한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미학이다. 플라톤(Platon)은 미(美)란 감각

적이고, 구체적인 개별사물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사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로인해 객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추상적

형식이나 추상적 속성이다 라고 하고, 소크

라테스(Socrates)는 미란 바로 적합한 것이

고, 쓸모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객관적 미학이라 한다.2)

반면에 18세기에 이르러 버크(Edmund

Burke)는 미란 물체중에서 사랑이나 그와

유사한 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성질과

성질들이라고 하면서 예컨대 작고 정교함,

* 법무법인 삼덕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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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끄러움, 서서히 변화함, 모나지 않음, 연약

함, 색채가 선명하면서도 강렬하지 않음 등을

들었다.

나아가 흄(David Hume)은 미는 사물자

체의 속성이 아니라 감상자의 마음속에 존

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주관적 미학을 열

었다.3)

이 객관적 미학과 주관적 미학의 대립을 해소

시킨 사람은 칸트(Immanuel Kant)이다.

칸트는 미란 미감에 근거한 판단이고 미감은

일종의 유쾌함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심미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지만 사람을 유쾌하

게 하는 활동이고, 미감은 유일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쾌감이며 이러한 공리를 초월한

유쾌한 대상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이다.

둘째, 이런 유쾌함은 개념도 아니고 개념에

기대지도 않지만 가정에 의해 개념처럼 보편성

을 가진다.

셋째, 이런 유쾌함과 미감판단은 구체적 목적

이 없고, 주관적인 합목적적 형식만을 가진다.

넷째, 심미는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 목적이

없으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사람을 유쾌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보편성과 필연성은 다

만 선험적 가설의 전제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보

편성은 주관적 보편성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4)

이러한 미술품을 창작하는 사람이 화가, 조각

가, 건축가, 서예가 등이다.

과거 위대한 미술가는 대부분 고독과 가난속

에서 살다가 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생전에

명성과 부귀를 한꺼번에 손에 넣은 자가 있으니

바로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를 들

수 있다.

종전에 귀족들이 취미와 신분과시용으로 그

림등 미술품을 주문하고 수집하던데서 나아가

자본주의 발전에 힘입어 ‘신흥부르주아’의 등장

으로 미술품의 고객층이 크게 확대가 되고, 상

업화가 진행되면서 부유한 예술가도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극히 소수의 사례에 불과

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고독속에서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

근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로 자리매김

한 박수근(1914-1965)과 이중섭(1916-1956)도

모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갔다.

사후 이들 그림은 억단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가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의

추구를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창작 작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일반인도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자연

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미술관을 찾고 여행

을 한다.

2.  소장품 : 화북해신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폭풍의 화가로

유명한 변시지 화백이 1980년 캔버스 30호

(72.7㎝×90.9㎝) 규격에 유채로 그린 유화이

다. 제목은 화북해신으로 제주도 화북포 해신

(海神)의 풍광을 그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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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하늘과 바다가 온통 황토색(감귤

색, 장판지색)으로 덮힌 가운데 바다위에 돗

단배 1척, 바닷가에 초가집과 돌담, 세한 소

나무 2그루, 소나무에 앉아 있는 까마귀, 조

랑말 1필,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앉아 울고

있는 소년, 태풍전야의 고요함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이 그림은 제주도의 아이콘인 돌담집, 조

랑말, 까마귀, 작가자신인 소년, 외로운 돗

단배, 세한소나무가 등장하고 있다. 도판

<1>

3.  화가 변시지와 황토빛 사상

화가의 호는 우성(宇城)이고, 1926. 5. 29.

태어나 2013. 6. 8. 돌아갔다.

그는 제주의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다가 1931년 6세때 가족과

함께 살길을 찾아 일본 오사카로 갔다.

변시지는 소학교 2학년때 상급 일본학생

을 상대로 씨름을 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

쳐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

그는 그림에 소질을 보여 1942년 오사카

미술학원 서양화과에 입학해서 1945년에 졸

업하였고, 1947년 일본 최고권위의 광풍회

제33회 공모전과 일본국전에서 입선하여 능

력을 인정받고, 1948년 광풍회 제34회전에

서 최고상을 수상하여 명성을 떨쳤다. 그는

서울대 강의 초청을 받고 1957년 귀국하였

다. 그러나 변시지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연

과 학맥, 인맥으로 얽히고 설킨 중앙화단의

반목과 질시라는 정신적 고문이었고, 이로

인하여 일년을 못넘기고 서울대를 떠난다.

변시지는 귀국의 희망은 사라지고 좌절과

울분의 허망함을 안고 마포고 미술교사, 서

라벌예대 교수로 전전하며 절망적인 서울생

활과 투쟁했다.

통음과 자학으로 괴로워하던 그에게 안정

을 가져다 준 것은 이학숙과의 결혼이었다.

시/시조

소설

기행문

수필

도판 <1>
화북해신 
2.7×90.9㎝ 
1980<필자소장>



변시지는 결혼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으

나, 자신의 그림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던 중

1975년 제주대학의 초청을 받고 고향 제주도로

귀향하게 된다.

그는 제주를 위한 제주에서만의 화법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는 그생각 하나에만 골똘했으나 해답은 쉽

게 얻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절망감속에서 식음

을 전폐하면서 폭음을 일삼기에 이르렀고, 죽음

의 문턱까지 이르는 정신적 방황, 육체적 고통

속에서 마침내 종전의 화법을 모두 버리자 새로

운 발상들이 속속 떠올랐으나 그것을 어떻게 표

현해야 옳을 지는 막막해했다.

그러다가 1977년에 황갈색의 제주빛을 발견

하게 된다.5)

변시지는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아열대 태양

빛의 신선한 농도가 극한에 이르면 흰빛도 하얗

다 못해 누릿한 황토빛으로 승화된다. 나이오십

에 고향 제주의 품에 안기면서 섬의 척박한 역

사와 수난으로 점철된 섬사람들의 삶에 개안했

을 때 나는 제주를 에워싼 바다가 전위적인 황

토빛으로 물들어감을 체험했다”고 한다.6)

평론가 서종택에 의하면 “변시지의 화면은 간

결한 생략법이 지배하고 있다. 미리 장판지 같

은 질감과 색깔의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검은

선묘로써 대상을 묘출해 가기 때문에 드로잉적

인 요소가 강화되고 대상 하나하나에는 고유한

색깔이 가해지지 않는다. 모든 색깔은 풍파에

바래고 앙상한 대상의 윤곽만 남아난 형국이다.

마치 동양화의 운필같은 선묘속에 모든 것을 함

축하는 생략법이 구사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작

품에서 느껴지는 염결성과 고독은 추사의 세한

의 어떤 풍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평하고

있다.7)

평론가 송상일에 의하면, “변시지의 그림에

나오는 돌담, 초가, 소나무, 말, 까마귀, 수평

선, 돗단배, 태양 등의 소재들이 정형화, 기호화

되어 있다고 하고 자연의 묘사가 아닌 기호의

복제를 추구하는 셈이다. 이것들은 고향의 이미

지를 띠는 기호들이다. 기호는 끝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법이다. 그의 반복되는 느낌의 그림들은

일종의 원형재 생산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의

제주가 아닌 기억과 심상으로서의 제주를 그린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다.8)

큐레이터 성윤진은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

람, 또는 폭설, 때로는 태양이 주는 자연재해의

피해뿐 아니라, 모든 권력과 명예, 중심으로부

터의 단절은 그에게 고독과 외로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 단절은 제주의 대기와 황토빛을 온전

히 담아낸 변시지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계기

가 된다. 

환경은 그에게 많은 소재를 던져주었다. 그의

그림에는 한결같이 누런 장판지를 연상케 하는

황토빛 바탕에 검은 선획으로 바람, 구부러진

나무, 까마귀 떼, 낡은 돌벽, 그리고 한 사내가

등장한다. 사내는 나른한 햇살아래, 또는 몰아

치는 광풍아래 가느다란 막대를 의지하여 서 있

는데, 그 막대는 종종 낚시대가 되기도 한다. 작

가의 자화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내는 술에 취한

듯, 고난에 취한 듯 허리를 구부리고 인생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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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픔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내의 고독과 불안이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님은 그와 함께 등장하는 조랑말과

까마귀, 그리고 폭풍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

운 알 수 없는 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암시

한다. 

제주인의 강인한 생활력에 비견되는 조랑

말의 끈기와 인내력이, 그리고 뭍과는 다른

길조로 여겨진다는 까마귀들의 위로가, 인

고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의 지역성과 제주

인의 성정을 대변하며 관람자들의 심적동요

역시 진정시킨다. 또한 절제된 색과 인물들

을 통해 획득한 단순성은 오히려 보는 이들

로 하여금 감정이 증폭되도록 유도한다” 라

고 평하고,9)

스미소니원 박물관 디렉터 캐롤리스(Ca-

role Neves)는 “한국 제주도의 특별한 정신

을 포착하려면 뛰어난 화가에서 볼 수 있는

비전과 지혜 그리고 이해력이 필요하다. 제

주에서 순식간에 변신을 거듭하는 자연은

변시지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제주에서 인간은 강력한 바람, 뜨거운 태

양, 지구의 움직임 그리고 변덕스러운 바다

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

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은 거대한 파도,

폭우, 매서운 바람, 작렬하는 태양, 폭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살아남는 인

간의 능력을 요구한다. 

변화백이 보기에 제주는 모든 생명의 근원

이자 양식인 영속하는 바다에서 태어났다. 

그가 그린 대부분의 제주도 그림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자연요소인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 휘어지는 나뭇가지에서, 약해 보이는

집에서, 기울어진 머리에서, 말갈기에서, 하

늘을 나는 까마귀떼에서, 풍화작용을 받은

돌벽에서, 구부러진 소나무에서 그리고 다

양한 모양의 파도에서 바람의 자취를 볼 수

있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파도 역시 제주 사람들

과 자연에 대응하는 제주 사람들의 역량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변화

가에게 자연이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 묻자, 그는 제주사람들이 우울

한 측면도 있지만 절대 어려움 앞에서 굴복

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대

답한다. 제주 사람들은 바다가 과거와 현재

를 연결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

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변화백의 수많은 그림에서 그 규모와 색깔

대비(검정색 및 어두운 색의 선과 대비되는

노란 갈색, 호박색 및 황금색 배경)는 한지

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 기법을 바

탕으로 한다. 변화백은 노란색과 검정색 간

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두 색

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어떤 전체적인 역할

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는 밝음과 어둠, 인생사의 한 부분인 희

망과 절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단색을 사용

한다. 그의 색깔 선택은 일본에서의 초기 경

험과 관련이 있다. 일본사람들은 하얀색을

시/시조

소설

기행문

수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검정색과 노란색을

선호한다. 황토색은 자연광이 절정에 달할때의

바다색이다. 

변화백이 선호하는 색은 단순히 제주도의 색

조를 해석하는 것 이상이다. 즉,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제주도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색이다”

라고 평하고,10)

큐레이터 전은자는 “변시지는 서서히 단순한

세계로 가기 위하여 틀을 제거하고 있다. 넘치

는 불편한 것이 많아 하나하나 빼면서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 새, 말, 초가, 나

무를 빼고 나면 단지 섬하나가 남을 것이다. 없

으면서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 충격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무엇, 점 하나를 찍어도 미적 쾌

락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은 고도의 정신세계

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하고 있

다.11)

작가는 작품세계에 대하여 “바다를 소재를 그

림을 그릴 때마다 나는 많은 상념에 사로잡히곤

한다. 

이러한 상념은 캔버스를 대하면서부터 끊임

없이 반복이 연속된 과정으로 나타난다. 작업하

는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의 움직임은 작품의 구

성상의 문제나 작품의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

또는 작품의 세계를 위한 미적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제한된 만족감만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제주에 대한 애정이 상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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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오름 116.8×9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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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져 나타날 때, 그것은 누구나 생각하

고 있는 우리의 고향 제주에 대한 사랑과 향

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내게 있

어서 고향이란 무엇인가 자문해 본다. 

이해하고 긍정하다가도 부정해 보기도 하

고, 지니고 있던 욕망을 버려 보기도 하는

이같은 심리적 변화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주의 옛날과 오늘을 비교해 보

기도 한다. 이때마다 나의 영상은 제주의 아

름다운 풍속, 생활습관, 역사 등등 제주고유

의 문화는 타에 비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디까지나 제주는 제주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제주의 아름다움은 오로지 제주

다움에 있는 것이다. 

내가 캔버스를 마주하는 것은 제주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미를 발견하고 내 존재를 재

확인하는 과정의 하나인지도 모른다”라고

작가노트에서 피력하고 있다.12)

작가의 작품은 황토빛 가득한 화면에 몰

아치는 폭풍, 거친파도, 바람에 흔들리는 소

나무, 쨍쨍 내리쬐는 태양, 까마귀, 꼬리를

내린 조랑말, 울고있는 소년, 구부정한 노인

이 단골로 등장한다. 도판 <2>, 도판 <3>,

도판 <4>

시/시조

소설

기행문

수필

도판 <4> 기당 미술관 소장도판 <3> 기당 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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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2010년 롯데갤러리에서 가진 “검은바

다” 전시전에서 검정색으로 처리한 혼돈의 바다

를 보여주고 있다. 도판 <5>, 도판 <6>, 도판 <7>

마치 수묵화를 보는 것 같다.

자세한 것은 변시지, 폭풍, 갈 수 없는 곳 나

를 따르지 마라( KBS제주방송총국 2010) 화집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

변시지 화백은 기억속의 제주풍광을 표현하

면서 단순화를 통하여 추사의 세한도 정신을 잇

고 있다.

변화백이 중앙화단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서

제주도로 유배를 자청한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권력지향성에서 내면의 고독과 청빈으로 돌아

갔다는 행위이다. 여기서 위대한 예술가가 탄생

하고 명품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에게 유배가 없었다면 어찌 불후의 여유당전서

가 저술되었겠는가?

도판 <5> 저편넘어 45.5×37.9㎝ / 1992 도판 <7> 생존 53×40.9㎝ / 2005

도판 <6> 모든일은 갑자기 다가오지만 
인간에게도 예감은 있다.
45.5×37.9㎝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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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는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지조

와 절개를 담아낸 불후의 명품 세한도를 남

겼다.

한편 황토빛의 강렬한 색감, 검은바다, 거

친붓칠과 휘몰아치는 폭풍의 묘사, 의연한

노인, 당찬조랑말, 울부짓는 까마귀 등을 통

하여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고독감과 아울러 자유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까마귀는 고흐에 있어서 죽음의 그림자이

겠지만, 변시지와 제주도에게는 길조이자

희망의 메시지이다.

변시지를 한국의 빈센트 반고흐라고 부르

고 싶다. 예컨대 고흐의 ‘아를의 밀밭’(1988.

유화 73×54㎝, 파리, 로댕미술관)13), ‘까마

귀가 나는 밀밭’(1890.유화 50.5×103㎝,

암스테르담, 고흐미술관)14), ‘사이프러스 나

무가 있는 길’(1890.유화 92×73㎝, 오테를

로, 크뢸러 뮐러국립미술관)작품15)과 비교

해 보라.

변시지 화백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삶의

아픔과 원초적인 인간실존의 고독, 이를 초월

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등을 느낄 수 있다.

변시지 화백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를 실현한 화가

이다.

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작품그림이 2007년부터 10년간

상설전시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현관에 대작이 걸려있다.

제주에 놀러가면 기당미술관(서귀포시 남성

중도 153번길)[도판8]에 들러서 작품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벅찬 감동이 밀려올 것

입니다. 네이버검색창에도 변시지, 고흐를

찍어보면 다양한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판 <8> 필자사진 기당미술관에서

주 1) 안휘준/이광표, 한국미술의미(효형출판) 

21-22쪽

2) 이중톈, 미학강의(김영사) 57쪽

3) 이중톈, 미학강의(김영사) 73-74쪽

4) 이중톈, 미학강의(김영사) 119쪽

5) 서종택, 변시지(열화당) 17-62쪽

6) 서종택, 변시지(열화당) 63쪽

7) 서종택, 변시지(열화당) 71쪽

8) 서종택, 변시지(열화당) 71쪽에서 재인용

9) 롯데갤러리, 검은바다(변시지전 카달로그, 

2010)에서 인용

10) 위와 같은곳

11) KBS 제주방송국, 변시지화집(2010) 27쪽

12) 롯데갤러리, 검은바다에서 인용

13) 박홍규, 내친구 빈센트(소나무) 27쪽

14) 박홍규, 내친구 빈센트(소나무) 284쪽

15) 박홍규, 내친구 빈센트(소나무)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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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씨발….뭘 두려워 하노? 저 새끼들 EEZ를

그냥 넘어 갈라는데! 그냥 보내줄끼가!”

동훈은 서장의 발포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함정에게 율리시스호를 향해 위협발포를

하겠다고 알렸다. 총대를 멘다 생각하고 율리시

스호 우현 쪽으로 발칸포를 발사했다. 그러자

똑같이 조바심으로 동요하던 나머지 2척의 함

정에서도 한척은 율리시스호 선수 쪽 멀리로,

나머지 한척은 율리시스호 좌현 쪽으로 위협사

격을 가했다. 3척의 함정이 발포한 100발에 가

까운 발칸포탄은 엄청난 폭음과 함께 율리시스

호 주변에 거의 10미터 이상 높이의 커다란 물기

둥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한 요동(rolling)은 율

리시스호가 위협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짜르고 싶으면 짤라라, 씨발!” 

발칸포에 겁을 먹었는지 율리시스호는 선속

을 줄이기 시작하였고 한 3마일 정도 가서는 완

전히 정선하는 것이 보였다. 

2.

태성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검사 할 성

적이 되지 않아 선택이고 뭐고 없이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전문화, 전문화 하도

떠들어대는 통에 남이 하지 않는 해상 분야를

해 볼 요량으로 부산으로 무작정 내려왔다. 원

래 부산 여자인 그의 아내는 어릴 때 기억이 안

좋은지 부산으로 내려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

지만, 태성의 첫아이가 정수리를 세상으로 조금

내밀고 있는 상태라 태성이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

다. 태성은 애초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뛰어들

기는 했지만 해상 분야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야

망이 있었고 7년이란 기간을 허송세월로 때운

것이 아니어서 내공이 꽤나 단단해져 있었다.

특히 선박 충돌 사고에 있어서는 바다에 붙은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조리 처리해보아서 본인 스스로도 그에 대하

여는 자부심이 강했다. 너른 바다에서 선박끼리

부딪칠까 싶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껴 있는

“파도는 돌아서 가지 않는다.”

임방조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271

이상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선박

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쉬지 않기

때문에 해상변호사들은 주말에도 가족들과

원정 여행을 좀처럼 계획하지 않는다. 내일

은 5월 5일이지만, 연중 이 맘 때쯤에는 안

개가 많아 태성은 아들에게 선물로만 어린

이날을 때우려고 하는 참이다. 역시나 오늘

5월 4일 저녁 9시 쯤 제주도 남서방 배타적

경 제 수 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 한 해점에서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영국 런던의

보험자로부터 받았다. 

3.

동훈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한 번도 다

른 곳에 가보지 않은 말 그대로 영도 촌놈이

다. 동훈은 어릴 때부터 못된 놈들한테 두들

겨 맞거나 삥을 뜯겨왔는데, 경찰관들이 이

를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이런 놈들 내 직접 조지겠다’

는 일념 하 경찰이 되리라 마음먹었다. 한편

바다 가까이에서 살아왔다는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의 작은 아버지가 고깃

배를 타러 나갔다가 누구의 소행인지 모른

채 고깃배가 산산조각 나는 바람에 주검으

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 바다에서 도망가

는 파렴치한 놈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해양경

찰을 선택했다. 동훈은 한국해양대학교 항

해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학과 출신들은 선

사에 취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수도 그

다지 높지 않고 순전히 그네들 말이지만 육

경보다 낮게 취급되는 해경을 지원하는 경

우는 동훈이 처음이었다. 상상했던 해양경

찰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지만, 그 나

름대로의 맛과 끈끈한 동료애 등으로 이직

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

동훈은 항해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과

혹은 형사과보다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기간

이 많았고 현재도 제주해양경찰서에서 함정

근무를 하고 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

이 제주도 서귀포 앞 바다를 순찰하고 있던

중인데, 본부로부터 어선과 화물선 충돌사

고가 발생했으니 제주 남서방 북위 32도 07

분 35초, 동경 125도 10분 30초 해점으로 긴

급히 출동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4.

율리시스호는 브라질을 출항한지 30일에

접어들었다. 이탈리아 선적의 4만톤급 벌크

선으로 금번 항차에는 브라질에서 선적한

철광석을 중국 징탕항에 하역하는 것이 예

정되어 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날 때

쯤 조타실의 전자시계는 지역시간(local

time) 으로 20시를 표시하고 있었다. 2항사

인 리카르도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느릿느릿

조타실에 올라와 전 당직자인 1항사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다. 솔직히

당직인계라고 해 봐야 거창한 것은 아니고

전 당직 시간 동안 있었던 이상조짐 등을 전

달받는 정도다. 리카르도는 해도에서 일본

근해를 통과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를 통과

하여 중국해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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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를 확인했다. 이 코스는 거의 3년 동안 수

십 번을 통과했기 때문에 동네 골목길 지나가는

것 같아 특별한 긴장은 없었다. 율리시스호는

건조된 지 20년이 넘어 선령상으로는 할아버지

수준의 오래된 선박이었다. 조타실에는 레이더

가 알파레이더와 일반레이더 두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알파레이더는 지난 번 항차 때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나머지 하나 역시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나머지 하나의 경

우 레이더 레인지를 높이면 조그마한 어선은 아

예 물표로 잡히지 않았고 어선과 해수면 위로

돌출한 암초와도 구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항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사고 위험이 있

으니 레이더만큼은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선사는 오히려 항해사들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콧방귀만 뀔 뿐이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배

타적 경제수역을 통과할 즈음 6마일 레이지로

설정되어 있던 레이더 스크린에서 선수 10시 방

향 하얀 물표가 몇 개 보이는듯하더니 사라졌다.

원래 레이더는 물표에 부딪쳐서 돌아오는 전파

로 물표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는데, 쏘아주는 전

파나 돌아오는 반사파, 그리고 반사파를 보여주

는 기계 어느 하나라도 시원치 않으면 있으나 마

나하다. 그런데, 율리시스호의 일반레이더는 위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듯 했다. 리카르도는

이미 워낙 많이 이 항로를 지나가봐서 방금 전에

감지되었다 사라진 물표에 대하여는 벌써 잊어

버린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실습! CHART ROOM에 있는 쿠키하고 냉장

고의 콜라 하나 가져와 봐.” 

“예!”

“빨리 안 움직여? 저 새끼는 실습이 왜 저 모

양이야?”

리카르도는 속이 좋지 않아 저녁을 샐러드로

만 배를 채워서 그런지 다소 허기가 느껴져 실

습선원에게 콜라와 쿠키를 좀 가져오라고 하여

레이더 앞에서 이를 우적우적 씹어 넘겼다. 

“실습! 너 제노바 해양고등학교 나왔다고 했

냐?”

“예!”

“말이 해양고등학교지 솔직히 거기 너무 후졌

어. 거기 나온 애들 하는 거 보면 똥오줌을 못

가리더만! 선생이 후진거야, 애들이 후진거야?

하긴 둘 다 후진거겠지만.”

“….”

“너도 그 학교 나온 걸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

야, 너희 같은 놈들이 배를 타니 사고가 많이 난

다니까! 하나같이 모두 얼빵해서 말이지.. 쯧쯧”

5.

금번 항차부터 승선한 항해실습생과 기관실

습생은 한 동네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온 불알친구이다. 기관실습생은 기관실 업무

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가 예쁘

장하고 체구가 조그마하다. 출항한지 5일 째 되

던 날 기관실습생이 3기사와의 당직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가던 중 복도에서 2항사를 만났

다. 상당히 취해 있던 2항사는 기관실습생에게

말 할 것이 있다면서 방으로 오라고 했다. 기관

실습생은 기관부가 아닌 항해부 사관이 부르는

것이 이상은 했지만 채용 결정에 항해사 평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2항사의 요구에 싫고 말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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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기관실습생이 방

에 들어오자 2항사는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

면서 기관실습생을 강하게 밀어 침대에 넘

어뜨렸다. 그 이후에도 기관실습생은 여러

번 2항사 방에 불려갔다. 2항사 방에 세 번

째 갔다 온 날 밤 기관실습생은 혼자 이불 속

에서 울고 있었는데, 항해실습생은 그렇게

우는 이유를 비로소 눈치 챘다.         

6.

조타실 좌측 창문을 통하여 밖을 견시하던

실습선원이 선수 2시 방향 약 2~3마일 거리

에 작은 불빛이 여러 개 보이는 것 같다고 말

하였다. 리카르도는 레이더의 레인지를 3마

일로 변경하였고 실습선원 말대로 선수2시

방향 약 3마일 부근에서 작은 물표 3개가 보

였다. 2개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반면 그

로부터 약 0.2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다른

하나는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였다.

망원경으로 보니 또렷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백색등이 하나 보이고 이것이 지그재그 형

태로 움직이는 듯했다. 백색등은 마스트등

같은데, 현등은 보이지 않았다. 리카르도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홍

등이든 녹등이든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등이 보이지 않아 씨

-앵커(sea-anchor)를 놓고 정박 중인 어선

쯤으로 막연히 생각했다. 약간만 우현으로

틀면 문제없을 것 같았다. 

“타수, 5도 우현으로 돌려.”

“5도 우현변침!”

리카르도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실습, 브라질 바에 가 봤어? 후……생각

만 해도 죽인다! 13살짜리 애들도 있었어!

난 스웨덴 포르노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

데, 거기서는 홀딱 벗은 애들이 바로 눈앞에

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리카르도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가 또 다시 실습생이 나온 해

양고등학교 출신들은 쓸모에 없다거나 생활

도 형편없다는 등 폄하하는 말들을 마구 쏟

아냈다. 그런데, 타수가 갑자기 큰소리로 리

카르도를 불렀다.   

“2항사님, 저기 뭔가가 본선 선수 쪽으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저건? 도대체 왜 저렇게 들어오

지? 미친 거 아니야?” 

리카르도가 체감하기로는 그 선속이 6-7

노트 정도는 돼 보였다. 리카르도는 타수에

게 우현으로 급전타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타수는 이를 반복하며 타를 돌렸다.  

“우현전타!”

“우현전타!”

하지만 총톤수 4만톤인 율리시스호가 만

재 상태에서 12노트의 선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닝써클(turning circle)상

회두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실습! 좌측의 기적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

대!”

리카르도는 실습선원에게 기적을 울리라

고 소리치면서 자신은 레이더 테이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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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알디스 램프(aldis lamp)버튼을 쉴 새

없이 눌러댔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규

정하는 송신방식은 의미 없고 현재로서는 오로

지 상대선의 귀와 눈을 여는 것만이 유일한 목

적이었다.  

“찰칵, 찰칵, 찰칵…” 

그러나 상대선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율리시스호 선수로 들어왔고 몇 초나 지났을까

천둥이 치듯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리카르도는

기관정지를 명하면서 좌측 윙 브리지로 나갔다.

율리시스호 좌현 쪽에서 선박의 선미 부분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정확히

는 율리시스호가 기관 정지에도 불구하고 타성

으로 전진하면서 조각난 상대선 옆을 통과하고

있었다. 

7.

어선 선장은 최근 들어 자신의 동물적 감각이

슬럼프에 빠진듯하여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가 떼로 잡힐 것 같아 좀 더

아래쪽으로 가 보기로 했다. 한 3시간 정도 왔

을까 망원경을 통하여 약 0.3마일 정도 떨어진

해점의 바다 색깔이 약간 검푸르게 보였다. 예

감이 적중했다. 소나(sonar)는 샛노랗게 고기무

리들을 뭉개뭉개 보여주고 있었다.  여태까지

잡아 올렸던 것의 최소 3-4배는 돼 보였다. 선

장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자! 망 던질 준비 하쇼! 한건 하것소!”

“보이남?”

“내 알아서 할 테니 잔소리 말고 위치로 가랑

께!”

조업이 시작되면 어망자루 한쪽 끝을 부표에

매달아 던져놓은 후 어선이 둥글게 돌면서 어망

자루를 조금씩 바다에 떨어뜨린 다음 처음 던져

놓은 부표 쪽으로 돌아와 이를 건져 어망자루

양 끝을 어선에 매단다. 그런 후 어망자루를 끌

고 앞으로 나가면서 고기를 어망자루에 담아 넣

게 된다. 어선 선장은 갑판원들이 부표를 건져

어망 자루 양끝을 선미 양쪽에 고정시키는 것을

본 후 기관을 반속 전진(half ahead)으로 올려

어망을 뒤로 한 채 진행해 나갔다. 어느 정도 진

행하자 어망에 고기들이 들어 차 앞으로 나아가

는데 무리가 느껴졌다. 대박을 감지했다. 선장

은 그물을 거둬 올리라고 소리쳤고 갑판원들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끝줄 및 후릿줄 등을 감아

올릴 때에는 선수가 약간씩 좌우로 움직이는듯

하여 그 흔들림의 정도에 따라 지그재그의 움직

임이 보일 수 있다. 선장은 흥분한 나머지 갑판

쪽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었고 윈치(winch)를

돌리는 모터 소리, 어선의 엔진 소리와 초단파

송수신기(VHF)에서 마구 섞여 나오는 교신음

때문에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선장

은 조타실 좌현 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어망을

측갑판상에 둥글게 말고 있던 갑판원에게 소리

쳤다.

“이 등신아, 줄 감는 게 그게 뭐여? 한두 번 하

냐? 니 계속 그라면 다음에 안 태울거여!”

그러던 중 머리를 내밀고 있던 창 위로 나타

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하얀 점이 눈에 들어

왔다. 뭐지 하고 뒤로 돌아보니 우현 창틀 속에

서 시커먼 커다란 산 같은 뭔가가 배를 삼킬 듯

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제야 뱃고동 비슷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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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귀에 들어왔다. 선장은 갑판에 대고 소

리쳤다. 

“어여 다들 물속으로 뛰어들랑께! 우리 모

두 죽겄어! 으악!”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시커먼 커다란 물체

는 109대은호의 우현 중앙 부위를 그대로 충

돌했고 109대은호는 두 동강이 나버렸다.

선원들은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선체

와 함께 뭉그러져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8.

동훈이 사고 지점 부근에 도착해 서치라이

트를 비추니 전방 0.5마일 부근에 어선 선체

로 보이는 물건이 떠 있는 것이 보였고 저 멀

리로 화물선 하나가 진행하는 것이 보였다.

레이더 타켓팅을 해보니 화물선의 선속은 4

노트였다. 동훈은 본부에 가해선박으로 추

정되는 화물선을 쫓아가 선명을 확인해보겠

으니 뒤따라 출동한 함정들에게 사고지점 상

황을 살피게 하라고 요청했다. 동훈은 좀 더

속력을 내어 화물선 선미 쪽에 근접한 후 서

치라이트를 비추었더니 ‘ULYSSES’라는 선

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부는 율리시스호

가 이탈리아 선적의 4만톤급 벌크선으로 중

국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알려

왔다. 이에 동훈은 초단파 송수신기(VHF)

채널16으로 율리시스호를 호출하였다. 

“여기는 한국해양경찰이다. 율리시스호는

응답 하라.”

“…”

“여기는 한국해양경찰이다. 율리시스호는

즉시 응답 하라.”

“…”

“율리시스, 율리시스. 정선하지 않으면 추

격할 것이고 발포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속

히 정선하라!”

“…”

동훈은 수차례 교신 시도에도 율리시스호

가 아무런 응답 없이 계속 진행하자 본부에

화물선 진로를 방해해보겠으니 함정 몇 척

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동훈은 기관을

전속전진(full ahead)으로 변경한 후 율리시

스호 우현 쪽에서 그 선수 쪽으로 나아갔고

율리시스호 조타실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 지나치게 접근하면 또 다른 충돌

이 발생될 수 있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

속하여 초단파 송수신기(VHF)와 서치라이

트로 정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여기는 한국해양경찰이다. 율리시스호는

조속히 정선하라.”

“여기는 율리시스, 율리시스. 우리로서는

한국해양경찰의 지시나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예정된 항로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

“여기는 한국해양경찰이다. 율리시스호가

한국 어선을 충돌하여 현재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을 수색

중에 있다.”

“…”

“율리시스호는 조속히 정선하라.”

“여기는 율리시스, 율리시스. 우리가 한국

어선을 충돌했는지 여부는 모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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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기는 공해상이므로 한국해경이 우리를 추

격하거나 나포할 수 없다.”

율리시스호는 교신 후에도 해경의 지시에 전

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을 하였다.

해경 함정이 선수 쪽에 더욱 근접하여 다가오자

좌 회두를 시도하였다. 얼마 후 도착한 2척의 해

경 함정과 함께 동훈의 함정은 율리시스호 주변

을 배회하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추었다. 30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동훈은 율리시스

호를 멈추게 하려면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동훈은 본부에 현 상황을 알

리면서 위협사격을 가하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본부에서는 답을 주지 않

았다.  

9.

“검사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수사과장님, 그걸 몰라서 물어요? 우리 어민

들이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명확히

사고지점이 공해상인데 우리가 관할권 주장 하며

그에 수반해서 무슨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과장님, 국제법 좀 공부하세요. 해경은 연안

만 다루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심각하

게 나섰다가는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릴 수도 있

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나도 알기는 알겠는

데, 이것은 오히려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더 안

전해요. ‘한국 해경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혐

의 확인을 위하여 신사적으로 정선을 요구하였

다, 그런데 상대선이 그대로 도주했다’ 아니면

‘이러한 한국해경의 호의를 받아들여 상대선은

정선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

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딴 이야기

는 그만하고 함정에 발포는 꿈도 꾸지 말고 상대

선과 다시 접촉을 해 보라고 지시나 하세요.” 

20년 경력의 수사과장은 30대 초반 새파란

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에 배알이 뒤틀렸

지만, 수사권이 독립되지 않았고 검사가 공소권

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수사과장은 서장에게 보고를 한 후 함

정에 위협사격은 절대 안 되고 서치라이트 등으

로 상대선에 계속 접촉을 시도하라고만 지시를

내렸다.   

10.

영국보험자는 방금 한국해양경찰이 율리시스

호에 대하여 발포를 하였다고 하면서 배타적 경

제수역의 관할 문제과 한국해경의 발포의 적법

성에 대하여 묻는 메일을 보내왔다. 태성은 우

선 사태를 파악해보려고 해양경찰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그날 당직을 서

고 있었다. 친구는 사고경위에 대하여 다른 이

야기는 하지 않고 상대선이 도주하고 있다고만

말하였다.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을 보면 전부 사

망 혹은 실종된 것 같다고 했다. 태성은 고민이

되었다. 이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나중에 아예 충돌 자체에 대하여

발뺌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본국 혹은 다른 국가

276•제31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277

에서 충돌흔을 지운다거나 항해정보기록장

치(VDR. Voyage Data Recorder)의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있다. 수협

에 어선원과 어선을 보험에 가입해두지만

그 보험금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상

대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상 뒤

따르는데, 이렇게 증거가 인멸되면 상대선

에 대한 청구는 애초에 차단될 수 있다. 그

렇다고 보험자와 선주의 이익에 반하여 편

협된 의견이나 답변을 줄 수도 없다. 자국민

이익만을 고려 하는듯한 편협한 인상은 협

소한 해상 분야에서는 향후 어느 보험사에

서도 사건을 의뢰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만

한다. 태성은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당신들이 알려준 사고위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위치

는 공해라 해양 및 어류 보호 등 배타적 경

제수역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않으면 인접국

의 관할, 특히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것

이 국제법상 원칙이다. 

한편, 한국 형법에서는 한국 영역 외에서

한국인에 대하여 행한 범죄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형사소송법은 기

본적으로 한국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

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해상 범죄에 대

하여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는 양 법 적용상 충돌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양 및 어류 보호라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지정 목적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

적이라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 인접국이 관

할을 주장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

한다. 이 경우 인접국이 정선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추격을 하고 나포를 위한 위협사격

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로 취급

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사망 및 실종을 포함하여 상당한 인

명 피해가 있다고 하며 이 경우 단순히 국제

법적 법리만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협조를

거부한다면 선주 및 보험자는 국제적 비난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태성은 덧붙여 해경 조사를 전제로 본선에

승선하겠다고 하자, 보험자는 그냥 대기만

하라고 회신 해왔다. 태성은 자신의 의견이

보험자로 하여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대

로 진행하도록 결정하게 만들었나 싶어 다

소 불안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 보험자는

해양경찰이 본선에 올라올 것 같으니 조사

에 입회해달라는 메일을 보내왔다. 태성은

제주로 날아가 제주 한림항에서 선박을 수

배하여 율리시스호에 승선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

11.

몇만 톤급 선박들에 자주 올라가보지만 매

번 줄사다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떨리게 만

든다. 특히 줄사다리 옆으로 타고 온 통선이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점프를 하여 줄사다

리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파도가 내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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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다리를 잡게 되면 파도가 올라올 때 통선

이 위로 함께 올라와 본선과 통선 사이에서 발

목이 으스러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

기 전 서류 가방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방 줄을

팽팽히 가로 메야 하고 또 갑판 상에는 항상 기

름이 흥건하기 때문에 운동화는 필수다. 태성은

갑판에 발을 내려놓자 줄사다리의 아찔함을 뒤

로 하고 곧장 조타실로 올라갔다. 이미 동훈을

포함한 3명의 해양경찰은 조타실에 와서 조사

를 하려는 태세였는데, 선장은 동훈에게 변호사

가 올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간단

한 인적 사항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에 동훈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 했다. 선장은 머리를 꼿꼿

이 세운 채 해양경찰에게 항의했다. 

“본인은 이탈리아 선적의 율리시스호 선장으

로서 당신들 한국해양경찰에게 정식으로 항의

합니다. 율리시스호가 어떤 사고를 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공해상에서 한

국해양경찰이 율리시스호를 추격하고 발포까지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선장님, 저는 한국해양경찰의 이동훈 경감이

라고 합니다. 율리시스호가 한국 어선을 충돌하

여 선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것이라 한국

형법이 적용되어 추격과 발포가 가능합니다.”

“경찰관님, 본인은 한국법이 어떤지는 모르겠

고 만약 한국해양경찰의 추격과 발포가 국제법

적으로 위법이라면 이를 문제 삼을 것임을 분명

히 말씀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시지요. 저희들로서는 우리 국민

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가만히 보고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장님이라도 그러시겠지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성은 동훈에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

지를 물었다. 

“변호사님, 국내에서 조사하듯이 똑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바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경감님, 사고지점은 공해상의 배타적 경제수

역으로 파악됩니다. 아시겠지만 공해상에서는

국제조약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의 기국

에 형사관할권이 인정되므로 우리나라 수사권

및 재판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하려는 해경의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

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얘 네들 여기서 그냥 보내면 유족

들 보상 못 받습니다. 알꺼 아입니까? 선장 저

새끼 하는 꼴을 보니까 충돌도 부인할 것 같은

데. 끝까지 그럴 수 있겠으예?” 

“경감님,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변호사님, 아무리 돈 받고 하는 거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라시

면 됩니까?”

“경감님, 그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자제해주

시지요.”

이때 선장이 태성을 불러 선주로부터 받은 이

메일을 한번 봐달라고 했다.

‘선장님, 율리시스호는 다다음 항차까지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운항이 지연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조속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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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재개되도록 변호사와 협의하세요.’

태성은 선장에게 지금 선상에서 조사를 받

는 것과 조사 종료 즉시 항해를 재개하는 것

을 조건으로 한국해양경찰의 수사에 응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선장도 운항 스케쥴

이 걱정되었는지 이에 동의했다. 다만 조사

는 선장과 당직항해사에 국한해줄 것을 요

구했다. 

“경감님, 조사는 총괄책임자인 선장과 당

직항해사인 2항사로 한정해주시지요.” 

“아니예! 배 가뿌면 조사는 다시 할 수 없

잖아예? 지는 필요한 사람들 싹 다 조사할낍

니다!”

“경감님,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

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조사

는 충분히 하겠지만, 운항 스케쥴을 담보로

자의적인 수사를 했다는 항의가 나올 수 있

음을 생각하십시오. 본선에서 조사에 응하

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선에

서 조사 대상을 한정해주시지요. 부탁드립

니다.”

동훈도 현재 상황이 애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장 또한 더 실랑이를 하면 운항 재

개가 대책 없이 지연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

여 조타실에 있는 당직자와 타수만 조사하

는 것에 합의했다. 동훈은 리카르도에 대한

조사를 바로 시작했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

니지만 리카르도는 충돌이든 뭐든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한국해양경찰이 왜 여기에

와서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뻔뻔

스럽게 답을 했다. 태성으로서도 리카르도

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지

만 이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조사가 진행되

던 중 리카르도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여 잠

시 쉬기로 했는데, 그 때 태성은 리카르도에

게 그 의중을 물었다.

“2항사님,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날 수 있

으므로 무조건 부인하는 진술은 바람직하지

는 않습니다. 사람이 여럿 죽은 상황에서 거

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이탈리아 법정에서도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님, 무슨 소리지요? 제가 말하는 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네요.”

태성은 이전에도 외국인 선원, 특히 중국

선원의 경우 자신을 위한 변호사에게도 진

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

외국인 변호사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관념

이 바탕에 깔려 있고 더욱이 미국 혹은 유럽

인 선원들은 한국인 변호사는 좀 퀄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교한 법률적 대응을 해

줄 수 없다고까지 생각한다. 태성은 보험자

와 선주에게 선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자

질 식으로 전달하고 그로 인하여 법률적 대

응에 곤란이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한편, 태성은 VDR이 걱정되었다. VDR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으로 레이더

기록, 조타실의 소리 등 항해 관련 정보를 전

부 기록한다. 율리시스호 규모의 선박은 의

무적으로 이를 설치해야 하고 웬만하면 저

장 및 재생의 설비도 갖추고 있다. 변호사가

선박소유자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는 것은 결국 사고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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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감경시키는 것인데, VDR 자료가 있으면

애초부터 그런 감면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현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 반면, VDR 자료

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척한다는 것은

증거은닉에의 동조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변호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태성 역시 변

호사로서 범죄를 숨기고자 하는 것에 소극적으

로라도 동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문

제에 대하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태성은 선장과 선장실에서 별도로 VDR에 대하

여 논의를 했다. 

“선장님, 한국해양경찰이 분명히 VDR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율리시스호의 VDR시

스템은 어떤가요?”

“변호사님, 본선은 다른 것은 몰라도 VDR은

완벽합니다. 본선에서도 재생이 가능해요. 하지

만 해양경찰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을 생각입니

다. 우리에게 그럴 의무는 없잖아요?”

“이것은 의무인가의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

닙니다. 이번 사고로 인적 피해가 너무 큰데다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인식

을 주면 항해 재개도 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차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전에 터키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잘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

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성과 선장이 회의실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

를까 동훈이 선장에게 말했다. 

“선장님, 율리시스호의 VDR자료를 넘겨주십

시오.” 

“수사관님, 선원들의 임의 조작, 삭제를 막기

위해 본선의 VDR은 본선 자체에서 파일로 만들

거나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본국의 선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장이

나 이동이 가능합니다.”

“선장님, 이렇게 큰 배에서 VDR자료를 재생

시킬 수가 없다고요?”

“못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훈은 줄곧 회의실 문 앞에서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흘끔흘끔 자신을 보는

실습항해사에게 신경이 쓰였다. 

12.

태성은 잠시 자리를 옮겨 대표변호사에게 전

화를 했다. 

“변호사님, 메일 보셨겠지만 지금 본선에 와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냥 출발했습

니다.”

“임 변호사, 당신 미쳤어, 거기까지 가게? 이

런 상황에는 우리는 뒤로 빠져 있는 게 상책이

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되는 법

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의뢰인이 요구하고 실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빠져

있는 것은...”

“임 변호사, 자네 몇 년차야? 나 20년 째 변호

사하고 있어. 웃기는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참!”

“변호사님, 그런 것이 아니구요… 어쨌든 일

단 한 가지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본

선의 VDR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당직항해사도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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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들통 날 겁니다.”

“임 변호사, 당신 무슨 성인군자라도 돼?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기망만 하지 않으면

돼.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야.

잊지 말아. 우리는 무조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뿐이고 의뢰인의 부정은 전혀

알지 못해. 지금부터 우리는 증거를 숨긴다

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모

르는 거야, 알았어?” 

“변호사님! 사람이 8명이나 죽었다고요!

그것도 누구도 찾지 못할 바다 한복판에서

요!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들을

죽게 만든 자들이 그 죄책을 면하려고 증거

를 숨기고 도주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동조

할 수는 없습니다. 소극적 부작위라고 달라

지지는 않는 겁니다!”

“야 인마, 너 나한테 무슨 윤리라도 강의

하려는 거야? 내 말이 우스워?”

“통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냥 제 생각대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지

금 주고  받은 이야기에 관하여는 사무실에

가서 끝을 내죠.”      

태성은 허위 진술, 항해일지 위작 등 선원

들의 부정한 행위를 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

어도  변호사로서는 정상적으로 문제가 해

결되도록 방향을 설정할 책임은 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

한다’는 명제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항

상 상식에 부합하고 도덕적인 양 행동해왔

던 대표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처구니없고 역겹기까지 했다.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이미 질렸지만, 여직

원의 눈치까지 보게 만드는 부적절한 관계

도 서슴지 않는 행태에 선배에 대한 존경 뭐

그런 것들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대표변호

사의 답변은 태성에게 불을 질러버렸다. 

13.

조사를 잠시 쉬는 동안 동훈은 선박 서류

를 조타실에 요청하러 간다면서 문 앞에 있

는 실습생을 불러냈다. 

“실습항해사님?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

지요?” 

“어... 수사관님, 저를 잠깐만 따라오

세요.” 

실습생은 서투른 영어로 작고 조심스레 말

했다. 동훈은 뭔가 있구나 하면서 실습생을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복도 끝 기기실이었

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실습생은 다소

조마조마한 기색은 있었지만 기기실 문을

잠그고 테이블 옆에 있는 버튼 몇 개를 조작

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컴퓨터에 레이

더 화면이 뜨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선장하고 2항사 모두 거짓말하고 있어

요. 이게 당시 VDR DATA입니다. 들리지

요? 이것이 2항사 목소리구요…이게 충돌

시 난 굉음입니다. 처음 승선할 때 기관장님

이 VDR 조작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충돌 직전의 조타실의 급박한 상황과 리카

르도의 격앙된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고 굉

음은 충돌로 인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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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실습항해사님, 이러다 불이익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음... 2항사, 저 변태 자식을 혼내줄 수 있으

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이 더러운 배 타고 싶

지도 않고요.”  

14.

회의실로 돌아온 동훈은 리카르도가 여전히

거짓말을 되풀이 하자 그에게 스마트폰을 꺼내

금방 녹취해온 VDR 자료를 틀어주었다. 리카

르도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였다. 동훈, 태성 및

선장은 선장실로 자리를 옮겨 문을 잠그고 이야

기를 나누었다. 이 때 동훈은 율리시스호에 승

선하기 전에 다른 함정에게 요청해서 찍어 둔

율리시스호 선체 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그 사

진은 율리시스호의 벌버스 보우(bulbous bow)

약 1.5미터 높이 부분에 상당히 깊게 패인 충돌

흔과 그를 따라 양 옆으로 페인트가 심하게 벗

겨져 나간 스크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으

로도 방금 전에 생긴 것임이 확연했다. 

“변호사님, 선장님, 어선에 타고 있던 8명의

선원이 모두 사망했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

니다. 물론 어선은 완전히 작살났고요. 이렇게

큰 사고에 대하여 율리시스호가 몰랐다고 하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겁니다. 그런데, 율리시스

호는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심 없이 그대로

도망가려 했고 더욱이 조사를 하려고 하니 당직

항해사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당직항

해사가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결

국 선장님, 선주 모두 관련됐을 거라 생각할 수

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할까요?” 

“경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시만

선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될까요?”

태성은 선장에게 말했다. 

“선장님, VDR자료와 사진 속의 충돌흔은 결

정적인 증거로 판단됩니다. 이제 솔직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대처 같

습니다. 저는 해양경찰에게 조사에 협조하되 본

선이 도주했다거나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은 기

록에 남기지 않을 것과 언론에도 배포하지 않을

것을 협의해보겠습니다.” 

선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태성의 권고를 받아

들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였

다. 리카르도는 다시 진행된 조사에서 충돌 사

실은 인정하였다. 다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이 답할 사항이 아니라는 정도로

정리를 했다. 다음날 정오 율리시스호는 다시

항해를 재개했다.    

15.

동훈은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발포를 했다

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야 했다. 다만 해양경찰

청장의 비공식적 배려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설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당

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산 자가 못

된 짓을 하게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탈리아 선주는 유족들과 109대은호 선주에

게 1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했고 한국 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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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유족들에 대하여 공식적인 위로까지

전달했다. 언론에서는 율리시스호가 도주하

였다거나 사고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은 전

혀 언급되지 않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한 선장과 이탈리아 선주에 대한 호평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해양경찰과 검찰의 국

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직적인 대응도

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태성은 법무법인에서 나와 개인사무실을

차렸다. 중이 절을 떠난다는 것이 이런 것일

까. 그러나 부산까지 내려온 야망과 포부를

뒤로 해야 하는 안타까움보다는 영혼을 더

이상 좀먹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

다. 법무법인을 나오기 한 달 전에서야 율리

시스호와 109대은호 충돌사고로 제기되었

던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항해실습생의 용기로 상황이 급작스럽게 정

리되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처신 했을지 아직도 고민해본다.   

지금 태성은 2,000만원 곗돈을 달라는 소

송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통영지원

에 가고 있다. 법원과 파도는 무척이나 잘 어

울린다. 파도는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지언

정 돌아서 가지는 않으니까. 

시/시조

기행문

수필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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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오래전의 일이다.

회관에 다녀오는 길목에서, 우연히 후배 한

분을 만났다.

그냥 인사말을 주고받고 지나가는 길이었는

데, 그 후배분이 인사말 끝에 뜻밖에도, “자동차

에 얽힌 이야기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언제

또 쓰십니까?” 라는 게 아닌가 !

“이젠 나이 들어 글쓰기도 힘들고 --” 라고

말끝을 얼버무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심으론

기뻤다.

글이란 게 읽혀지길 기대하고 쓰는 것이지만,

내가 쓴 글이 읽히고 있는지, 아니면 하찮은 잡

필로 취급받아 휴지통에 버려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내 글을 읽고 나서, 한마디씩 던져주신

분들 덕택에 읽혀지고 있음을 알게 될 따름이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맙기도 하고 기쁘

기도 하다. 

잘 읽었다며 전화를 걸어주신 분들이 간혹 있

었다.

“당신이 쓴 글 잘 읽었어. 아주 잘 썼어요. 그

내용이 내 생각과 똑 같아 ! ” 라고 격려해 주신

검찰 선배님도 계셨다.

현직에 있을 때에는, 고향 가까운 곳 출신의

선배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함께 근무한 적도

없는 분인데, 먼 곳에서 일부러 전화를 걸어주

신 것이었다. 

요즈음 와선, 글쓰기가 아주 힘들어졌다. 

오랜 동안 앓아온 지병 외에도, 시력이 나빠

져서 컴퓨터 화면을 대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

이다.

마음속으로는, 오만가지 글 내용이 오가는데,

막상 적어내려면 답답해지니, 이젠 절필 (絶筆)

할 때가 되었구나 싶어 망설여지게 된다.

이젠 그만 쓰자면서도, 내가 아직 살아있고,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들 — 4

황 진 호  변호사*

* 법무법인 푸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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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발

자취를 남겼다는, 자질구레한 기록이라도 남

겨서, 내 자손들이 먼 훗날 읽을거리를 남겨

야겠다는 욕심에서, 안약을 넣어가며 키보드

를 두들기게 된다.

2. 이 글의 내력

돌이켜보면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들”이

시작된 것은, 1997년 이었다. 

그때 내 나이 62세였으니, 벌써 16년이나

지났구나.

그 1회분이 부산 법조 15호 (1997년도)에

실렸고, 2회분은 같은 19호 (2002년도), 3

회분은 같은 28호 (2010년도)에 실렸으니,

이번 글은 4회째가 되는 셈이다.

욕심 같아서는, 10회를 채우고 싶지만, 그

것은 “과욕(過慾) 중의 과욕”이 아닐까 싶다. 

하기야, 내 수명을 120세라 점치면서, 120

세 생일 축하연은 후쿠오카에서 자기가 주

최해주겠다고 공언(公言)한, 우치다 케이코

(內田敬子) 변호사의 점괘가 맞아 떨어진다

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 !

--물론 그때까지 우치다 변호사가 살아

있어야만 이루어질 꿈이겠지만 !! --

아무튼, 나로선 이번 회로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기회에, 1회부터 3회까지의 글을 통

독(通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속에는,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절절이 내 인생살이 길목에서 겪었

던 고통과 회한이 스며있음을 알게 되었다.

잠시나마, 글을 읽으면서, 남모를 애환을 되

씹으며, 깊은 감회에 젖어 들 수밖에 없었다.

--6.25 때, 고1 재학생 신분으로 수송병

후보조(輸送兵候補組)에 끼어 교정에서 군

용 Jeep차 페달을 밟던 시절의 추억. 

--공직자 자가운전 권장 바람을 타고, 소

년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다가 교관에게 호된

반말 꾸지람을 듣고 나서, “영감님, 죄송합

니다. 아이들 가르치던 버릇이 나와서 그만

실례 했습니다”라는 사과 말을 듣고, “참 잘

가르치시더라”며 파안대소(破顔大笑) 했

던 일.

--일선 기관장으로 나가라는 인사권자의

권유를 사양하고, 오랜 동안 (7 년이나), 고

검에 남아, 퇴근 후면 선처(先妻) 간병을 도

우면서, 휴가 때면 병약한 선처를 뒷자리에

태우고, 전국의 온천장을 누비고 다니던 일.

-- 그럴 때면 늘, 선처는 뒷자리에 편안

히 누워있었지. 

한번은, 남한산성 근처의 산길에서 커브

를 돌다가, 뒷자리에 누워 있던 선처를 굴러

떨어지게 하여, 크게 놀란 일도 있었지.

--1995년 11월초, 개업하고 나서 꼭 2년

만에, 텍사스 휴스톤의 “엠디 앤더슨 캔서센

터(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암 덩어리 절제수술을 받았을 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

다는 주치의의 말을 따라, 꾹 참고 있다가,

꼭 한 달 만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던가.    

--Follow-up check를 받노라고, 5년 동

시/시조

수필

소설

기행문



안을, 첫해는 3개월에 한번씩, 그 후로는 6개월

에 한번 씩, 미국을 오가면서, 그때마다 중서부

의 여러 곳을 혼자 드라이브하고 다니던 시절

일이 새삼스럽다.

도미 할 때 마다 번번이 즐겨 찾던 곳이, Cal-

ifornia주의 Monterey 해변이었지.

그곳에는,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워있는

산책길이 있었고, 소나무 숲속의 유료 드라이브

코스인 17 mile 길과, 그 유명한 Pebble Beach

골프코스가 파도치는 해변 길을 따라 펼쳐져

있었다. 

그 부근의 Camel City는 오밀조밀한 시골 마

을로 아담한 예술인 촌 모습이었지. 

한때, Clint Eastwood 가 시장이었다고 하여

유명하기도 했지만, 그가 아니더라도, 뛰어난

주변 풍광과 스페인 땅이었던 시절의 유적이 널

브러져 있어, 일 년 내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

이기도 했다. 

몬트레이 해변의 모래밭 구멍가게에서 사먹

던 fish fillet의 맛은 천하 일미였다. 뒷날, 집사

람은 드라이브 길에 그곳에 들러 사 먹던 이 튀

김생선 맛을, 두고두고 못 잊어했다.

--한번은 San Francisco를 떠나 Yosemite

국립공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공원 부근의 모텔에서 자고나서, 아침에 마을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

니, 주기(州旗?)와 나란히 커다란 성조기(星條

旗) 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내입에서는 불쑥 뜻밖의 말이 튀어

나왔다.

“That stars and stripes must be down !  

This territory is not American’s !  It’s In-

dian’s ! 

Indian Flag must be up !“ 

그 순간, 내 곁을 지나가던 중년의 백인 웨이

트레스가 한마디  던져주었다. “You are right !”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백인손님들이 나를 처

다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 눈에는 내가 American Indian의 독립

투사로 비추어졌던 걸까? 그러면서도, 잠시 긴

장했던 기억이 난다.

이 해프닝이 인연이 되어, 뒷날, 미국의 서부

정복과 인디언살육사를 엮은, Hamton Sides 의

저서 “Blood and Thunder” 번역판을 읽고, 백

인정복자들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그 얼마나

무자비하게 인디언부족들을 살육(殺戮)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웨이트레스가 “당신 말이 맞아

286•제31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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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맞장구처 준 연유도 알 수가 있었다.

-- 2003년  8월  말 , Arizona주 의

Phoenix에 살면서 한번 만나고 싶다며, 28

년 만에 서울친지를 통하여 연락을 준, Pe-

ters 내외를 만나기 위해 Phoenix를 방문한

길 에 , 2주 일 동 안  Nevada주 의  Grand

Canyon, Bryce Canyon, Zion Canyon을

둘러보고, Salt Lake City를 거쳐 Wyoming

주의 Yellowstone 국립공원을 탐방하기로

했다.

길잡이는, 오직 북아메리카 교통망 지도

책 (North  American Road Atlas) 한권뿐

이었다. 

Salt Lake City를 몇 브럭 지난 지점에서,

15번 Free Way를 벗어나, 옐로스톤 방향으

로 가는 지방도로로 접어들 때의 일이었다.

예정대로의 길이라 생각하고 한참 달리다

보니, 엉뚱한 길로 잘못 든 것이었다. 지도

검색을 맡은, 옆자리의 집사람에게 진입로

검색을 잘못했다고 호통을 쳤으나, 사실은

나 자신조차 깨알 같은 영어로 뒤덮인 지도

책을 검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야

단칠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란 것은, 잘못 든 길 주

변 경관이 너무나 수려(秀麗) 했던 것이다. 

그 곳이야말로 옐로우스톤을 찾는 관광객

들이 오가는 길에 놓치고 있는 명승지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잘못 든 길에서, 엄청나게 아름다

운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다. 이럴 때 사람

들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 얻은 행운

이라고 들 하였던가 !

Yellowstone에서는 숙소를 잡기가 힘들었

던 기억이 난다.(그땐, Motel 마다 금연실

방이 만원이라, 부득불 비싼 호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귀 로 에 , Denver시  교 외 의  “Rockey

Mountain Park” 길로 접어 들어, 주변 산길

을 일주하고 나서, 25번 free way를 따라

일박하기로 되어 있는 San Jose 쪽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불쑥 모험심이 발동하여, Col-

orado Springs에서, 24번 주도 (州道)로 우

회하여, 16 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Garden

of Gods 공원”에 들렀다가, 매년 1회, 자동

차경주가 열린다는 Pikes Peak (높이 14,110

피트, 약 4300m 정상까지의 30.4km 오르막

길) 드라이브에 도전하기로 했다. 

시/시조

수필

소설

Pikes Peak 정상에서(2003. 8)
기행문



그런데, 이 산길은 뜻밖에도 비포장 흙길이었다.  

그날은, 노변의 흙이, 빗물을 머금고 있어 차

가 자칫 갓길로 쏠리게 되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조심스러웠다. 더욱이, 가파

른 산길 노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

아, 커브 길에서 핸들조작을 그르칠 경우, 수백

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칠 위험이 곳곳

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자동차경주가 열릴 때마다 사고가 일

어나 희생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에 가

서야 알게 되었다.

“위험하니 드라이브는 그만두고, 차라리 케이

블카를 이용하여 올라가라”는 현지인의 권유를

받았으나, “대한 남아(?)의 기개를     펼쳐, 한번

기록을 남기자!” 며 도전에 나섰다.

산길은, 올라갈수록 커브지점이 많아졌고, 군

데군데 낭떠러지가 아가리를 벌이고 있어, 앗차

하면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 공포심에서, 등에

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조수석의 아내는 연방 조심하라고 소리를 쳤

다. 드라이브 길 내내,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다.

얕은 구름층을 뚫고 정상에 오르는 데는, 거

의 한 시간가까이 걸렸다. 

내의는 땀에 젖었으나, 무사히 정상에 오른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리

막길은 오를 때와는 달리 편안했다. 

San Jose의 모텔에서 일박한 뒤 남행하다가,

뉴멕시코주의 Albuquerque에서 애리조나주의

Flagstaff를 향해, 40번 대 평원 길을 서진(西

進)하던 중,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폭

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나, 다

행히도 내차 앞뒤를 달리는 차는 없었다. 

그 때, 저 멀리 북쪽 평원을 휩쓸고 지나가는

Tornado를 발견하고, 집사람이 소리치며 카메

라 샷타를 눌러댔으나, 나중에 현상해보니, 어두

운 화면만이 나와 있을 뿐, 토네이도는 흔적도

없어 실망했다. 모처럼의 토네이도를 놓쳤다고 ! 

그 때 일을 회상할 때마다, 만일 그 토네이도

에 휘말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싹한 생

각을 하게 된다.

-- 2006년 5월, 보름동안 미 동부와

카나다 일주를 하던 중에, Boston 남쪽 1

번국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각박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에서 사라

질 줄 몰랐다.

1 번국도 우측숲길에서 갑자기 튀어나

왔다가, 내차에 부딪쳐 울먹이면서 “The

light was red!” 라고 소리치던 백인 처녀

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떠오른다.

신호등이 적색이었다? 어느 쪽 걸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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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을까? 내 쪽 아니면 네 쪽?  물론 그

녀는 내 쪽 걸 말했겠지.

그렇다손 치고, 내 쪽 걸 오른 편에서 어

떻게 보았단 말일까.

그냥 당황한 나머지 외쳐댄 소리가 아니었

을까? 아니면,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는 이야

기였겠지 ? 

--  5년전, 그러니까 2008년 11월의 일이다. 

후쿠오카변호사회와의 정기 교류행사 때,

참가회원 10여명 모두가  친선 골프 콤페에

참가한다고 하여, 불참하려했는데, “북큐슈

의 고속도로를 타고, 나카쯔 (中津)까지 드

라이브했다가, 후쿠오카에 돌아와서  한잔하

자”는 마츠바라 (松原)변호사의 초대 메일을

받고,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녀오기로 했다.

간친회가 끝난 다음날, 골프 팀과 떨어져

서, 호텔로 마중 나온 마츠바라 변호사의 차

를 타고, 드라이브 길에 나섰다. 

오래간만에, 타나카 사토미(田中里美) 변

호사도 동행했다. 

고속도로입구에서, 내가 한번 운전해보겠

다고 나서자, 마츠바라 변호사는 서슴없이

핸들을 넘겨주었다.

한국에 왔을 때, 외도(外島) 탐방 길에서,

내 운전 솜씨를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시간 쯤, 신나게  달리고 나서, 고속도

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든 다음, 좁은 커

브 길에서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좌측 뒷쪽

차체가 1미터 높이의 가드레일에 걸려 “지지

직”하며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앗차 하는 순간, 마츠바라 변호사가 대뜸

“지난번에 긁힌 데가 또 긁혔네 !”라고 소리

치는 게 아닌 가 ! 

이미 한번 긁혔던 곳이니 신경 쓰지 말라

며, 내 실수를 덮어 주려던 따뜻한 마음의 여

운이 오래도록 내 마음을 흔들어놓게 된다.

아무리 친구의 실수를 감싸려 한다 하더라

도, 어쩌면 그렇게, 돌발적인 사태에 순간적

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내심 놀라면서도, 새 차를 긁어놓아 미안

하고, 또 고마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지난날, 국내외의 드라이브 길에서, 수없

이 겪은 위험의 고비고비는 한마디로 “생사

의 갈림길”이랄 수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 잘못도 아닌 타인의 실수로 인

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인생

의 찰나성과 허무감을 되새기게 한다.

사고의 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 허무감은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이 세상

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일처럼 허망한 일은

없지 않은가 !! 

3. 외제차로 바꾸게 된 사연

그동안, 차량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

러 차례, 외제차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다.

시/시조

수필

소설

폭우를 만나기 직전의 New Mexico 대평원 길(2003. 9)

기행문



16년 전에 쓴 글에서도 -- “성능이 좋고 탄

탄한 외제차로 바꾸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나이도 들었고 오너드라이브를 고집하고 있

으니, 차만큼은 세계에서 공인된 유명차종을 택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나 혼자 타고 다니는 차이니, 2.0 DOHC (국

산) 차면 충분하다” --고 적어놓았다.

2005 년 10월 중순의 일이다.

볼일이 있어 상경하여, 맏아들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현대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막내가

퇴근길에 들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불쑥, “아빠. 지금 Lexus를

계약하고 왔어요.”라는 게 아닌가 !

“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더러

차 계약을 하랬느냐. 또 렉사스가 뭐야 ! ”

“이제 아빠도 성능이 좋고, 시니어가 운전하

기 쉬운 차로 바꾸셔야지요. 저가 알아보니까,

Lexus 차가 제일 운전하기 쉽고 성능이 좋아요. 

마침 분당 렉사스 팀장이 친구라서, GS 300

을 시승해 보고나서 바로 계약금 100만원을 내

고 아빠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차는 서울에서 출고 받아도 되고, 부산

에서 출고 받는 게 편하시다면 부산에서

출고 받으세요“ 라며 아주 못을 박는 게

아닌가 !

아들들과의 사이에, 자동차 교체에 대

한 사전협의는 없었다.

다만, 그들은 내가 늘 국산차를 타겠다

는 고집스러운 생각을 바꾸지 않으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다.

그래서, 사전에 한마디 의논이나 양해도 없

이, 벼락치기로, 외제차를 계약해놓고 나선, 나

더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손 치고, 차마 계약을 파기하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지금 와선, 그런 식으로라도 자식들에게 떠밀

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외제차 맛을 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그동안, 사무실의 김 사무장이, 자기친구가

부산지역 BMW를 맡고 있으니, 한번 시간을 내

어 시승해보라는 권유를 해왔지만,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던 때였다.

아들들에게는, 부산 내려가서 구매여부를 결

정한 뒤에 가부간에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내려

왔다.

그 길로, 중앙동의 동일모터스 렉사스 대리점

에 들렀다.

담당 S과장에게, 서울에서의 계약경위를 설

명하자, 부산에서 신규로 GS 300을 계약 하시

면, 서울 계약 건을 취소하고 계약금이 반환되

도록 처리해주겠으니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290•제31호 부산법조

Monterey 해변의 꽃길 중 한 곳(2004. 3)



부산지방변호사회•291

그런데, 그 며칠 뒤 LEXUS 본사로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내 명의로 동일 차종 차량

구매계약이 각각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알

린다는 통지문이 날아들었다.

그길로 S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건의

취소처리를 부탁하고, 막내에게는 계약금을

반환받도록 일러두었다.

한편, 대금 마련을 위해서는, 1993년 10

월, 명예퇴직금을 받았을 때, 없는 셈치고

템풀톤 펀드에 신탁해 둔 5,000만원이 어찌

되었나 알아보니, 12년 동안에 2배 넘게 불

어나 있었다.

원금은 살려두고 증가분만을 인출하여 차

대금에 보태기로 했다.

2005년 11월 29일. 신차를 인수하였다.

그 후로 오늘까지, 연 평균 1만km를 주행

하였으니 이제 겨우 8만km 를 달린 셈이다.

2011년도의 정기검사 때에는, 검사관이

“6년이나 굴렸는데도 모든 기능이 새 차 한

가지네요” 라며 놀라워했다.

렉사스 학장 센타의 담당 K차장은,“ 이 차

를 바꾸게 되면 꼭 자기에게 팔라”고 하기에

“글쎄, 그냥 줄 곳이 많은데 --”라고 얼버

무렸다. 

아무튼, 자식들에게 떠밀려 국산차를 외

제차로 바꾸었다는, 어쩌면 궁색하고 또 치

사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비난을 받을

지도 모르나 그렇다 하여도, 나로선 할 말이

없다. 

그것이 사실이고 보니, 어쩔 수 없지 않은

가 !

4. Recall

지난 8년 동안. 두 차례  리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체) 통지를 받았다.

첫 번째 리콜은, 2010년 12월 3일, 브레이

크 마스터 시린더 씰링 교환이었다. 

이 부품교환은 단시간 내에 간단히 끝났다.

두 번째 리콜은, 2011년 5월 하순경이었다.

리콜 통지문에는 “2004년 9월 17일부터

2006년 9월 26일 사이에 생산된 GS 300

(이 차종 외에도 생산시기가 다른 4종의

Lexus차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 파워스티

어링 시스템의 오류로 동력지원이 감소되어

스티어링 휠 작동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

니, 무상점검 및 필요시 부품(파워스티어링

링크)교환을 하게 되었으니, 2011년 6월 13

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의 3년 안에,

시/시조

수필

소설

Yosemite 공원 El Capitan 암벽 앞에서(2004. 3)

기행문



서비스를 받으라”고 적혀 있었다. 

“부품교환이 필요한 경우 약 2시간정도 소요

될 예정”이라고 첨기되어 있었다.

생산시기를 보니, 내 차도 리콜 대상이었다.

서비스기간이 3년이나 되고, 또 부품교환에 불

과 2시간 정도가 걸린다니 별것 아니구나, 급하

게 서둘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천천히 점

검받기로 하고 다닌 것이 화근이었다.

2011년 9월 9일, 아침 일찍 태종대에 갔다가,

정오경에 동대신동 2가 집 앞에 당도하여, 차고

에 넣으려고 집앞 대로상에서 후진기아를 넣고

후진하려하자, 핸들이 꼼짝하지 않고 차가 서버

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시동을 껐다 다시 켜고 핸들을 좌우로

돌리려 했으나 조타가 전혀 되질 않았다. 

그 도로는 일방통행길이라, 금새 차들이 밀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겨우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체를 노변으

로 밀어 낸 뒤, 긴급전화로 렉카차를 불러, 학장

동 렉사스 서비스 센타에 견인시켰다.    

점검한 결과, 역시 리콜 고지문에서 지적한

대로,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오류로 인한 핸들조

작불능 이었다.

결국 부품인 파워스티어링 Link를 교환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리콜 고지문에는, “2011년 6월부터 3년 안에

언제든지 점검을 받으면 되고, 점검 후 부품교

체가 필요할 때에는 약 2시간이면 작업이 끝날

수 있다” 고 적혀 있었으니, 늦어도 그날 오후 중

에는 차를 몰고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황급히 좇아 나오더니, “부

품 재고가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 아니, 2시간 안에 부품교체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부품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 고 다그쳤

지만, “다른 센타에도 알아보았는데, 부품재고

가 없다고 하니, 지금으로선 일본에서 수입해

와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대략 일주일은 걸릴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대체차량을 마련해주어야 될 것 아

니냐, 고 이야기했지만 아무 대꾸 없이, 부품도

착 즉시 작업해줄 것이니 무조건 기다려달라고

만 했다.

1 주일 뒤, 작업이 끝났는지 알아보려고 전화

를 걸었다.

담당직원은 “아직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작

업을 못했는데, 급하시다면 중고부품을 끼워서

임시로 운행하시다가, 신품이 도착하면  신품

으로 갈아 끼우면 어떻겠느냐” 고 제의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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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에 “그게 무슨 소리냐! 신품으로 교체

하라!”고 다그쳤다.

은인자중(隱忍自重) 기다리던 중, 교체작

업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1주일이 더

지난 9월 23일 저녁 무렵이었다.

다음날, 아침 8시 30분, 서비스 센타에 가

서 차량을 인수하였다.

그러니, 9월 9일 정오경에 입고시킨 뒤, 9

월 24일 아침까지의 14일간, 기다려준 고객

에 대하여, Lexus 측에서는, 당연히 서비스

지연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도, 사과는

커녕 “미안하게 되었다”는 얼버무림조차 없

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출고시킬 때의 일이다.

서비스 센타 사무실에서는, 작성일이 9월

23일자로 된 자동차 정검·정비명세서를 작

성해주면서, 입고일자가 9월 9일인데도

2011. 9. 23 이라 허위기재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입고일자가 틀렸다”고 항

의하였다.

“입출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요

구하였더니, 9.9 입고 9.24 출고로

정정한 명세서를 다시 건네주었다.

그것도 허위 타기된 원본의 날짜

란을, 직원이 자필로 정정 기재 한

것에 불과하니, 본사에는 거짓 타기

된 채로, 입고 9.23 출고 9.24로 보

고되었겠지?   

이처럼 서비스 센타 측에서, 굳이

입고일자를 허위 기재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만, 내 항의에 대해, “부품조달 지연으

로 인해 고객의 차량을 유치하게 될 경우, 대

체차량 제공 등 편의제공에 대한 사내 규정

이 없어서, 직원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

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들었다.

알아보니 “교통사고 피해차량 수리를 위

해 유치할 경우에는, 가해차량 측 보험회사

의 부담으로 피해차량과 동급 차를 대체 렌

트해준다” 고 하니, 차량제작사측 책임으로

장기간 차량을 유치하게 될 경우에도 동급

차량을 대체제공해 줄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 글을 쓴 뒤, “한국 TOYOTA 자동차  대

표이사 나카바야시 히사오”씨 에게, 위 리콜

정검·정비지연 사례와 이에 대한 고객 대

응책을 묻는 문의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5. 고속도로상의 대형 사고에 휘말리다. 

- 어디 다치신데는 없습니까? -

2013년 6월 8일 (토) 오전 10시쯤,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 호텔을 떠나 상경 길에 올

시/시조

수필

소설

거제 외도를 찾은 후쿠오카 변호사들과의 한때(2005. 3)

기행문



랐다.

그 전날, 부산을 출발하여, 이공계 진학을 포

기하고 대전 H 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한 손녀

딸을 격려하고 나서, 정부종합청사 부근의 호텔

에서 일박하고 나서였다.

9일(일) 저녁에는, 카나다에서 다니러온 둘째

사위 환영 가족모임이 서울에서 열린다기에 이

모임에 참석코자 상경하는 길이었다.

오산을 지나 한참 지났을 때, 앞뒤 차들이 제

한시속 110km지점을, 그 이상의 속도로 줄이어

질주하고 있었다. 

나 역시, 버스 전용선 우측의 2차선을 타고,

앞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서 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방 4,5대 앞쪽 차량들이 서로 엉키

면서 충돌하는 광경이, 말 그대로, “번개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정

거하여, 겨우 앞차와의 추돌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안도의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우측 3

차선을 달려오던 SUV 차가 선행차를 피해 급정

거하자, 그 뒷 차가 미처 서질 못하고 그 SUV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튕겨 나와, 내차 우측 뒷

문 쪽을 비스듬히 들이받고 만 것이다.

내차의 급정거 후, 4,5초 만의 일이었다.

만일, 앞문 쪽을 들이받았더라면, 조수석의

집사람은 크게 다쳤을 것이나, 다행히도, 충격

후 뒤 문짝이 V자형으로 크게 망가졌을 뿐, 우

리 둘 다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내차를 비스듬히 들이받았기에 망정이지, 만

일 직각으로 들이받았더라면, 내차가 1차선 버

스 전용레인으로 밀려들어가 질주하여오는 버

스에 부딪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인명

피해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 전방 왼편의 도로 팻말을 보니, “서

울기점 72km”라고 적힌 게 눈에 띄었다. 수첩

에 위치표시를 한 뒤에 차에서 내려 뒤편으로

갔다.

가해 차는, 소나타급의  일제 TOYOTA 였다.

운전자는 내쪽으로 뛰어오더니만, “어디 다치

신 데는 없으십니까?”라는 첫마디를 던졌다. 젊

은 청년이었다.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광주에서 아버님 장

례를 치르고 돌아오다가 앞쪽을 미리 잘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어쩌면, 그는 나를 보는 순간, 틀림없이 돌아

가신 자기 선친을 떠 올렸을 것이다.

- 장례를 치르느라 몇 날 밤을 지새웠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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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깜빡 졸았거나, 피로가 겹쳐 순간

적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 거

란 생각이 내 머리 속을 스쳐지나갔다.-

그의 차에는 식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타

고 있었다.

그 차는 앞 범퍼 부위가 찌그러졌을 뿐 큰

손상은 없어보였다.

“그쪽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니, 보험처

리에 필요한 것만 적도록 합시다.”라고 말해주

고,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운전면허증, 보

험회사 연락처 등 필요사항만을 확인하였다.

SUV차는, 뒤 범퍼가 찌그러지는 정도의

피해였으나,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절차를 밟고 있었다.        

나도 보험가입사인 교보 AXA에 사고접수

를 시켰고, 즉시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겠

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고지점 주변은, 밀려든 차량들로 북새

통을 이루고 있었다.

몰려온 렉카차들은 전방의 파손차들 만 서

로 끌고 가노라 야단이었지, 우

리 차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

았다.

오려 했어도, 주변 차들이 길

을 막고 있어 근처에 접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고속도로이고보니, 소통을 위

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

었다.  

일단,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

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서울 쪽으로 운행해오다가, 한참 만에 죽

전휴게소에 들려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기

로 했다. 

사고연락을 받은 큰 아들은, 렉사스 서초

서비스센타에 입고시킬 준비와 대체차량 마

련을 부탁해두었다. 

막내는 아이들 데리고 놀러 나왔다가, 곧

장 죽전휴게소로 차를 몰고 왔다. AXA의 현

장 출동 팀 직원은, 도착하던 길로 운전 중인

가해자와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경위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갔다.

그 날은 토요일이라, 서울로 들어가는 길

은 차량들로 밀렸다.

특히, 판교로부터 서초 IC까지는, 정체가

너무 심해 오후 4시전에 서비스 센타에 도착

하기 어려워보였지만, 겨우 시간에 맞추어

센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센타에서는 벌써 대체차량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조정하여, BMW 520

시/시조

수필

소설

긴급출동하는 미국 New Jersey의 경찰차(2006. 5)

기행문



d를  대기시켜 놓았다.

BMW차는 처음 몰아보는 것이고, 520 d 는

경유차인데다가 2천cc급이라 힘이 달리지 않을

까 염려했는데, 운전석 앞 판넬이나 기능단추가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것 말고는, 운전하기 쉽

고 성능이 뛰어난 차였다.  

운행 중, 교차로 같은 곳에서 일시 정거할 때

마다 엔진이 스르르 꺼졌다가 브레이크를 사르

르 놓으면 그 순간, 다시 시동이 걸리는 희한한

차였다. 

연비가 높은 것 (릿터 당 약 27km) 도 큰 장

점이었고, 디젤엔진이라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차안은 의외로 조용하였다.

다만, Cruise 시스템 작동 방법을 몰라, 10일

간 운행하고 다니는 동안 내내, cruise control

운전은 하지 못했다.

Lexus 센타에서는 내 차의 수리기간을  10일

간으로 잡았다.

그래서, 예정대로의 여행일정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6월 11일에는 경춘 고속도로를 타

고 남이섬을 찾았다.

도중, 화도 IC에서 46번 일반국도

로 접어들어 가평에서 남이섬 길로

접어들었다. 

춘천에서 3년 3개월간의 초임시절

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옮겨 24년

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남이섬이었다.

춘천을 오가며 강변 국도를 수십

번 오르내리면서도 그곳엔 들러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겨울연가의 촬영 장소라며, 일본 관

광객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야, 한번

가보기로 할까, 생각했던 곳이다.

섬으로 가는 도선 안은, 평일인데도 중국 단

체 관광객들로 만원이었다. 섬 안에서는 일주

카트를 이용하여 둘러보았다. 

산책로를 거닐다가, 우연히 중년의 일본 아주

머니 두 분을 만나 잠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겨울연가를 좋아해서 이곳을 찾았고, 그날 돌

아가는 길에 춘천에도 들릴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남이섬을 떠난 뒤, 양수리 강변을 드라이브

하고나서, 양평의 한화리조트에서 일박하였다.

6월 12일에는 수안보 온천 리조트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부산에 돌아왔다.

6월 18일 아침 일찍 렉사스를 인수하려고 상

경했다.

BMW 차를 몰고, 4시간 50분 만에 서울에 도

착했다.

오후 5시 인수시간에 맞추어 나갔으나,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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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렌트회사 직원에

게 서초동의 한 세차장에 주차시켜놓았다고

알리고 세차장 상호를 일러주자, “렌트카의

추적장치” 를 이용하여 용케도 렉사스 차를

그리로 몰고 왔다. 

고가의 렌트카에 추적 장치가 달려있다는

사실은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어, 서둘러 차 인수인계를 마쳤다.

인수한 수리비용 명세서에는, 수리비 합

계 7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적혀 있었다.     

6. 국내 드라이브의 묘미

아마도 현직 변호사로서, 나처럼 국내외에

서, 장거리를 운전하고 다닌 사람은 퍽 드물

것이다.  

드물다기 보담, 아예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직에 있을 때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자

가운전을 고집해왔으니 내 말이 과장된 것

은 아니겠지? 

서울에 살고 있는 동안 (24년간)에,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로는, 휴가 때마다, 식구들

태우고, 서해안 대천 아니면 동해안 설악산

을 찾아다녔다. 동해안에서는 간성 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20대초에 AISS 번역관으로

종사할 때, 한 두어 달, 파견 나와 근무했던

오호리 (五湖里) 바닷가를 꼭 찾아가곤 했다. 

그때만 해도, 모래사장 끝자락 바다 건너

가까운 곳에, 소나무가 우거진, 자그마한 바

위섬이 떠 있었고, 새벽녘에는 바위위에서

쉬고 있는 물개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보니, 바위섬은 모래사장과

이어져 육지가 되어버렸고, 물개는 흔적조

차 찾을 길이 없었다.  동해안이 융기하고 있

다더니 정말일까? 생각하면서 모래사장의

넓이를 헤아려보았으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다. 

서울서 동해안으로 가는 코스 중, 제일 좋

아했던 길은 춘천, 양구, 인제를 지나 미시

령고개를 넘는 코스였다.

춘천에서 양구로 가는 길은, 도중에 지그

재그가 심하기로 유명한 고갯길이 있어 지

나다닐 때마다, 엄청난 스릴을 느끼게 했는

데, 지난번에, 춘천 갔을때 알아보니, 그 험

로는 폐쇄되었고, 새로이 터널직선도로가

생겨났다고 하니, 다시는 그 스릴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 다음에 한 번 더, 그 길을 달려

보고 싶었는데 실망스럽다.

내설악을 지나, 미시령 고개를 지나면서,

바라보는 울산바위풍경은 한마디로 압도적

이다.    

20년 전, 부산에 낙향해 있다가 개업했을

때, 주위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해달라는 부

탁을 받았으나, “오너드라이브를 할 것이니

기사는 필요 없다”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2년 동안 열었던 개인사무소의 문을 닫고

도미하면서, 사무실 비품은 모두 처분하였

고, 차마져 팔아버릴까 망설이다가, 정들인

차 한 대 만이라도 이 몸을 기다리게 하자는

애틋한 마음에서, 주차장에 그냥 세워두기

로 했었다.

한 달 만에, 다시 핸들을 잡았을 때의 기

쁨은, 그립던 옛 친구를 만났을 때의 반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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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동안, 서울에 볼일이 있을 때는, 운행코스

를 바꾸어가면서 차를 몰고 다녔다. 

요즈음 와서는, 부산-동대구 간 55번 고속도

로를 타지 않고, 서부산 톨게이트을 지나, 내서

IC에서, 45번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상주까지 간

뒤, 상주의 과일시장에 들렀다가, 3번 자동차전

용도로를 타고 가서, 수안보온천에서 일박하고

상경하는 코스와, 진주에서 35번 고속도로를 타

고 가다가, 대전에서 볼일을 보고나서 1번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상경하는 코스를, 자주 이용하

였다.

그때 마다, 도중에 들르는 곳이 여기저기 다

양해졌다.

간간이, 시골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이다.

여기저기, 시골길을 누비다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사실을,

절감(切感)하게 된다.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아담하고 오밀조밀

하며, 뛰어난 명승지와 정겨운 인심이 풍요롭다.

비록, 그곳이 덜 개발된 산골짜기의, 아직도

양철지붕을 인 움막집이라 하여도, 어쩌면 이토

록, 이 늙은이에게 짙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

일까!   

특히, 전라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들판

사이사이 자리한 산지(山地) 가 완만한 언덕으

로 이어져있고, 그 언덕들은 마치 풍만한 어머

니의 젖가슴처럼 흐뭇하게만 느껴졌다.  

얼마나 다녀 보았길래 그런 소릴 하느냐고 ?

사적인 여행을 빼고, 공식출장 자료만을 들쳐

보았다.

5년 전인 2008년 11월 의 경우, 전남 광주에,

다섯 차례 다녀왔고, 2009년도에는 3월부터 12

월까지 사이에는, 광주에 15차례, 순천에 두차

례, 목포, 담양, 나주, 영광, 보성, 장성, 순천,

군산, 장수, 익산, 여수에, 한차례씩, 다녀온 것

으로 나와 있다. 출장 갈 때 마다, 한번에 2, 3

박씩 외지에 묵었으니, 2009년 1년 동안만 해

도, 거의 두 달 동안을 외박한 셈이 되는 것이

다. 그밖에도, 충청도의 청주와 제천에도 세차

례 다녀오면서, 전라도 쪽을 경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라도에 갈 때마다, 늘 집사람을 대

동(帶同) 하고 다녔다. 

출장지에서는, 2,3박씩 묵어가며, 맛 집을 찾

아다녔고, 지역 관광도 소홀히 하지 안했다.  

전라도 쪽에 갈 때마다 생각한 일이지만, 가

는 곳마다 가까운 친지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늘 서운하기도 했다. 

맏 며느리 부모님의 본고향이 광주이고, 조카

사위도 그쪽이지만, 모두들 서울과 부산에 살고

있고, 그쪽 연줄이 끊어진 지 오래이니, 난들 어

떻게 그 인연을 살릴 수 있었겠나 !    

이씨조선의 왕들처럼, 수십 명의 자녀를 생산

하여, 이 좁은 땅 온 곳에다 시집장가 보내어,

사돈과 일가친척을 퍼뜨려 놓을 걸 실수했다며,

집사람에게 깔깔대기도 했다.

2010년 2월, 만 75세 나이로 건강관리를 위

해, 법정출입을 쉬기로 한 이후로는, 출장 다닐

일이 없어졌다. 

그 대신, 사사로이 다니는 여행길이 늘어났다.

해마다, 미국과 카나다에 건너가서, 렌트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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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州)를 돌아다니곤 한다.

가끔, 그 여행기를 써내긴 했으나, 잡필이

고 보니 별로 읽혀지지 않았으리라 자괴(自

愧)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동해안 길 드라이브를

좋아했다. 

특히, 송정에서 대변항으로 이어지는 해

안 길과, 영덕 강구항에서 울진사이의 해맞

이 공원길과 영덕 대게로길, 울진 오징어거

리와 근남 해안도로를 찾기도 하고, 오가는

길에 피곤해지면, 백암과 경주에 들러, 휴식

을 취하기도 했다.

10월은 드라이브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 시기를 놓칠세라, 이 글을 쓰다가, 갑

작스레 발심하여, 1주일 예정의 국내 드라이

브 길에 나서기로 했다.

10월 16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서진주를

거쳐, 그동안 여러 차례 지나다니면서도 들

르지 못한, 전북 진안의 마이산공원과 충남

논산에 들렀다가, 대전에서 일박하고, 공주

와 예산을 지나 덕숭산 수덕사를 찾고, 당진

을 거쳐 삽교천, 아산만 두 방조제를 지나,

화성에서 안산으로 빠져 시화방조제를 거친

다음, 인천대교를 건너 인천 국제공항에 들

렀다가, 서울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보

고, 한 이틀 쉬었다가 하부(下釜)하는 일정

을 짜보았다. 

첫날, 대전 숙박지외에는 호텔예약을 하

지 않고, 수시 편리한 대로 숙소를 잡기로 하

였다. 

이번에, 후쿠오카 변호사회와의 23회 정

기 교류회를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는, 더욱

발분(發奮) 하여, 국내 시골길 드라이브 여

행에 주력(注力) 할 생각이다. 

7. 맺는 말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핸들을 잡을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지만, 체력 관리만 잘

해 나간다면, 10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인명재천(人命在天) 이고 보니,

자신(自信) 할 일은 못될 것이다.

만일 그 사이에, 핸들을 놓아야만 될 사정

이 생긴다면, “길 없는 길” 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  

봄      길.                 

시인  정 호 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2013 .  10.  12 서재에서 끝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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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자동차여행 준비

한 8년전에 아들과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

유럽 여행을 이번에는 자동차여행으로 결정하

고 여행준비를 시작했다. 

유럽은 자동차로 여행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

데 우선 국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유럽전지

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또한, 유럽엔 사람

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너무도 많다. 기차나 버스론 가기 힘들지만 자

동차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럽 구석구

석을 둘러볼 수 있다.

자동차여행에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

은 네비게이션이다. 특히, 유럽은 교차로가 많

고 길이 복잡하므로 네비게이션이 없이 지도만

보고 다닐 수 없어 네비게이션은 필수다. 유럽

여행에 많이 쓰는 네비게이션은 톰톰이나 가민

이다. 새것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나, 인

터넷 중고장터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깨끗하

게 쓰고, 여행을 다녀와서 되팔면 손해나는 일

은 없다.

유럽자동차여행을 위해 네비게이션을 구입할

때 유의할 점은 지도(맵)인데 유럽전체지역을

지원하는 지도를 탑재했는지, 서유럽 지도만 탑

재했는지 미리 알아보고 구입해야한다. 동유럽

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필히 동유럽을 포함한

지도를 탑재한 네비게이션을 구입해야 한다. 물

론 네비게이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

도만을 추가 비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자동자여행의 장점은 일정이 자유롭다는 것

이다. 굳이 예약할 필요도 없고 일정을 자유롭

게 변경하여 다른 곳을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한정의 자유를 누리자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

고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사

전에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체적인 일

정을 정하고 여행루트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고성가도, 체코 여행

李 泰 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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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동차여행 루트를 짜는데 매우 유용

한 툴로 오토루트(autoroute)가 있다. 오토

루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놓은 컴퓨

터 지도 프로그램이다. 오토루트는 영국 M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정품으

로 다운 받는 가격은 당시 약 8만원 정도였

지만 평가판(free  trial version)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었고 60일간 사용할 수 있었

다. 대부분의 자동차여행이 그렇듯 한달 이

면 충분하고 두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평가

판으로도 준비는 충분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는데 2013년

평가판은 아쉽게도 14일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정품을 다시 받지 않고는 현지에서 계

속 사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아직도 루트를

짜는데는 쓸모가 있다. 

오토루트를 컴퓨터에 구동하면 복잡한 유

럽지도가 뜬다. 지도 위에 마우스를 놓고 드

레그하면 지도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유럽

자동차여행 루트를 짜는데 필요한 기능이

오토루트 플래너이다. 루트 플래너로 들어

가서 지도 위 가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올려

놓고 출발지나 경유지로 추가하면 하나의

루트가 만들어진다. 가고 싶은 곳을 계속 추

가하여 최종적인 루트가 완성되면 이 루트

에 대한 합리적 경로와 정확한 거리까지 표

시된다.  

유럽 자동차여행 루트를 짤 때 명심할 것

은 하루에 너무 많은 거리를 계획하지 말라

는 것이다. 오토루트를 이용하여 주행거리

를 확인하면 자동차여행 일정을 계획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자동차 여행에선 하루에

250-350km가 하루의 적정한 이동거리라

고 생각한다.

오토루트는 여행 루트를 짜는데 유용하지

만 실제 네비게이션으로도 쓸 수 있다. GPS

수신기를 노트북 USB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지적 호기심이 발동해 집에 있는

넷북을 가지고 가기로 하고 가격이 많이 내

려간 GPS 수신기를 4만원 정도에 구입했

다. 그러다 보니 네비게이션도 독일 현지에

도착하는 첫날은 GPS 수신기와 넷북을 가

지고 호텔을 찾아가기로 하고 해외 사이트

에서 톰톰 네비게이션을 저렴하게 구입해

독일 호텔로 배송하도록 여유를 부릴 수 있

었다. 여행 첫날 도착하게 될 프랑크푸르트

의 호텔에 먼저 메일을 보내 우편물을 받아

서 보관해주겠다는 허락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럽의 대표적 여행지로 흔히들 드는 고성

가 도 (古 城 街 道 )는  독 일 어 로  Bu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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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sse, 영어로 Old Castle Street라고 표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고성을 볼 수 있는 루트로

유명한 로만틱가도와 더불어 아주 인기가 높다.

유럽전체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고성가도는 독

일의 만하임을 출발해 하이델베르크, 뉘렌부르

크 등을 거쳐 밤베르크에 이르는 고성이 있는

도시를 거치는 루트를 말하고, 로만틱가도는 옛

날 로마제국의 전성기에 독일에서 로마에 이르

는 도시를 거치는 루트를 말하는데 물론 군데군

데 고성이 있다. 고성가도는 이제 관광지를 확

장 연결을 하여서 독일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체코의 몇군데 고성이 있는 도시를 거쳐 프라하

를 종점으로 잡기도 하면서 전체 길이가

1,000km나 된다. 

나는 자동차가 지나는 지역마다 아름답고 특

색있는 고성을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여러 차례 여행 루트 만들기를 반복한 끝에 교

통이 좋아 접근이 쉬운 프랑크푸르트를 출발지

로 삼아 하이델베르크, 뉘렌부르크 등의 고성가

도를 거치고 로만틱가도의 뷔르츠부르크를 포

함하고 옛 동독의 드레스덴을 지나 체코의 프하

라와 체스키크롬로프의 아름다운 고성까지 여

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최종적인 일정과 여행 루트가 완성되

면 각 루트의 숙박지에 적당한 호텔을 미리 예

약하도록 하고 전체 여행 일정과 비행기 출도착

시간에 맞추어 렌트카를 예약하면 유럽 자동차

여행 준비가 끝난다. 다만, 서유럽에서 자동차

를 렌트해서 동유럽까지 여행을 하고자할 경우

는 렌트시에 조심할 것이 있는데 서유럽국가들

이 동유럽국가의 치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운

행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도

록 하고 너무 값비싼 차는 렌트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좋다.

2.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

부산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덕에 일본

을 경유한 비행기가 다음날 오후 6시경 프랑크

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라운지를 빠져나

와 허츠(Hertz)렌트가 카운터에서 렌트예약메

일을 보여주었더니 간단하게 확인을 마치고 카

드로 요금을 결제하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구역을 가리켜줬다. 지하 주차장에는 주행

거리가 아직 3천미터도 넘지 않은 그야말로 새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포드포커스의 시

동을 켜고 GPS 수신기를 부착한 넷북을 차량

USB에 연결한 다음 오토루트를 구동시키고 지

상으로 나왔다. 수신기가 GPS를 확인해 넷북으

로 전송하자 오토루트에 현재 위치가 나타나고

안내소리도 들렸다. 공항 앞에 있는 고가도로와

어지러운 교차로 때문에 쉽게 분간이 되지는 않

았지만 여행루트에서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해놓

은 호텔을 향해 출발했다.

잠시 후 복잡한 공항주변을 벗어난 차는 말로

만 들어보던 아우토반으로 진입했다. 편도 6차

선이 넘는 고속도로가 아주 시원스럽게 뻗어있

었다.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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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니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정말로 빨

랐다. 나도 차의 속도를 점차 가속해 아우토

반을 달리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었다. 속

도계를 연방 보면서 앞뒤좌우의 속도를 짐

작해보는데 특히 일차선을 주행하는 고급차

들의 속력은 아마도 시속 230 km는 충분히

될 것 같았다. 나도 2차선, 1차선으로 차선

을 변경해가면서 아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속 200 km를 가뿐하게 넘기는 기쁨

을 만끽했다.  

아우토반을 벗어나 프랑크푸르트 시가지

에 다시 들어섰다. 갑자기 지하차도와 교차

로까지 겹쳐서인지 GPS 수신이 잘 안돼서

인지 오토루트가 제 역할을 못한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주변풍경을 비교해 위치를 확

인했다. 오토루트는 재가동되었으나 안내소

리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옆좌석에 앉은

딸의 지원을 받아가며 가까스로 호텔에 도

착할 수 있었다.

오토루트의 한계를 경험해서인지 호텔에

체크인하자마자 독일 이베이로부터 도착된

소포가 있는지 물었다. 카운터 직원이 수리

중인 호텔방이 있어 처음 예약과 다르지만

패밀리룸을 두 개의 방으로 바꾸어도 되겠

는지 양해를 구하고 우편물을 건네주었다.

호텔 주인의 이름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톰톰네비게이션과 내이름으로 받은 독일 이

베이로부터의 편지까지 있었다. 배송만 현

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의 주소를 이용

해 독일 이베이에 직접 가입하려고도 시도

했지만 확인편지가 호텔로 갔던 탓에 비번

응답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가입을 포기하

게 만든 편지였다.      

깨끗한 싱글룸과 트윈룸을 확인하고 저녁

을 먹을 겸해서 호텔이 있는 주변 거리를 산

책했다. 지하철 역도 보이고 아담하고 조그

만 공원도 있고 대학 건물도 있다. 인근의 수

퍼마켓에 들어가 새롭고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서 돌아와

호텔방에서 톰톰네비게이션을 풀어보았다.

톰톰네비게이션은 네덜란드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독일에서 구입한 탓인지 언어가 독

일말로 설정되어 있었다. 넷북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회원가입을 하고 영어로

된 안내소리를 무료로 다운받아 내일의 여

행을 준비하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프랑

크푸르트 시내 관광을 나섰다. 프랑크푸르

트를 기억하면 괴테하우스가 먼저 떠오른

다. 대략 8년전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유레

일패스로 배낭여행을 할 때 프라하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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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하루를 머물었던 곳

이다. 그 때 프랑크푸르트를 이리저리 둘러보다

대문호 괴테의 생가로 간 적이 있는데 괴테하우

스는 내부가 실제 모습으로 재현되어 예쁘긴 하

지만 풀이 벽을 타고 자란 것 외에는 외부가 다

른 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기억이다. 지

금은 해병대에 들어간 아들이 개성이 코앞에 있

는 말도라는 곳에서 근무중이어서 함께 오지 못

한 사실이 새삼스레 아쉬워지는 순간이다. 

프랑크푸르트의 대표적 볼거리인 뢰머(Roe-

mer) 광장을 네비게이션에 찍어 도착한 곳에서

노변 주차를 했다. 주차미터에 두시간 남짓 코

인을 넣고 영수증을 앞유리 아래에 두고 프랑크

푸르트 대성당을 향해 걸어갔다. 마침 민트색으

로 예쁘게 단장된 트램이 지나가는 대로 주변에

늘어선 아름다운 상점을 지나 소로에

들어서자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이 나타

났다. 프랑크프르트 대성당은 뾰쪽하

고 높게 솟은 시계탑하며 갈색의 벽면

모습에 이르기까지 약간 웅장한 매력

이 있는 건물이었다.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독일

아주머니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안내를

자청한다. 팜플렛을 보여주며 친절하

게 설명하는데 아내가 우리 남편이 독일어를 잘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반색을 하며 갑자기 독일

말을 쏟아낸다. 장난스런 아내를 탓하지 못하고

거의 잊어버린 독일말에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

를 했더니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의 유래와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여행 때도 프랑크푸르트를 꼭 방

문해달라는 인사를 하는 독일 아주머니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나서 역대 황제 대관식이 거

행되던 고딕 양식의 거룩한 대성당을 나와 마인

강변으로 향했다.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아주 많은데다 넓은 도

로들까지 보게되면 푸랑크프르트의 첫인상은

신도시 느낌이 아주 강해지지만 대성당을 뒤로

하고 마인강변으로 내려오자 전원도시의 신선

함이 느껴진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강가

에서 한가로이 떠있는 유람선과 건너편의 도시

를 고즈넉이 바라보니 지금이 무더운 한여름이

라는 것을 잠시 잊게 한다.  

뢰머광장 근처로 되돌아가는데 모양이 너무

예뻐 중세 판타지 세계에 온 듯 착각하게 만드

는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고대

‘로마인’들이 이곳에 정착하였기에 뢰머(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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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 ‘Roman’의 독일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시청사 앞 분수를 중심으로 광장이

형성되어 있다. 광장 한 켠의 맥주가게 앞 야

외 테이블에 설치된 많은 파라솔들을 보더

니 딸이 이 거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한다.

안타깝게 공사중인 현장이 많아서 그런지

칼과 천칭을 들고 있는 뢰머 광장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고 근처

에 사진 찍는 관광객도 많지는 않았다. 레스

토랑과 사이좋게 붙어 있는 숱한 상점과 갤

러리가 제각기 멋을 뽐내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한층 정감이 느껴지

는 곳이다. 따가운 햇살 속에서 나

누는 짧은 만남이겠지만 마냥 즐거

운 모습들이라서 우리도 잠깐 짬이

라도 내서 커피 한 잔 하는데 계속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프랑크푸르트 근교도시이자 고성

가도의 첫 목적지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바쁘게 차를 출발했다. 하이델

베르크는 독일어를 배울 때 ‘황태자의 첫사

랑’이란 원서를 교재로 삼아 읽으며 꼭 가보

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곳이다. 그래

서 그런지 거의 10년전에 시리아를 다녀오

던 때 비행기 스탑오버를 이용해 이미 당일

치기 여행을 한 적도 있어 마치 황태자가 첫

사랑을 다시 보는 듯한 반가움이 앞섰다. 하

이델베르크 마을광장에 도착해 광장의 지하

주자장으로 들어가 무인기계식 주차를 했

다. 마을광장 바로 옆에는 하이델베르크 대

학이 있는데 대학 건물은 마을의 예쁜 집들

이나 상점 건물과 어우러져 구분이 잘 안가

는 편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현재 독일

내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으로 유명하다. 하

이델베르크하면 학문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할 정도로 1386년 세워

져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종교혁명의 중심지였던 하이델베르크에 16

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각계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문화와 학문의 요람을

이룬 곳이다.

멀리 마을 위로 보이는 하이델베르크성에

가자면 언덕길을 한참 올라야한다. 완만하

지만 꽤 힘들었던 길과 수많은 계단을 거쳐

드디어 하이델베르크성에 도착했다. 하이델

베르크성에 오르는 곳곳에서 하이델베르크

를 내려다 볼 수 있지만 하이델베르크성안

에 들어서면 비로소 여태까지 느끼지 못한

하이델베르크의 매력을 듬뿍 느끼게 된다.

하이델베르크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이델

베르크 도시의 풍경은 정말 멋있다. 누구든

지 넥카강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도시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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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에 또 있

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되는데 역시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내는 독일을 다녀온 후 하

이델베르크가 잊지 못하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늘 말한다. 하이델베르크 성 내부로 들어가는 것

은 입장료를 따로 내야하지만 하이델베르크의

묘미는 하이델베르크성안에도 있으므로 돈이 아

깝지 않을 것이다. 성안에서 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의학박물관인데 당시 서양의 의학이

라는 영역과 수준은 우리네 동양의학의 그것들

과 다르지 않았다는 개인적 느낌을 받았다.     

하이델베르크성 외부 정원은 입장료 부담없

이 그냥 둘러볼 수 있다. 외부를 둘러보는 것만

으로도 하이델베르크 성은 정말 멋이 있다. 군

데군데 무너진 곳을 약간만 수리한 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몇백년 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

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정말 좋

았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하이델베르크성

의 정원은 1616년에서 1619년 사이에 세워진 것

으로, ‘호르투스 팔라티누스’(왕의 정원들)이라

는 이름도 붙어 있는데 당시 세계의 여덟번째 불

가사의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3. 로텐부르크 

고성가도의 두 번째 목적지인 로텐부르

크의 정식명칭은 로텐부르크 옵 데르 타우

버(Rothenburg ob der Tauber) 즉, 타우

버 강변의 로텐부르크라는 뜻이 된다. 흔히 로

텐부르크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곳은 고성가도

와 로만틱가도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두

가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중

세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중세 도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로 유명해서, 독일의 중세마을

이나 동화마을이라고 하면 로텐부르크를 떠올

리는 사람이 대부분일만큼 매년 수많은 관광객

들이 찾고 있는 유명한 관광 도시다.

우리는 로텐부르크 구시가의 서쪽에 있는 역

근처의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별도의 주차요금

은 없었다. 우선 자동차를 이용해 마을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난 후 도보로 관광을 시작했다. 

로텐부르크는 마을 전체가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성벽에 올라 성벽을 따라 걸어다닐 수도

있다. 성벽바깥에 야외 주차장이 자리해 있는데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문을 통과하자 어여쁜 모

습의 마을이 우리를 맞이한다. 삼각형으로 뾰족

이 솟은 붉은 지붕에 동화풍의 알록달록한 벽면

과 화려하면서도 개성 있는 간판을 가진 중세

건물이 아기자기하게 박힌 보도의 돌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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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을에는 웅장한 성당도 있고 형형색색의

예쁜 집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

는 것은 정말 수많은 상점들이 자리해 관광

객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이었다. 쇼핑을 좋

아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지만 특히 아기자

기한 소품을 좋아한다면 눈이 돌아갈 정도

로 예쁜 물건들이 진열된 수많은 상점을 쉽

게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그림 같기만 한 로텐부르크의 거리

에 위치한 쇼핑 명소의 하나인 테디 랜드

(Teddy Land)에 들어갔다. 입구에서부터 커

다란 테디베어가 맞이해 주는 그 곳은 그야

말로 테디베어 천국인데 테디베어 인형은

기본이고 테디베어를 이용한 책과 문구용

품, 인테리어 소품까지 온통 테디베어 빼고

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곳이다. 다음으로 간

곳은 바로 로텐부르크 최고의 인기명소인

크리스마스 상점(Kathe Wohlfahrts)인데

설사 입장료를 받더라도 가보고 싶을 정도

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다. 커다란 상점

입구에서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

기더니 크리스마스에 관련한 소품들을 다양

하게 판매하는 실내에 크리스마스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 사람들에 섞여 이쪽 저쪽 아

래층 위층을 오가다 보면 신기한 마술에 빠

진 듯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기 십상이다.

상점가를 지나다가 로텐부르크의 명물과

자인 슈네발(Schneebal)을 파는 곳을 만났

다. 귀국해서 보니 백화점 같은 곳에 매장이

입점해 있어서 신기했다. 슈네발이란 '스노

우볼(Snowball)'이라는 뜻으로 마치 눈뭉치

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밀가

루 반죽을 동그랗게 말아 튀긴 후 설탕 파우

더나 시럽, 초콜릿 등을 입혀 완성시킨다.

슈네발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상

점에 들어가서 한 번 사먹어 보니 설탕이 발

라진 겉부분만 먹을만 하고 안쪽은 푸석푸

석한 밀가루 빵을 먹는 느낌이지만 맛은 있

었다. 우리는 슈네발 한 박스를 더 구입해 여

행하는 내내 두고두고 잘 먹었다.

시청사(Rathaus) 건물 옆으로는 그 유명

한 마이스터트룽크(Meistertrunk)가 자리

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마이스터트룽크

는 의회연회관 건물에 설치된 움직이는 인

형 시계를 부르는 말인데 30년 전쟁 당시,

로텐부르크를 점령한 틸리 장군은 의원들과

의 연회 자리에서  누군가 3.25L짜리 와인

을 단숨에 마시면 로텐부르크를 살려주겠노

라는 약속을 했고 그 때 시장이 나서서 와인

을 단숨에 마셔버리고 로텐부르크를 구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인형극으로 재현되

고 있다고 한다.

로텐부르크의 중심거리를 일직선으로 걸

어가면 마르크트 광장(Marktplatz)에 도착

한다. 로텐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로

로텐부르크를 소개하는 책자나 엽서에 꼭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지역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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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트 광장은 로텐부르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관광 안내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관광 명소가 이곳을 중심으

로 모여 있는 이곳에서 저녁을 먹기

로 했다. 식당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바깥 대로에 있는 야외용 식탁에 앉

아 먹기로 하고 각자 기호에 따라 고

기와 야채 접시에 쌀밥과 음료까지

주문을 했다. 나중 계산을 할 때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들이 있는 이곳이 나

온다고 소개하며 자기의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만든 예쁜 엽서를 주었다.

4. 뷔르츠부르크

아침 일찍 로만틱 가도가 시작하는 뷔르츠부

르크(Wurzburg)로 왔다. 뷔르츠부르크는 마인

강(Main River)에 면해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이에른 지역에 있는 인구 10만의 중소도시다.

뷔르츠는 풀잎, 부르크는 언덕이라는 뜻이므로

합쳐보니 뷔르츠부르크는 풀잎 언덕이라고 할

수 있다. 뷔르츠부르크는 정말로 푸른 숲과 포

도밭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것을 마리엔베르크요

새에 가보면 잘 알 수 있다. 

자동차가 뷔르츠부르크의 시가지에 들어서는

데 아름다운 마인강이 보였다. 한가로운 구시가

지에 차를 주차하는데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뷔르츠부르크의 구시가는 한산했다. 마리엔 성

당(Marienkapelle)과 레지덴츠(Residenz)궁전

을 찾아 나선 길에서 만난 이름모를 성당은 보

통의 성당 외부가 석회느낌의 하얀색인데 비해

황토색 느낌의 투박한 느낌이 든다. 뷔르츠부르

크는 100개의 교회가 았는 도시라는 별칭이 있

을 만큼 많은 종교건물들이 보존되어 있으니 당

연한 일인지 모른다.

결국 길을 잘못 들어 뷔르츠부르크역까지 갔

다가 되돌아오는데 구시가 이곳저곳을 걸으면

서 가끔씩 보이는 아름다운 올드타운의 파란하

늘이 너무 좋다. 마리엔 성당을 보고 노이뮌스

터교회를 만나고 시청사가 있어 뷔르츠부르크

의 중심이라고 해야 하는 마르크트 광장에 이르

렀다. 예쁜 트램이 다니는 거리와 광장은 사람

들이 제법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광장앞

벤치에 앉아 잠시 망중한을 즐긴 후 광장 한켠

의 여행안내소에 가서 지도를 받아들고 마리엔

베르크요새(Mariendberg Fortress)를 향해 걸

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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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엔베르크요새로 가기 위해서는 알테

마인교(Alte Mainbrucke)를 건너게 된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 위에 놓인 다리에 서

서 언덕 쪽을 바라보면 마리엔베르크요세가

있고 지나온 곳을 뒤돌아보면 아기자기한

중세풍의 마을 모습이 아름답다. 알테 마인

교는 난간 양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여러 개

의 조각상들 때문에 프라하에 있는 카를교

와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알테 마인교를 건넌 다음 뷔르츠부르크요

새로 가는 방법은 트램, 버스 등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짐이 많지 않는 한 걸어서 터널을

지나고 풀잎언덕 길을 걷다 보면 포도 농장

이 나온다. 마리엔베르크요새는 푸른 풀밭

과 포도 농장을 아래에 두고 언덕 높이 우뚝

서 있다. 마리엔부르크요새는 화려한 외관

에 비해 내부는 수수한 편이지만 마리엔부

르크요새에서 내려다보는 뷔르츠부르크의

경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한참을 올라야 할 높이의 마리엔베르크 요

새를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

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뷔르츠부르크

의 전경 때문이 아닐까 한다. 잔잔하

게 흐르는 마인강을 따라 형성된 빨간

색 지붕의 뷔르츠부르크 시내의 풍경

은 한참을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 다시 돌아 내려온 알

테 마인교에서 올려다보는 마리엔부

르크요새의 모습과 한폭의 그림같은

마인강의 풍경도 꽤 마음에 들어서 긴 시간

동안 다리 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은 후

다음 목적지인 뉘렌베르크로 떠났다.

5. 뉘렌베르크

뉘렌베르크(Nuerenberg)는 뷔르츠부르

크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도 되지 않는 거리

에 위치해 있다. 뉘렌베르크는 독일의 고성

가도의 마지막 도시로 구시가지 전체가 중

세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역사․문화적으로 깊은 매력을 듬뿍 발산하는

아름다운 여행목적지이긴 하지만 한국인 여

행가들에게 그 진가에 비해 의외로 잘 알려

져 있지 않은 곳이다.

뉘른베르크는 1세기 중엽 경 하인리히 3세

가 성과 왕궁을 지으면서 번성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영화를 누려 중세 도시

로서 옛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중세시대

의 문화재가 가득한 곳이다. 그러나,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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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시대의 중심도시이기도 했던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의 거점도시가 되

어 이곳에서 유태인 말살 법령을 공포하기도 했

다. 전후에는 연합군이 독일인 전범 군사재판을

진행하기도 해 유럽과 세계 역사의 격랑에 휩싸

여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뉘른베르크는 성곽 안을 구시가지라 하고 그

바깥을 신시가지라고 하는데 성벽을 경계로 과

거의 전통문화와 현대의 첨단문화가 사이좋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한다. 역사․예술적으로 유서

깊은 구시가지는 도심을 동서로 가르는 페그니

츠(Pegnitz)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는데

강남 쪽과 북쪽은 완만한 언덕을 이루고 있지만

도보로 관광을 하기에도 그다지 큰 무리가 없다. 

우리는 구시가지의 공영주자장에 주차를 하

고 바로 중앙광장으로 가려고 생각했지만 아름

다운 강변풍경에 반해 발걸음을 옮겼다. 페그니

츠강의 한 줄기를 가로지르는 다리위에서 서는

순간 보지 못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

이 들었을 정도로 수면에 비친 집의 모습과 예

쁜 꽃들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다리를 건너 마을을 안쪽을 돌아보고 다시 중앙

광장으로 돌아가 중세 도시의 분위기가 물씬 풍

기는 뉘른베르크 구시가지 거리를 걷고 주변의

대성당과 관광명소를 둘러보았다. 성당에 직접

들어가 보고 구시가지에 즐비한 가게의 앙증맞

은 기념품들을 보다가보니 마치 영화 속에 등장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옛 중세시대로 여행을 떠

나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구시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

앙광장(Hauptmarkt)의 한 쪽에는 화려한 탑으

로 된 미의 분수(Schoner Brunnen)가 있고 광

장 앞쪽으로는 뾰족한 첨탑이 겹겹이 지붕을 이

은 프라우엔 교회(Frauenkirche)의 건물이 보

인다. 14세기의 종교 건축물인 프라우엔 교회는

1509년에 제작된 독일에서 가장 큰 인형 시계

'Mannleinlaufen'로 유명한 곳으로 매일 12시

가 되면 인형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는데 우리는 시간이 안 맞아서 보질 못했다. 

장크트 제발두스 교회(St. Sebaldus kirche)

는 뾰족한 두 개의 첨탑과 웅장한 외관이 인상

적인데 장크트 제발두스 교회를 지나면 알베르

트 뒤러 광장(Albrecht-Durer-Platz)이 나타

난다. 광장 중앙에 독일 르네상스 회화의 거장

으로 유명한 알베르트 뒤러의 동상이 세워져있

다. 뒤러가 죽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살았던 집

은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명한 소

시지 전문 레스토랑인 Bratwursthausle에 들

어가 뉘른베르거 소시지라는 손가락 크기의 소

시지를 사먹기로 했다. 소시지가 맛있게 구워지

고 있는 레스토랑은 인기가 많은 곳이라 식당

내부도 손님이 가득했고 테이크아웃만을 하는

손님들도 많아서 미리 계산을 하고 한참을 기다

린 후에야 소시지를 먹어볼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구시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탓

인지 우리의 다른 목적지였던 카이저부르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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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burg)에 가기에는 늦어버렸다. 카이

저부르크 성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들이 가

끔씩 거주했던 궁전으로 뉘른베르크의 랜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못보고 가

는 아쉬움이 컸다. 구시가의 북쪽 언덕 끝

에 위치한 카이저부르크 성은 여러 개의 건

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옛 중

세 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6. 밤베르크

밤베르크(Bamberg)는 고성가도의 조그

만 도시로 14세기경 중세 독일의 작은 도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밤베르크는 레

그니츠강을 끼고 아름다운 도시를 이룬 덕

분에 베니스에 비유해 독일의 베니스, 리틀

베니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밤베르크에 들어서 주차장을 검색하니 여

행자 안내소가 있는 마을 중앙광장 쪽으로

안내한다. 광장 아래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앞쪽 대로를 가로질러 골목길 사이로

레그니츠강을 찾아갔다. 강가에 이르니 진

짜 리틀 베니스라고 할 만한 아름다운 풍경

이 펼쳐진다. 우리는 레그니츠 강을 건너다

가 다리 위에 있는 예쁜 카페에 반해버렸다.

강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더욱 멋이 있는 카

페는 리틀 베니스의 앞뒤좌우 어느 곳이든

조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원하는 만

큼 실컷 리틀 베니스를 보기로 하고 예쁜 카

페에서 가장 야외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곳

에 자리잡고 간단한 먹을거리와 음료를 주

문했다. 잔잔히 흐르는 물결과 알록달록한

집들이 민들어 내는 아름다운 경치는 실제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와있는 느낌이 들 정

도로 강변의 경치는 운치가 있었다.

다리를 건너 약간 언덕진 길을 오르내리며

거리풍경을 감상했다. 안내 책자에는 밤베

르크는 항상 작은 도시로 소개되던데, 생각

보다 볼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

린다. 뭔가 웅장해 보이는 건물인데 네

개의 우아한 첨탑으로 둘러싸인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보아 밤베르크 대성

당이 분명했다. 대성당에 바로 붙어 있

는 구 궁전은 조각이 화려한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된다. 밤베르크는 주

교구가 1,007년에 설립된 이래 세계대

전의 피해를 받지 않아 1,000년의 세

월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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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작은 도시에 성당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했

던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밤베르크 대성당을 보고 난 후 언덕을

내려와 마을의 골목 이곳 저곳을 여행해 마침내

아름다운 구 시청사 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

다. 구 시청사 건물은 레그니츠강을 가로 지르

는 또 다른 다리 위에 있는데 밤베르크의 중요

볼거리다. 건물의 외양도 아름답지만 건물에 그

려진 프레스코화가 독특하고 아주 인상적이다.

다리 중간에 구 시청사를 세운 유래는 중세 시

대에 레그니츠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계급과

주교세력이 대립을 이루었는데 어느 누구도 시

청사의 위치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다리 중간에 구 시청사를 세운 때문이

라고 한다. 다리를 건너자 마을 근처 강폭이 넓

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레그니츠 강의 급류가 센

곳은 래프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우리는 밤베르크의 구시가지 여행을 마치고

구시가지 입구 근처의 노천 카페에 한가로이 앉

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

며 더위를 식혔다. 한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서

구시가 언덕 위로 차를 몰아 대성당 건물을 비

롯한 이곳저곳의 건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강변을 따라 내려가면서 밤베르크의 아름다운

경치를 눈에 새겼다.

7. 드레스덴

드레스덴(Dresden)은 도시를 통과하고 흐르

는 엘베강변을 따라 바로크 양식의 고색찬연한

건물이 들어서 있어 엘베의 피렌체 또는 북구의

피렌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정작 드

레스덴이 북구의 피렌체라고 불리는 숨은 이유

는 이탈리아의 예술가, 장인, 음악가들을 동원

해서 드레스덴을 건축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피

렌체를 닮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모습

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편이다.

예전에 아들과 함께 배낭여행을 하면서 베를

린에서 부다페스트를 가는 것이 너무 멀다고 느

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비인을 거쳐

프라하로 거슬러오는 루트를 택하는 바람에 결

국 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이번에는 꼭 찾아보

기로 결심하고 루트를 정했기에 서둘러 아우토

반으로 들어섰다.

뉘른베르크에서 드레스덴으로 가는 길은 좀

먼 길이긴 하지만 아우토반에서 마음껏 속도를

내고 달리다 보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다

만, 아우토반이라고 하여 전부가 무조건으로 속

도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고 중간에 공사를 하는

곳이 있거나 하면 속도 제한을 두고 있었고, 또

도중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을 때

한번씩 쉬었기에 크게 무리 없이 운전할 수 있

었다.

아우토반에서 내려와 드레스덴 시내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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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 입구부터 온통 벽에 낙서 가득한 동네

가 주는 첫인상에 뉴욕의 할렘처럼 스산한

기분이 든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

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던 건물들이 재건축되

면서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을 하게되었다고

는 하지만 건물이며 조형물이 어딘가 다르게

차갑게만 느껴진다. 옛날 동독에 속했던 탓

에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이러한 뭔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바로 ‘드레스덴에 가면 느낀

다는 옛 동독의 느낌’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지금 드레스덴은 바로크 양식의 보고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이고 외국인들이 독일

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한다.

드레스덴은 특별한 여행 방법이랄 것도 없

다. 버스와 트램이 다니고 있는 드레스덴 중

앙역을 기점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

인 프라거 거리(Prager Str)를 따라 신시가

지를 걷다가 프라거 거리가 끝날 무렵부터

시작되는 구시가지를 걸으면 그 곳의 고색

창연한 우아한 건물들

까지 하루만에 모두 돌

아볼 수 있다. 프라거

거리 양쪽에는 다양한

쇼핑상점들이 자리하고

있고 쇼핑몰도 즐비한

데 프라거 거리에서 역

시 가장 독특한 건축물

은 바로 카르슈타트

(Karstadt)백화점으로

굉장히 큰 물방울들이

쇼핑몰 벽면을 장식하

고 있다. 드레스덴의 메인 쇼핑거리인 프라

거 거리가 거의 끝나고 금박의 헤라클레스

상이 인상적인 신시청사의 건물이 보이면

구시가지가 시작된다.

드레스덴의 구시가지 관광지들은 엘베 강

을 마주하고 있는 넓은 극장 광장(Theater-

platz) 주변에 모두 모여있는데 광장 중앙에

는 작센왕 요한(Johan)의 청동기마상이 우

뚝 서있다. 극장 광장 한 켠으로 중세를 연

상시키는 마차도 지나가고 청동기마상을 중

심으로 중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관광객

들과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다. 극장 광장의

북쪽으로는 테라스끝에서 엘베 강 건너편으

로 이어지는 아우구스투스다리(Augustus-

brucke)가 보인다. 극장 광장에서 시작해 엘

베 강을 끼고 늘어서 있는 건물들이 모두 고

풍스러워 날이 저물면 엘베 강 아우구스다

리 위나 반대편 강변으로 가서 야경을 보면

흡사 피렌체의 야경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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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다고 한다.

츠빙거 궁전(Zwinger)은 극장 광장의 중심이

자 엘베 강 반대편에 있는 중심 건물로 세계 어

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바로크궁전의 걸작이

다. 츠빙거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비교적 넓

은 정원이 사각형으로 조성되어 있고 궁전의 아

래쪽에는 다양한 모습의 동상들이 츠빙거궁전

을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되어있는데 동상

들의 표정들이 너무나 리얼해 모두 사진에 담

아 두었다. 궁전의 반대편 문으로 나가자 얕은

물의 해자가 있고 예쁜 다리도 있다. 궁전 건물

은 2차대전때 파괴되었다가 후에 재건되어 현

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박물관, 동

물학박물관 등 여러 종류의 박물관들이 있는데

북쪽 회랑의 미술관에는 루벤스, 렘브란트, 뒤

레등의 작품을 포함해 15~18세기의 유럽 미술

품이 전시되어 있고 남쪽 회랑은 왕궁의 도자

기 컬렉션이 전시되고 있고 중국과 동양의 도

자기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다. 

젬퍼 오페라하우스(Semper Oper)는 츠빙거

궁전의 바른 쪽 광장 끝에 있다. 젬퍼 오페라하

우스는 건축가 젬퍼가 지은 유럽의 명문 오페라

극장으로 바그너와 슈트라우스의 작품들도 이

곳에서 공연하였으며 매해 5월말~6월초에 '드

레스덴 음악제'가 이곳에서 열린다.

츠빙거 궁전의 왼쪽 편으로 가면 호프대성당

(Katholische Hofkirche)이 있다. 호프대성당

내부로 함 들어가 보면 잿빛깔의 외형과는 다르

게, 내부는 깔끔하게 하이얀 백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크양식임을 알 수 있다. 호프대성당

은 독일 작센 주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1738~1754년에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2

차대전때 연합군의 공격속에서 피해가 거의 없

는 건물이다. 성당안에는 로코코 양식의 설교

단, 화려한 파이프오르간이 있고 양초를 전시해

놓은 것도 화려하고, 중간중간에 보이는 제단 이

곳저곳에는 성화가 걸려있다. 대성당에는 드레

스덴 시내와 엘베강을 관망할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입장료가 있지만 한번 올라가서 드레스덴

의 풍경을 본다면 입장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 

호프대성당을 지나면 호프대성당으로 에워

쌓여있는 이름하여 성앞광 장이라는 뜻의 쉴로

스광장(Schlossplatz)이 있다. 테라스끝의 큰 광

장인 극장광장의 왼편에 위치한 자그마한 광장

이다. 쉴로스광장 끝의 아치형의 문을 지나면,

바로 이곳의 대표적인 건물인, 드레스덴레지덴

츠궁전(Dresdner Residenzschloss)이 나온다.

레지덴츠궁전은 간단히 드레스덴 성(Dresd-

ner Schloss)이라고도 한다. 12세기부터 작센

공국의 역대 왕들이 살던 성으로, 증축과 복원

을 거듭해 그동안 성의 모양이 여러 차례 바뀌

어 왔는데 현재의 모습은 네오 르네상스 양식이

다. 성 안에는 교통박물관, 궁정 교회, 드레스덴

박물관 등이 있다. 고가의 보물들을 소장한 것

으로 유명한 드레스덴 박물관은 1560년경에 아

우구스투스 1세에 의해 비밀금고 형식으로 설립

되었으며, 그 당시 총 여덟 개의 전시관에 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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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스와 바로크 시대 최고의 예술품들을 소장

하고 있었다고 한다. 드레스덴 성에도 전망

대가 있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엘베강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괴테는 이곳

을 ‘유럽의 테라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레지덴츠궁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치형

의 문이 있는 건물의 오른편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좁은 길이 있는데 바로 아우구스

투스거리(Ausgustusstrasse)다. 아우구스

투스거리의 한편에는 유명한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벽화가 있는

벽의 이름이 슈탈호프벽이다. 레지덴츠궁전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공습으로 파괴되

었으나, 옛 왕궁 마굿간 외곽을 둘러싸고 있

는 아우구스투스 거리 옆의 슈탈호프벽만은

기적적으로 전화를 모면한 덕에 슈탈호프벽

에는 길이 101m, 높이 8m의 마이센 자기 타

일로 만들어진 '군주들의 행렬'(Furstenzug)

이라는 벽화가 남아 있다. 12세기 부터 작센

지방을 통치했던 35명의 역대 군주들의 모

습이 1876년 그림으로 완성되었

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1906년에

유럽 최상품의 도자기만을 생산한

다는 마이센 도자기(Meißener

Porzellan) 타일로 만들었다고 한

다. 가로, 세로 20.5cm규격의 타

일 25,000장이 쓰였다고 하는데

그 높이는9.5m 길이는 102m에

달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군주들

의 행렬’은 1127년 부터 1904년 까지 작센을

통치했던 변경백작, 선제후, 국왕 등 35명의

군주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각 군주들의 문

장이 자세히 묘사되어있다. 이외에 59명의

과학자, 예술과, 장인, 병사, 아이들, 농부들

이 등장하며, 다수의 말들과 무어인에 의해

목줄이 감긴 빈트훈트(Windhund, 사냥개

그레이하운드)들까지 묘사되어 있다. 행렬

의 선두에 새겨진 각 군주들의 모습 밑에 그

들의 이름과 칭호가 새겨져 있고 행렬의 마

지막에는 십자학교, 라이프치히 대학, 드레

스덴 기술대학을 각각 대표하여 화가 루트

비히리히터, 조각가 에른스트 율리우스 헤

넬, 요하네스 실링이 위치하며 정부요인들

의 뒤로는 벽화를 건축한  빌헬름 발터(Wil-

helm Walther)와 그의 조수가 위치하고 있

다. 현재 벽화의 등장인물은 총 94명이지만

완성 초기 벽화의 등장인물은 총 93명이었

는데, 벽화가 제작될 초기엔 여전히 재위에

남아있던 1명의 군주가 제외되었기 때문이

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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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이 벽화와 비슷하게 생긴 도자

기벽화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정조대왕능

행반차도(正祖大王陵幸班次圖)인데 2005년 청

계천을 복원하면서 만들어졌다. 청계천 광교와

삼일교 사이에 있는 장통교를 중심으로 좌안 옹

벽에 제작되었는데 가로, 세로 30cm규격의 자

기(磁器)타일 5,120장으로  높이 2.4m 길이

192m에 이르는 도자기 벽화가 병풍처럼 청계천

을 휘감고 있다. 

정조대왕능행반차도란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의

화성으로 행차하는 의식을 재현한 것이

다. 벽화에 새겨진 그림은 원래 어명에

따라 1795년에 편찬한 의궤(儀軌)의 목

판본을 본뜬 것이므로 정보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도표의 성격이 짙긴

하지만, 당시 행사에 참여한 문무백관

이 그 임무와 품계에 따라 늘어서는 차

례와 궁중의 의식 장면을 그림으로 기

록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실제 상황을 묘사

한 풍속적 기록화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청계천의 도자기 벽화는 군주들의 행렬처럼 인

위적으로 군주를 배치한 행렬이 아니라 한 군주

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실제 행렬이란 점에서

더 나은 가치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

청계천의 도자기 벽화가 세월이 지나 우리의 자

랑스런 문화유산으로 드레스덴 슈탈호프벽의

군주들의 행렬처럼 세계적 각광을 받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8. 프라하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이미 아들과 함께 배낭

여행을 한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친숙한 느

낌이 든다. 자동차는 드레스덴의 구시가에서 엘

베 강의 아우구스투스다리를 건너 프라하로 방

향을 잡았다. 프라하는 블타바 강(독일어로는

몰다우 강)을 끼고 있는데 이는 엘베 강의 지류

이므로 드레스덴에서 프라하까지는 강변을 따

라가는 길이 될 것 같았다.

체코는 원칙적으로 유로를 사용하지 않으므

로 드레스덴을 벗어나기 직전 번화가에 차를 세

우고 독일 은행에서 환전을 했는데 환률이 국내

보다 약간 높았다. 또, 체코는 통행료가 없는 독

일의 아우토반과 다르게 일주일이나 한달 단위

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리 내고 통행증을 차에

부착해야 하는 점이 성가셨다. 체코 국경을 넘

자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휴게소를 찾아 기름도

채우고 통행증을 구입했다. 곧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국도로 달렸더니 역시 예상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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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변에 위치한 이름모를

조그만 마을에 들렀는데 생각 밖으로 큰 몰

이 있어 놀랐다. 각양각색의 음식가게들이

입점해 있는 반면 물가는 오히려 비싼 편이

었다. 체코라고 기대를 했는데 소도시를 구

경하고 손쉽게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

실에 만족해야했다.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가 속도를 올렸더니

오후 네시쯤에 프라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호텔이 구시가지 중심가에 있다보니 주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

다. 주차를 미리 예약해 놓았지만 호텔 앞쪽

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 뒤뜰에 주차를 해

야했다. 뒤뜰로 가는 길이 호텔 건물을 통과

하는 것말고는 없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이 너무 어려웠다.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바

츨라프 광장으로 도보관광을 나섰다.

바츨라프 광장은 프라하의 중심에 있고

이 바츨라프 광장을 중심축으로 삼아 프라

하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닐 수 있다. 바

츨라프 광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오른

쪽으로 약간 방향만 틀면 나오는 구시

가광장은 나에겐 바로 그리운 프라하이

자 어쩌면 프라하에서 가장 마음 편하

게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이다. 얀후스 동

상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도

하면서 사색에 젖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명물 천문시계가 있는 시청사

탑 앞에서 시작해 광장 끝까지 관광객

의 허기를 채워주는 체코식 포장마차가 늘

어서 있다. 우리도 돼지 바비큐 맛을 본 후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기 위해 카를교 근처

블타바 강변으로 나갔다.

블타바 강에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오자 일

렁이는 물결은 가로등의 불빛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멋진 야경에 취해 연신 사

진을 찍으면서 강변을 따라 쉴새없이 계속

걸었다. 다리를  몇 개나 지나쳤는지 모를 즈

음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모퉁이

만 돌면 금방 호텔이 나올 것 같아 트램을 타

는 것도 단념했는데 결국 흠뻑 비를 맞고서

야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날 이른 시간에 몇 번 길을 물은 끝에

동양식품을 파는 곳을 어렵게 찾아갔다. 지

난 밤 한 동안 먹지 못한 우리네 음식이 그

리운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아주 가

까운 곳에 동양식품을 파는 곳이 나왔던 것

인데 막상 햇반의 인기가 좋아서인지 모두

팔렸다며 신라면만 몇 개 살 수 있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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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먹고 먼저 프라하 성을

보러 갔다. 

프라하성은 이미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프라하까지 와서 프라하성에 안가면 왠지

섭섭할 것 같았다. 대성당앞 주차미터기에

동전을 넣고 프라하성으로 올라가는데 약

간 가파르긴 하지만 참으로 예쁜 거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실감이 났다. 외국 공관건

물과 어울려 다양한 상점들이 문을 열고 예

쁜 장신구와 신기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고

조그만 가게에는 눈을 호강시키고 미각을

자극하는 맛난 음식들이 가득했다. 

블타바 강 서쪽 언덕위에 세워진 프라하 성은

880년 보르지보이왕부터 14세기 카를 4세에 이

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완성된 세계에서 가

장 규모가 큰 중세 성이다. 큰 규모에 비해 성

내부는 궁전이라기 보다 하나의 도시 같은 요새

의 모습을 하고 있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성

은 입구가 3개나 되는데. 성벽안에는 성 비트 대

성당, 구왕궁, 성 이르지 교회, 황금소로 등 다

양한 건축물들이 있다. 프라하성이 있는 광장

앞에서는 매일 12시가 되면 근위병 교대식이 이

루어지는데 음악에 맞춘 근위병들의 절도있는

동작이 볼만했다. 프라하성 안에 있는 프라하의

보석이라 불리는 성 비트 대성당에 들러 이루고

싶은 소망도 되새겨보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

도 기원했다. 

프라하를 막 떠나려는데 프라하의 상징적인

다리인 카를교에서 프라하를 다시 보고 싶은 마

음이 들었다. 까를교는 블타바 강의 짙고 푸른

빛과 붉은색 지붕들, 프라하성의 정취가 어우러

져 있어 프라하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까를교의 예술적 가치는

천년을 이어져 온 다리 위에 놓인 동상들 덕에

그 깊이가 더해진다. 다리의 난간 양쪽에 세워

져 있는 성서 속 인물과 체코의 성인 30인의 조

각상들은 각자의 개성과 사연을 지닌 채 까를교

의 볼거리를 더해 준다. 카를교를 걸어서 블타

바강 한 가운데로 나와보니 파란 하늘 아래 옥

빛 물가에 빨간 고딕양식의 건물로 가득하다.

딸과 아내가 카를교에서 보는 프라하의 풍경에

저절로 행복한 마음이 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껏

감상할 시간을 주고 화약탑 옆에서 만나기로 약

속을 하고 혼자서 대성당 광장으로 걸어가서 주

차한 차를 찾아왔다.

프라하를 떠나면서 되짚어보니 불타바강과 프

라하의 모습은 처음 배낭여행을 하고 늘 잊지 못

하던 그대로라는 느낌이다. 감개무량이란 말과

함께 프라하라는 단어가 심어놓은 예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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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로 떠오르며 가

슴 벅찬 감동으로 이어져 한없이 행복했다.

9. 체스키크롬로프

우리는 체코에서 프라하만큼이나 아름다

운 도시 체스키크롬로프로 향했다. 체스키크

롬로프란 ‘체코에 있는 말굽처럼 휘어진 강

에 둘러싸인 풀밭’이라는 뜻이다. 체스키크

롬로프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km

떨어져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근처에 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온 자동차가 아름다운

숲과 벌판을 지나 체스키크롬로프라는 표지

판이 보이는 길목으로 접어들자 파란 블타

바강에서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보헤미아의 진주라 불릴 만큼 아

름다운 체스키크롬로프는 체코가 공산 국가

였던 시절에는 그저 낙후된 도시에 불과했

다. 1992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300여 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 유적으로 등록되었으

니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타바 강이 마을을 S자형으로 감

돌며 흐르고 있는 언덕 위에 붉은 지붕과 둥

근 탑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

하는 도시로 우리의 하회마을 같은 지형을

갖고 있다. 고딕 양식의 성이 13세기경 이곳

에서 지어지면서 체스키크룸로프 마을이 시

작되어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건물

들이 일부 추가 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 지

어진 건물은 거의 없어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곳이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아담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호텔 뒤뜰에 주차를 한 다음

단숨에  블타바강쪽으로 걸어가 자그마한

다리 위에 섰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붉은

기와집의 예쁜 지붕과 둥근 탑은 파란 강물

과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살짝 굽어있는 소로를 따라가니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나오기 시작한다. 체코인의 아

기자기한 예술감각이 돋보여 사고 싶은 것

도 많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언덕위로 올라

가는데 눈을 즐겁게 하는 예쁜 카페

들도 즐비하다.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작은 광장을 중심으로 둥

글게 형성된 분홍 노랑 주홍의 앙증

맞은 집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광장

위쪽의 여러 골목길 중 하나를  골

라서 계속 걸어가니 사각형의 붉은

기와집과 그사이에 우뚝 우뚝 솟아

있는 아름다운 탑들이 눈아래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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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역시 와 볼만한 중세 고성지역이라는 것

을 실감하면서 강 건너편과 체스키크롬로프성

의 뾰쪽한 탑들이 잘 보이는 장소를 배경으로 사

진을 찍었다.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성으로 가

기 위해 언덕을 내려가는데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에 역시 예쁜 까페와 레스토랑이 군데군데

박혀있다. 

강변에 도달해 성으로 연결된 이발사의 다리

를 건넜다. 라제브니키교라 불리는 이발사의 다

리는 영주들이 살던 구시가지와 그들을 모셨던

하인들이 거주지였던 라트란거리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성주의 아들과 이발사 딸의 슬픈 사

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다리 위에는 십자가

에 못 박힌 예수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이곳의

수호신인 성 요한 네포무크 조각상이 있다. 강

을 건너면서 보니 강변을 따라 성으로 직진하

는 다른 다리는 마침 파손이 되어 다시 복구 공

사를 하고 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골목골목 사이로 중

세의 향기가 물씬 나는 자갈돌길이 이어진다.

깜찍한 카페들, 주황색 지붕의 아기자기한 집들

을 보면 감성을 자극하는 동화책의 이야기에 나

올법한 앙증맞은 풍경이 펼쳐진다. 조금 가파른

길을 오르는데 체코의 전통 빵인 ‘뜨레들로

(Trdlo)’를 팔고 있는 작은 가게가 나온다. 길다

란 쇠 봉에 밀가루 반죽을 돌돌 말아 그 봉이 빙

빙 돌아가면서 빵을 굽는 식인데 체코에서 흔하

게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관광지라는 탓

으로 가격은 비싼 편이었고 우리나라 극장이나

휴게소에서 쉽게 맛보는 츄러스의 맛이 났다.

체스키크롬로프성 바로 옆에 이르자 골목길

에 임시 시장이 서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 있고 현지 생활상

을 반영하는 온갖 물건도 다 있다. 우리는 잠시

구경을 한 후 성안으로 들어갔다. 체스키크롬로

프성은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번째로 큰

성으로 지은지 700년이 지났음에도 중세의 모

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예쁜 성이다.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조폐소,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을 재현해 놓고 있어 중세 귀족의

생활상을  듬뿍 느껴볼  수 있다. 성의 일부로

건축된 망토다리는 절벽위에 세워져 있어 환상

적인 마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망토다

리를 건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자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꽃이 만발해 있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특이하게 중국음식점이 있는 것

을 발견했다. 각자 요리를 시켜놓고 시원한 맥

주를 마셨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보며 쉬는 것도

한적하고 조용한 동화마을에서는 또 다른 즐거

움이 되었다.

다음날, 호텔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아침을 먹

고 아직 한적한 강변을 산책했다. 오랜 세월의

풍상의 흔적을 담은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파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햇살이 물위에서 산

란하기 시작하는 동안 시골마을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었다. 체스키크롬로프는 유럽의 숨은

보석을 찾아 여행하는 루트에 딱 들어맞는 느낌

이 나는 그런 곳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중세의

풍경이 있는 마을에서 여유롭고 차분하게 볼거

리 있는 여행을 함으로써 아마 우리에게 한층

성숙된 사색을 할 수 있는 감성이 절로 생겨났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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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환경탐방기

(환경특별위원회)

이준혁 가족*

2013.5.24.부터 5.26.까지 환경특별위원

회의 사업 일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와 환경산업 등 이해를 목적으로 큐슈일원

으로 환경탐방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환경탐방은 가족을 포함하여 여행하기로

하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준혁이

를 대동하기로 하고 함께 환경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가족들로 오래동안 환경특별위원

회에서 같이 활동한 변호사들이고, 또 변호

사들이 대동한 가족중에 자녀는 초등학교 5

학년 남학생 3명과 4년생 여학생 3명이 포

함되어 있어서 비교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탐방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의 이번 큐슈탐방여행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관관여행으로 가는

코스가 아니라 환경을 주제로한 테마 여행

이고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시야를 넓힐수

있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

여 아들을 대동하여 여행하게 되었는데, 탐

방을 떠나기전 아들에게 여행의 취지를 사

전에 일러둔 때문인지, 탐방기간 동안 아들

이 조그만 노트에 여행과 관련한 것을 기록

하는 모습을 본 다른 환경특위소속 변호사들

이 아들에게 환경탐방여행기를 써보도록 권

유를 하였기에 여행을 마친후 후기로 아들의

관점에서 환경탐방기를 쓰게 하였습니다.

환경탐방개요

2013.5.24.부터 5.26.까지 2박 3일간 큐슈일원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후쿠오카 하

카다항을 통한 선박 왕복 여행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가족(환경특별

위원회 위원장인 강동규 위원장과 부인, 신입변

호사인 고주연 변호사 자매를 포함하여 변호사

와 변호사 가족 22명)   

시/시조

수필

소설

* 이덕욱 변호사의 아들

기행문



아래의 내용은 아들이 쓴 환경탐방기이고 주

석은 당 변호사가 부기한 내용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부

터 5월 26일까지 “규슈

환경탐방”을 주제로 하

여 일본 규슈지역을 다

녀왔다. 규슈는 일본 열

도의 주요 4개의 섬 중

하나로, 혼슈의 남서쪽

에  있 으 며 , 면 적 은

42,154㎢이고 인구는

14,763,715명(2000년 기준)이다. 규슈의 여름

은 매우 후덥지근하여서 한국의 여름보다 더 견

디기 힘들다. 반면에, 규슈의 겨울은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부산, 경남지역보다 산악지대가 많

아 오히려 눈은 더 많이 내린다. 여행을 같이 가

게된 친구들이 상윤이와 태훈이로 2명이나 되

어서 여행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었고, 즐거웠

다. 지금부터 3일동안 여행갔던 곳을 말하겠다.

※5월 24일(금)

배를 9시경에 타기 시작해서 12시에 하카다

(博多)항으로 도착하였다. 하카다는 후쿠오카

(Fukuoka, ふくおか, 福岡[복강])에 있는데, 후

쿠오카와 통합되면서 하카다라는 지명이 영원

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

카다라는 지명을 쓰게 하였다. 후쿠오카공항밖

으로 나가보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껌이 하나

도 없었고, 길거리가 매우 깨끗했다. 일본인들

은 시민의식이 정말 뛰어난 것 같다.

가장 처음으로 규슈 에코타운 1) 으로 갔다. 에

코 타운 사업이란, 다양한 폐기물을 다른 산업

의 재료로 활용해 폐기물을 남김없이 처리하는

것(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하여 친환경적인 사

회 구축을 시도하는 사업이다. 기타 규슈는 100

년 전까지만 해도 공업지대라서 오염이 매우 심

각하였는데, 1970년부터 환경 정화운동을 시작

하고 1997년 드디어 규슈 에코타운을 세우면서

환경이 많이 회복되었다. 이곳에서는 알뜰하고

구체적이게 쓰레기를 잘 정화하고, 재활용한 물

품들을 분리하며, 환경과 산업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다. 우리 부산도 심한 공해로 고통을 겪다

가 세계적인 녹색도시가 된 기타규슈를 본받아

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 성천각 호텔로 갔다. 여기는 규슈 외

곽 지역이라서 앞에는 울창한 산과 시원한 호

수, 뒤쪽으로는 따뜻한 온천이 있어 기억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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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타큐슈 북부해안쪽의 종전 공장지대를 환경, 리사이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키타큐슈 에코타운 플랜에 따라 키타큐슈시 전역

에 대하여 환경 산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에코타운은 환경수도를 표방한 키타큐슈의 대표적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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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것 같았다. 특히 노천탕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안은 따뜻하고 위는 시원한, 사람에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

을 보면서 푹 쉴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또,

성천각 호텔의 노천탕에는 불순물로 보이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순물이 아닌 유

노하나라는 온천물질이다.

※5월 25일(토)

꿈속의 풍경 같았던 성천각 호텔과 이별의

시간을 갖고 가장 먼저 갔다온 곳이 핫츠비

루2) 지열발전소였다. 핫츠비루 지역발전소

는 오이타현 쿠스군 쿠노우쵸에 있는 큐슈

전력의 지열발전소이다. 쿠쥬연산이 있어

이곳 밑에 있는 지하 깊은 곳에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있는데, 비가 올 때 빗물을 지

하 깊은 곳의 용암으로 증발시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한다. 발전기는 1호기와 2호기로

나뉘어져 있고 1개당 55,000kW, 합계

110,000kW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은 약

200,000세대의 가정의 수요를 담당하는

능력을 가지는, 일본 최대의 지열발전소이

다. 핫츠비루 지열반전소에서 가장 인상깊

었던 것이 ‘기수 분리기’였다. 기수분리기

에서는 열수와 뜨거운 수증기를 분리하는

데, 열수를 또 가열하여 수증기로 만들어

내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세계 최초

의 방법이어서 인상깊었다. 지열발전은 일

본 전력에서 작은 양을 차지하지만, 가능

성이 높고, 의미가 크다.

그 다음, 구로카와 온천마을로 갔다. 이

곳은 말 그대로 온천을 하는 마을이라는 뜻

이다. 경치가 아름답고 집집마다 예쁘게 꾸

며져 있어서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풍부한

온천수가 자랑거리인 이곳은 매년 100만여

명의 온천객이 찾고 있는 인기 온천지이다.

구로가와의 온천은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나도 여기에서 온천

2) 핫쵸바라 발전소(八丁原 발전소)는 큐슈전력의 지열발전소이다.

3) 구라카와 온천마을은 온천마을을 휴양관광지로 만들어 온천수가 흐르는 작은강을 따라 노천탕을 갖춘 료칸이 밀집되어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곳이다.

4) 큐슈에 있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수 있는 인도교로만으로는 가장 긴 다리로 관광자원화되어 있다. 다리건너편에서 기념으로 아

이스크림을 사주었는데 아이에게는 이런게 기억에 남은것 같다. 

시/시조

수필

소설

기행문



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쭉 둘러보기

만 해서 아쉬웠다.3)

오츠리하시4)도 갔다 왔다. 오츠리하시는

390m나 되는 다리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 중 가장 긴 다리이다. 다리 사방에 폭포와

산과 같은 풍경이 있어서 좋았다. 오츠리하시

건너편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달콤하고

말끔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았다. 남녀

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소프트 아이스크

림”은 훌륭한 여행상품이라고 한다.

오구니마을은 규슈 쿠마모토현의 북동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삼나무 인공림이 빽빽한 오구

니마을 식당에서 즉석 요구르트도 먹어보고, 작

은 동물원에서 말과 양을 보았다. 철도가 폐지

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통센터 건물 1층에 있

는 기념품 가게에서 용모양 젓가락꽂이와 복호

랑이를 샀다. 오구니마을 교통센터5) 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있어 건물 자체가 명물이었다. 인근

주차창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소6) 를 보았

는데, 정말로 신기하였다. 차의 모양에서 충전

소의 모양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

이한 광경이었다.

키쿠치계곡7) 은 쿠마모토현의 아소시와 키쿠

치시에 있는 계곡이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있고, 개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뛰어난 계곡이다. 변호사 누나들이랑 멋진

사진을 많이 찍고 간다.

이번에 머무르는 호텔은 시골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온천도 실내 밖에 없었고, 노천탕은 좁

고, 호텔은 낡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좋

지 않았다.

오늘 여행하면서 신기한 점을 알아냈다. 바로

일본의 나무였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하나

같이 가지런하게 놓여있어 가이드 선생님께 물

어보았는데, 그 숲은 향나무의 종류인 히노끼나

무와 삼나무로 이루어진 인공림이었다. 히노끼

나무와 삼나무는 거의 모든 목재의 원료이기 때

문에 일본인들이 비싼돈으로 사들여서 심고 있

다고 한다. 또, 길거리에는 경차가 많았다. 차의

번호판 종류는 노란색과 흰색으로, 노란색은 경

차로, 길거리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차며,

흰색은 일반 차로, 길거리에 주차하면 안되는

차였다. 일본자동차의 종류는 혼다(Honda), 미

쯔비시(Mitsbishi), 도요타(Toyota), 니싼(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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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센터는 낡은 국철역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으로 교통센터의 역할과 함께 1층은 지역내 친환경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소로

2층은 갤러리와 정보교류를 하는 센터로 지역 산업을 소개하는 센터와 특산품판매소가 있는 유리외벽의 건물이다.

6) 방문시점에 마침 센터 주차장 옆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가 충전중이었고, 아이들이 전기자동차가 충전되는 것을 신기하게 살펴보았다.

아들이 어른이 되는 때에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보급될 것이다. 

7) 기쿠치 계곡은 개발보다는 빽빽한 원시림을 자연상태로 보존하는데 집중한 계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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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렉서스(Lexus), 스즈키(Suzuki), 스

바루(Subaru) 등으로, 길거리에 현대나 기

아차는 거의 없었다.

가이드선생님께 일본의 나라꽃은 무엇이

냐고 물어보았는데, 일본의 나라꽃은 법으

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왕실의 마음에는

국화가, 서민들의 마음에는 벚꽃이 자리잡

고 있다고 하셨다. 또, 일본의 종교는 신도

와 불교가 약 50%씩 있고, 기독교와 천주교

는 1%미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때부터

탄압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다.

※5월 26일(일)

8시에 차를 타서 이제 하카타항쪽으로 갔

다. 그런데, 내가 도착한 곳은 하카타 항이

아닌 노코노시마8)였다. 노코노시마는 후쿠

오카현 후쿠오카시 니시구에 있는, 면적은

3.95㎢인  작은 섬이다. 후쿠오카시에서 근

접해 있어 후쿠오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

식처가 된다고 한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

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수선화와 매화 등 사

계절 내내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노코노시

마 아일랜드파크’, 커피 원두를 직접 재배하

는 ‘노코 유메 커피농원’, 노코노시마의 역사

와 자연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노코 박

물관’ 등 작은 섬 안에 볼 것이 많다는데, 시

간이 별로 없어 인근 주택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웠다.

이제 하카다 항에있는  하카타 타워도 가

보고,  아쉬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온다.

시/시조

수필

소설

8) 하카다 항의 연안을 운행하는 항구에서 노코노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노코노시마를 둘러보았다. 하카다만의 중앙에 있는 섬

으로 섬 자체를 사계절 꽃들이 피는 친황경의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었다.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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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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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참 가 기 

부산지방변호사회

   



328•제31호 부산법조

찾아왔고, 돌아왔고, 또 그렇게 시작된 제18

회 부산국제영화제

작년 이맘 때쯤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

한 길고 긴 원고를 쓰면서 ‘2013년 제18회 부산

국제영화제도 2012년만 같아라’ 하였던 것이 벌

써 1년 전의 일이다. 30살의 새내기 변호사였던

나는 31살의 2년차 변호사가 되었다.

작년에는 영화제를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 짧

았고 그래서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각종

영화제 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하겠다고 다짐했

더랬다.

드레스업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가족과 친구

들에게 ‘대체 그 옷을 어디에 입고 갈거냐!’는 핀

비상하는 
돼지 감독들에 대한 작은 회고
-부제 :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짧은 감상

김문경 변호사



잔까지 들어가며 파티 참석용 드레스도 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관리를 했는데, 그랬

는데..........신께서는 나에게 그런 호사를 허락

하시지는 않으셨던 거다. 체력관리를 너무 열심

히 한 탓에 2013. 9. 12.경 무릎 내측 측부인대

가 40% 파열되면서 2주의 입원기간을 거쳐, 퇴

원 후에도 정장에 운동화, 그리고 깁스와 목발

을 한 채로 1개월을 지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고 만 것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국제영화제가 임박한 것을 아

시고, 혹여나 하나 뿐인 딸이 깁스에 목발을 한

채 사람 붐비는 영화제를 쏘다니다 영영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신 듯,

9월 마지막 주 어느 날, 갑.자.기.. ‘만약 영화제

기간 중 저녁 7시 이후 집 밖으로 나가면 너는

이 집에서 영원히 쫓겨날 줄 알아라.’라는 으름

장을 놓으셨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잠들기

전, ‘만약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짐승같은

회복력으로 제 다리를 자유로워지게 해 주소

서.’라고 기도하였으나 가을을 맞이하여 신께서

도 공사다망하셨는지 나의 간절한 기도에는 응

답이 없었다.

각설하고, 어이없게도 인대파열로 김기자의

연중행사가 이렇게 끝장이 나나 싶었는데!!!!!

신께서 깁스한 채 처량하게 밖을 응시하는 내

가 불쌍하였는지, 올 해 국제영화제 기간에는

무려 개천절과 한글날이라는 공휴일이 2번이나

끼여 있었던 관계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무사

히 티켓팅할 수 있게 되었다(올해처럼 세종대왕

께 깊이 감사했던 적이 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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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어렵

게 시작된 제18회 부

산국제영화제에서

나는 예년과 다름없

이 주옥같은 작품들

과 조우하였고, 오늘

소개할 1983년 돼지

띠 감독들의 영화 두

편, ‘again’ 과 ‘보호자’와도 깊고 깊은 만남을 가

질 수 있었다.

자 이제~제18회 국제영화제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하고 어설프게 영화를 좋아하는 돼지띠 김

기자가 주목하는 한일 양국의 1983년 생, 올해

31세인 돼지띠 감독들의 충격적인 입봉작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A. 신선한 소재와 심각한 스토리 속에서도 깨알같

이 빛나는 유머감각. 언젠가는 그가 한국 영화의

획을 그을 코미디 영화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영화 ‘보호자’의 감독 ‘유원상’

유원상 감독과의 만남은 운명과 같았다. 운명

과도 같은 우리의 만남, 그 뒤에는 이지승 감독

님이 있다.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맺게 된 이지승 감독님과의 인연

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이어

져 왔고,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신 이

감독님은 어김 없이 해운대에서 나를 찾으셨다.

한 잔의 맥주를 앞에 두고 이감독님과 이런 저

런 수다를 쏟아 내던 중, 이감독님께서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며 누군가를 불러냈고, 이감독님

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장에서 소개할 유원상감독이였다. 이지

승감독님의 제자라는 유원상감독은 술자리에서

는 말수가 없었으며, 숫기도 없었다. 갓 입봉한

신인 감독님이 자기 영화 홍보를 줄창해도 모자

란 마당에 뭐가 그리 부끄럽고 민망한지 한사코

영화 홍보를 거부하는 모습이 새롭다면 새로웠

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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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승감독님의 부

탁이 아니였다면 아마

도 나는 그의 영화를

굳이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약속

을 한 번 하면 어떤 의

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

드시 지켜야 하는 성격인지라, 이지승감독님께

덜컥 약속해 버린 나의 오지랖을 탓하며 유원상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는 그 자리에 유원상 감독을 불러

주신 이지승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영

화를 다 보고 난 후에야, ‘아, 그 수줍음 많던 사

람이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었구나!’하며 무

릎을 치게 되었다고나 할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신인이면서도 이토록 대담

한 스토리로 홀연히 부산국제영화제에 나타난

유원상감독과의 유쾌한 인터뷰를 시작해볼까?

<인 터 뷰>

1. 앞으로의 인터뷰는 영화 가디언에 대한 인터

뷰, 감독 유원상에 대한 사적인 인터뷰로 진행

될 것이다. 괜찮나. 영화는 스포가 될지도 모

르는데. 

안녕하세요. 유원상입니다. 매순간 질문에 답

할 때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오늘 ‘굿윌헌팅’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스포일러가 이 영화

에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제로로 보인다. 어

떤 질문이든 상관이 없다.

2. 우선 영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소

재가 굉장히 신선하다. 아이를 납치당한 부모

들간의 납치라니. 시나리오는 어떤 계기로 쓰

게 되었나. 어디서 영감을 얻은 것인가.

첫 장편 영화이다 보니 주인공의 목표가 강력

하고 명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주인공

에게 영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목표가 없다

면 관객을 몰입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명확하게 유괴당한

부모의 이야기로 정했다. 시나리오 첫 구상과

완성된 결과물 사이에는 닮은 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래서 사실은 납치당한 부모들 간의 납치라는

주요 라인이 어떻게 시나리오에 들어왔는지 기

억이 안 난다. 그저 자신의 자식을 구하기 위해



332•제31호 부산법조

서 다른아이를 유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유괴된 부모의 심

정을 알 리가 없기에 많이 힘들었다.     

3. 납치를 당한 희정이 아빠, 석주 아빠의 직업

구성이 독특했다. 희정이 아빠는 전직 소방

관, 석주아빠는 관리인인데 특별히 이러한 설

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캐릭터들의 직업이 스토리에 크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어떤 느낌 하나가 있었는데. 설

명을 하자면...그런 거다. 전직 군인! 인데. 부

식 빼돌리다가 짤린 느낌. 전직 경찰! 인데. 음

주운전하다가 짤린 느낌. 뭐 이런 건데....

왠지. 경찰이나 군인이었다고 하면. ‘전사’의

느낌이 나고(테이큰처럼), 어떤 다른 인텔리한

직업이면 내가 전혀 그 습성을 모르기 때문에.

전직 소방관과 전직 관리인으로 했다. 물론 지

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

혁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 크다.

또 희정이 아빠는 전직 소방관인데 현재 하는

일은 너무 아기자기한 거 아닌가(웃음). 왜 전.직.

소방관인지 궁금하다. 현재도 소방관이면 더 박

진감 넘쳤을 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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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박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캐릭터

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지독히 인간적인.

히어로물 느낌이 안 나기 위해 노력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생활유괴극 같은 누가 영화

보고 나서 생활유괴극이라 말한 사람이 있었는

데. 들을 때 기분은 좋지 않았다. 

4. 영화를 보다 보니까, 석주아빠(후에 알게 되

었지만)가 희정이네가 집으로 찾아와서 이벤

트를 할 때 왜 불안한 눈빛으로 봤었는지 고

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다.

‘설마 그 부분을 놓치겠어’ 라고 생각했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벤트할 때 건네준 꽃상자

때문에 일어나는 씬들이 몇 개 있었지만 편집과

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래서 놓칠 수도 있겠다는

의견에 움찔했다. 그래도 여전히 ‘설마 놓치겠

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5. 희정이가 납치당하고 난 후에 희정이 엄마 아

빠, 특히 아빠의 초기 대응이 너무 비현실적일

정도로 침착하더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정변화를 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인

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사실 자식이 납치

를 당하면 허둥대고 흥분하는 수순이 일반적

일 거 같은데 지나치게 침착하더라.

비현실적이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최대

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감정을 누르고 싶었

긴 했다. 오열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자제하

고...정신을 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볼 때 그게 더 진짜로 느

껴졌다. 

물론 극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

다. 유괴를 당한 것 뿐만 아니라 유괴를 해야 되

기 때문에...초반부터 거센 감정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한몫 했을 것이고...

6. 같은 맥락에서 희정이가 유괴당하고 정식이가

울면서 아빠 엄마와 저녁식사 하는 장면도 괴

리감이 들었다. 특별히 저녁식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설정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

같은 맥락이다. 정신 차리기 위해 늘상 하던

것을 해야 한다. 사람을 죽인 범인이 바로 pc방

가서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잘 설명은



334•제31호 부산법조

안 되지만.... 

아! 내가 그런 것 같다.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는 부모의 모

습은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흥분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위

해서 쓸 것 같다. 애 구하는 게 목표라면 더욱

그렇다.  

7. 유괴범(엄밀하게는 유괴 교사범)이 희정이 아

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나? 그 과정에

서 희정이 아빠가 처음에는 덤덤하다가 시간

이 흐를수록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는데 배우

의 연기도 연기지만, 연출이 상당히 섬세하다

는 느낌이 들었다. 헐리웃 영화 ‘랜썸’처럼 대

단한 영화적 설정을 한 것도 아닌데(디스 아

님)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달까.

단언컨데 연출이 섬세하지는 않다. 

주인공 배우와 제일 고민한 부분이 감정 절제

문제였다. 워낙 감정이 세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영화기 때문에 순간 순간만 열심히 하다보면...

음...영화를 다 보고나면 배우가 소리치고 오열

한 것 밖에 안 남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이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작용한 것

같다. 

덤덤했다는 어조의 얘기를 계속 듣다보니...

너무 많이 절제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  

8. 희정이 아빠가 유괴하는 대상이 석주 아닌가,

그런데 또 보니까 석주는 정식이 친구더라.

아빠들끼리는 일면식이 없고. 인물간 구조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

어려운 질문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조금 다른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중

간부에 석주를 유괴한 이후부터는 어떤 방향으

로 이야기가 흘러도 이상하지 않을 영화다. 그

러니깐. 나쁜놈(유괴교사범)이 니 아들 보는 앞

에서 석주 죽여!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이어지

는 거고. 석주의 도움으로 나쁜 놈을 때려잡을

수도 있다. 방향은 무한대였다. 그러나 내가 선

택한 것은 서로 친해지는 거였다. 가장 스릴감

이 떨어지는 선택을 한 것인데. 서로 다른 아이

를 유괴한 두 집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주인공이 영웅적인 기질을 발휘해

서 나쁜 놈에게 역습을 가하는 영화가 아니고,

인물들 내부에서의 역습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

고 싶었다.(그래서 아빠끼리 서로 알면 큰일 남!)

9. 개인적으로는 정식이, 희정이 아빠, 석주 셋

이서 나란히 앉아 그 심각한 상황에서 게임을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였다. 희정이 아빠

표정이 압권이였달까. 정식이 말에 따르면 그

스테이지가 깨기 힘든 스테이지라고 하지 않

았던가. 그리고 희정이 아빠가 아주 열심히

그 판을 깼는데, 복선인가 했다. (속된 표현으

로) 유괴범 때문에 지금은 힘들게 삽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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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을 돌려받을 거라는?

정식이와 석주와 함께 노는 장면이 꽤 많았

다. 시나리오 최종고를 쓰면서 빠진 것도 있고,

편집과정에서 빠진 것도 있다. 재밌다고 정신

못 차리고 펼쳐냈었다. 칼싸움 하는 것도 재밌

었는데...아쉽다.

여튼. 복선은 전혀 생각 못했다. 그 난감한 상

황을 코믹터치로 그리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다. 해학적이고 싶었나 보다. 

10. 석주 아빠가 희정이를 납치하는 장면은, 희

정이 아빠가 석주를 납치하는 장면만큼 극

중에서 디테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았는데 시

나리오에서도 생략된 것인지, 편집과정에서

편집된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 장면을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영화

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유추해낼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유괴장면은 한 번이면 족하다...유괴장면 잘

찍은 영화를 찾기 힘든 이유가. 잘 찍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랜섬에서도 그냥 슉~넘어가지

않는가. 

11. 마지막 터널 씬도 볼 만했다. 웬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터널에서 만난다고 ㅋㅋㅋㅋ

양쪽 아빠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도 못 했는데(하긴, 그렇게 끝나나 싶어 시간

을 보니 시간은 꽤 남아 있더라)돌아와서 서

로 복수하고 아이들을 구하려는 장면이 신

선했다. 연출할 때 신경 많이 쓴 장면일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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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신경 많이 썼지만 제대로 구현된 것 같지

는 않다. 

훨씬 더 디테일한 감정을 따라서 연출했어야

되는데. 너무 스토리의 표면만 따라간 것 같아

안타깝다. 

신선했다면 참 다행인 것 같다. 아이를 구하

기 위해 유턴할 때 관객들이 어떤 감정으로 영

화를 볼지 궁금하긴 하다. 과연 응원할 것인가.

애 구했으니 집이나 빨리 갈 것이지!하며 안타

까워할 것인가. 혹은 관심 없거나...

12. 연출 당시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썼나. 특별

히 신경 쓴 영화 도구나, 세트, 장면, 배우들

의 연기..뭐든 좋다.

단연코 ‘연기’다. 다른 것들은 우수한 스텝들

이 멋있게 다 해준다. 연기는 내가 책임지고 어

떻게든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다.  

13. ‘공정사회’에서도 초 절정 개싸이코 악마 같

은 남편으로 나온 배우가 이번에도 악역이더

라. 참 연기 잘하는 배우인 거 같다. 정말 핸

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 침착

하고 평온해서 더 무섭고 재수 없더라. 혹시

그 배우의 목소리 때문에 캐스팅한 건가. 난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영화 ‘그놈 목소리’가

생각나더라. 배우들 캐스팅 비화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요새 핫한 배성우 배우다. 연극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다. 사실 공정사회에서의

그의 연기를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었다. 다른

코메디 영화에 나온 그의 연기를 보고 반해서

캐스팅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만의 특이한

말투가 있는데. 배역과 잘 맞을 것이라 확신했

다. 눈빛도 좋았다. 

물론 그 역할 캐스팅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중요했다. 친절하지만 사늘한 느낌이 필요했다.

배성우 배우는 경험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지점

을 쉽게 파악했다. 

14.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유괴 교사범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

다는 거다. 잠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명

백하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라도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나. 너무 궁금하다.

1년 반 전. 00유치원이 수련회를 갔고. 그 수

련회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전직 소방관 주인공 전모가 화재 속에서 수많

은 아이들을 구하지만 나쁜놈(성혁)의 아들은

죽는다. 전모는 용감한 시민상과 상금과 갈채를

받는다. 성혁의 아들은 죽었다. 그 수련회의 관

리인은 진수(석주아빠)였다. 이게 일어났던 사

건이다.

물론 지금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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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감독의 마음의 소리 : 인터뷰 답변과

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며 시작한 이야기) 이게요...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전달될진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깐. 그런 거예요. 성혁의 범행동기

가 말이 안 되야 된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만들

었는데. 사람들은 성혁의 범행동기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깐. 그

범행동기가 말이 안 되야 이 영화가 말이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관객들은 스스로에게

말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거죠.

아이쿠...이건 다음에...자세히...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긴 얘기 같아서...  

15.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뭔가. 관객

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나.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말

하기 부끄럽고 어렵다. 그래서 노코멘트.

이타심과 이기심의 간극에 대한 생각을 담았

는데, 관객들이 보시고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6. 영화에 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개인적

인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다시 한번 제18회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영화제 기간 어떻게 보냈나. 영화제 첫 방문

인가. 부산 음식 중 뭐가 젤 맛있던가. 

음. 영화제는 작년 빼고는 매년 놀러 온 것 같

다. 영화가 초청받아서 온 것은 처음이다. 숙소

가 나오니깐 너무 좋다. 영화제 때마다 부산 오

면 늘상 돼지국밥과 밀면 위주로 끼니를 때웠는

데. 이번엔 꼼장어와 대구탕으로 포식하고 있

다. 꼼장어 먹고 나서 밥 볶아 주는 게 제일 맛

있었다.  

17. 영화는 좀 봤나. 어떤 영화를 봤나, 어땟나.

많이 보지는 못했다. 두 편 봤는데. 재밌게 봤

다. 제목은 비밀로 하고 싶다.

재밌게 봤다는 말이 스스로 찔려서 그렇다. 

18. 이지승 감독님의 제자라고 들었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지승 감독님은 어떤 사부인

가. 솔직하게 말해 달라 ㅋㅋㅋ 

음. 어렵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 밥도

잘 사주신다. 

19. 영화를 보면서 과연 이 감독님 제자답다는 생

각을 했다. 빠른 전개. 지루하지 않은 전개. 제

작과정에 이 감독님의 압력이 있었나(웃음)

압력은 없었다. 다만 지루하신 걸 잘 못 참으

시는 성격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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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설적으로 지루하면 지루하다고 말

씀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다. 압력은 없었다. 

편집과정에서 이것저것 세심히 코멘트해 주

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압력은 없었다.

20. 어떤 계기로 영화감독이 되었나. 가장 고전

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가장 궁금한 사항이

기도 하다.

항상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하는 대답이 ‘나 비

디오 가게 알바 출신이야’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비디오가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와 가까워졌

고, 당연스럽게 영화과 진학을 했다. 다른 것은

생각 안해 봤다. 

21. 이 감독님은 작년 인터뷰에서 본인이 추구하

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

시더라. 유감독님은 어떤가. 어떤 영화를 만

들고 싶은가.

어떤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긴 힘든 것 같

다. 매번 바뀌기도 하거니와 과연 추구하는 영

화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도 없다. 

그저 살아가는 동안 그 당시의 감정과 생각

들을 영화로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이 담긴 영화를 하고 싶다. 

22. 지금 현재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영화를 제작하는 물적 자본

이나 인프라야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

만, 대기업 자본의 융통 과정에서 부득이하

게 정신적 자유, 감독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

치게 제한되는 거 같은데 본인 생각은 어떤

가. 그래서 그런지 한국영화가 천편일률적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관객 입장에서 때

로는 상당히 아쉽고 갈증을 느끼기도 한다.

이건 좀....(이라며 말끝을 흘리며 빙긋이 웃

던 유원상 감독의 얼굴이 생각이 난다. 그렇다.

그는 사회인이다!!)

23. 유감독님은 이제 막 입봉한 새내기 감독님

아닌가. 그래도 오랜 기간 영화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을 거 같

은데, 현재 한국영화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저 이제 장편 첨 찍었어요ㅠㅠ

24. 심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친구, 특히 여자친구가 이 영화를 봤나. 뭐라

고 하던가. 원래 최측근들의 평가가 제일 두

려운 법이다.

가족이나 친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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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친구는 봤다. 

수고했지만 화제작은 못 될 테니 기대하지 말

라고 말해 주었다. 

25. 내년 영화제 때도 좋은 작품으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때는 정말 심도있게 취

중 인터뷰 꼭 하자. 디비디도 보내주고, 인

터뷰도 응해 줘서 너무 고맙다. ^^ 

반사

(장난꾸러기 유원상 감독!!)

2. 신인감독답지 않은 섬세한 감정표현과 서정

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 감정과잉만이

일본영화가 아니다!

-영화 ‘again’의 감독 ‘카나이 준이치’

제18회 국제영화제는 일본영화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다양한 일본영화들이 출품되었

고, 장편으로 입봉하는 신예감독들의 활약도 눈

에 띄었다. 내가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나이가

되었음을 실감했던 순간이, 신예감독들의 인터

뷰를 신청하기 위하여 그들의 프로필을 확인하

던 중, 그 감독들의 대다수가 나보다 나이가 어

리거나 동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였다. 아

아아...그런 나이 향년 31세. 적지 않은 나이라

는 걸 이럴 때 쓰는 거겠지? 

카나이 감독과의 인터뷰도 의도하지 않은 일

중 하나였다. (그 누구도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카나이 감독과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도

그럴 듯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법조인의 양심

상, 서면으로 거짓을 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실직고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사실 내가 애초에 인터뷰를 신청했던 감독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

독이였는데, 감독의 이름값 때문이였는지 그의

촉박했던 일정 때문이였는지 인터뷰가 성사되

지 않았고, 그 뒤로도 유명 일본감독들과의 인

터뷰를 몇 번이나 신청했지만 ‘게스트의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기를 수차례. 일본

감독과의 인터뷰는 포기해야겠다면 한숨을 쉬

고, 원고는 뭘로 채우나 싶어 두숨을 쉬는 찰나,

영화제협회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였다. 카나이

감독이 시간이 잠깐 비어서 인터뷰가 가능할 거

같다는 내용의 전화였다(신청하지도 않았는

데...).

개인적으로

판단한 바로

는, 카나이 감

독이 갓 입봉

한 감독이다

보니 인지도

가 낮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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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화제협회 측에서는 그를 무려 뉴커런츠

부문에 초청해서 기자회견까지 갖게 된 마당에

개별 인터뷰가 너무 없으면 협회 입장도 난처하

고, 게스트의 체면도 서지 않을 거 같아서 부랴

부랴 일본어 인터뷰가 가능한 내게 연락을 취한

거 같았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일본배우와의 인터뷰는

많이 해봤지만, 일본 감독과의 단독 인터뷰는

처음인지라 두근반 세근반 하는 심장소리를 들

으며 퇴근 직후 카나이 감독과의 인터뷰 룸으로

향했다. 실제로 본 카나이 감독은 껑충하게 큰

키에 마른 몸, 덥수룩한 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

었는데, 그만이 가지는 독특한 점잖음이, 그가

만든 이번 영화의 분위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었

다. 정말 고맙게도 40분 간의 인터뷰가 진행되

는 동안 그는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창동 감독

과 봉준호 감독

을 좋아한다는

그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한

국에서도 그 이

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

를 기대하며 그와의 심도있는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 한다.

<인 터 뷰>

1. 일본어 타이틀은 ‘許せない!　逢いたい！’인

데, 영어 타이틀은 ‘Again’이다. 영화 전반적

인 내용상 영어 타이틀의 의미는 충분히 납득

이 가지만, 일본어 타이틀과는 제목에서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다. 두 타이틀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일본어판은 말 그대로 여주인공 하츠미의 양

가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류타로를 용서할 수 없지만, 몹시 그리워하

는 마음을 도무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에 ‘용서할 수 없어! 만나고 싶어”라고 정하게 된

것이다.

사실, 영어판 제목을 결정할 때 고민이 없었

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봐서 알겠지

만, 영화 전반에 걸쳐 여주인공 하츠미, 하츠미

의 모친, 그리고 류타로가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다시 한 번(again) ‘재생-recovery’하면서 출발

점(start line)에 서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다시

한 번 출발한다는 의미로 영어판 제목을 정한

것이고,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일본어판은 여주인공 하츠미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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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것이고, 영어판은 하츠미를 포함하여 그 주

변 인물들의 재생에까지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

면 될 것이다.

비화지만, 찾다가 찾다가 이것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한 것도 있다. 하하

2.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하츠미는 육상부 부원

이다. 그래서 유난히 달리는 장면이 많은 거

같다. 하츠미가 학교 트랙을 달리는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하고, 류타로와 자전거를 타고 달

리고, 류타로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후에도

강을 따라 달리고,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도 하츠미는 또 달린다. 이 영화의 진행에 따

른 ‘달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하츠미

에게 생긴 사고 전후의 ‘달린다’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음 정말로...하츠미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

‘ゴール出来なくても良いからスタートに立ち

たい: 골에 들어가지 못 해도 좋으니까 출발점

에 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마지

막에 하츠미는 달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것은 영화 초반부의 하츠미의 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고 전

에는 무조건 기록을 앞당기는 것, 육상이라는

경기는 정말로 스스로를 단련해서 몇 초만에 뛰

는가를 겨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츠미도 거기

에 몰두했는데, 사고 후에는 기록보다는, 한층

더 나아가 달리는 것보다도, 출발점에 서서 다

시 한 번 일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다.

* 그렇다면 사고 전에는 경기에 임한다는 단순

한 차원의 문제였다면 사고 후의 달린다는 것

은 하츠미가 스스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것

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는가.

하츠미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서 엄격한 엄마

가 육상부를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달리기

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왔다. 또 영화에

서 하츠미가 류타로와 함께 달리는 장면이 있었

지 않은가? 그래서 하츠미가 달리는 행위 자체

를 통해 류타로를 떠올리고야 마는 아픔도 있지

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달리고 싶다. 다시 출발점에 서고 싶다’는 생

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달린다는 행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하츠미의 가장 큰 변화인 것이다.

달리기를 하면서 류타로 생각이 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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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

는 것도 다시 달리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달리는 하츠미의 내부가 영화 후반

부로 갈수록 점점 강인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3. 하츠미의 가족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하츠미

는 편모슬하 무남독녀로 자라고 있다. 능력

있고 완고하며 때론 매정한 모친으로 굳이 설

정한 이유가 있는가. 부친이 사고로 죽었다는

설정은 하츠미에게 어떤 결핍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츠미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도 강하게 성장한다는 영화 전개를 위한

초석인가.

기본적으로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부분이긴

한데, 내 개인적인 상상의 테두리 안에서는 아

버지가 돌아가시고 강인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

아마 아버지 생존 당시에는 아버지가 분명 무척

이나 상냥해서 하츠미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인하고 엄격한 어머니

가 있지만 상냥하고 자상한 아버지로 인해 깨지

지 않을 수 있었던 가정이었던 거다. 

그리고 부친의 부재는, 마지막에 하츠미가,

‘살아 있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데, 영화에서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하츠미의 아

버지가 하츠미랑 크게 다툰 후 죽게 되었고, 그

로 인하여 하츠미가 평생 아버지에 대한 죄책

감, 일말의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하츠미의 곁을 떠나서 그

미안한 마음을 터놓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류타로는 엄연히 살아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

가 있다는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다. 하츠미가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인 류타로와 대조

적으로 후회해도 말할 수 없는 인물인 돌아가신

아버지를 둔 것이다.

영화전반적 메시지랑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만, ‘살아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만나 마음을 이

야기하고 다시 출발선에 선다.’ 는 것이고, 결국

이 영화에서 부친의 부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영

화적 장치가 된다.  

확실히 강인하고 엄격한 어머니상을 부각시

키고 싶었다. 어머니가 강하면 강할수록 딸인

하츠미가 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는, 그 거역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츠미 내부적 갈등, 모친

과의 갈등도 극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서로의 존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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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껴안지 않는가. 마지막에 모녀의 화해의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상당히 강한

어머니를 연출한 것도 있다.

4. 하츠미의 성장통을 그린 영화인데, 왜 하필

‘좋아하는 남자친구로부터의 성폭행’이라는

다소 잔인한 소재를 성장의 계기로 삼았나.

음...어려운 질문인데. 역추적의 개념으로 보

자면,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주 앉

아서 이야기를 해야 영화적 매력이 커질까 하는

지점에서 소재를 하나씩 생각해 본 것이다. 여

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었지만, 역시 남녀가 나

란히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렇다

면 ‘성’적인 부분을 뺄 수가 없는데, 그 ‘성’에 있

어서 여주인공 하츠미에게 확실하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성폭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건 각본상의 문제이고 실제로는 촬영

당시에 여배우의 캐스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시쿠라(여주인공 역

여배우의 본명)를 처음 오디션에서 봤을 때, 이

배우라면 이러한 캐릭터의 굉장한 아픔을 잘 표

현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결론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소재를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소재로는 영화가 실패할 수도 있다

는 불안이 있었지만, 여배우를 믿고 촬영을 진

행한 것이다.

5. 지엽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다. 

5-1. 하츠미가 류타로에게 마음을 열고, 두 소년

소녀가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 급작스럽다.

온실 속의 화초 같고 겁도 많은 하츠미가

너무 거리낌 없이 단시간에 류타로에게 마

음을 연 거 같아서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면

이 있었다. 편집상 불가피하게 두 주인공이

가까워지는 과정이 생략된 것인가, 아니면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것도 영화적 장치

인가.

음 편집의 문제도 있지만, 굳이 질문을 받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하츠미의 모친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은가. 그렇게 자라다 보면

구원자를 가정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게 될

거 같았다. 또 모친의 그늘 아래서, 하츠미는 굉

장히 청초하게 양갓집 규수로 자라는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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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있지 않

은가. 육상만 해도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압력을 행사해도 끝까지 ‘나는 그만두지 않아’라

는 얼굴로 엄마를 마주하는 것처럼. 결국 엄청

유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엄마가 바라는대

로만 살지는 않는단 거다.

따라서 엄마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류타로를

만났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연기를 하는 요시

쿠라의 표정을 봐도 비록 소재는 성폭행이지만

연기할 당시의 얼굴은 ‘사랑을 하는 소녀’의 얼

굴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랑스러운 표정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의 사이에 대한 설명의 부족

을 커버해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5-2. 하츠미가 류타로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

후 현관 앞에서 망설이는 장면이다. 집에

들어가서 ‘ただいま’(다녀왔습니다)라고 말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wel-

come’푯말과 소담한 화병이 겹친다. 그 장

면 연출의도가 궁금하다.

그렇다. 그 장면은 사실 좀 복잡해서 이해하

기 힘들긴 하다. ‘웰컴’이라는 푯말에 시선을 뺏

겨 버리긴 했는데, 화병 속 꽃이 포인트다. 그

꽃은 하츠미가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준 꽃이

고, 엄마가 하츠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

데, 엄마와 다투고 나가서 몸을 버린 채로 돌아

오게 된 거다. 그렇게 몸이 더럽혀진 상태로 돌

아왔는데 자기가 선물한 꽃이 아름답게 화병에

꽂혀 있고, 하츠미 내부적으로는 ‘엄마는 나랑

다투고도 저 꽃을 저렇게 이쁘게 장식해 뒀는

데, 나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 나가서

강간을 당했다. 엄마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 당

하지 않았을 건데..엄마 정말 미안해’ 하는 마음

이 들어 있는 거다.

연출 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의 연기도 굉장히 섬

세했다. 쉽지 않은 감정표현이었을 거 같은데, 감

독으로서 연기에 대해서 특별한 디렉션을 한 것

이 있나. 여배우 요시쿠라가 이러한 감정들을 충

분히 이해한 거 같은가.

여주인공 역의 요시쿠라가 올해 17살이다. 특

별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 감정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여주인공의 감

정의 흐름에 따르는 ‘순차적 촬영’기법을 활용했

다. 아마 그 선택이 탁월했던 거 같고, 요시쿠라

도 대본 리딩

첫 날부터 이

미 여주인공

으로서의 모

든 준비가 끝

나 있었기 때

문에, 그런 요

시쿠라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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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가 관건이였다.

너무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면 흔한 영화가 되

기 때문에 ‘어떻게 감정을 누를 것인가’에 포커

스인 했던 거 같다.

5-3. 왜 하츠미의 첫 말이 ‘ごめんなさい’‘おか

さんごめんなさい :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요’였을까.

음..딸로서 가장 엄마에게 수치를 안기는 것

이 무엇이겠는가. 사춘기란 결국 내가 살고 싶

은 대로 내버려 두라, 엄마가 무엇을 아느냐고

하는데 집착하는 연령대가 아니던가. 그래서 반

항을 했지만 그 결과가 본인에게도 엄마에게도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그런데도 엄

마를 보고 드는 처음 생각이 ‘미안함’이라면 그

것이야말로 하츠미가 이 영화에서 자라온 환경

이 그러했기(엄한 어머니) 때문이 아니겠는가.

5-4. 개인적으로는 하츠미가 류타로를 등 뒤에서

껴안고, 그 뒤로 하츠미의 엄마가 다가와서

등 뒤에서 하츠미를 껴안으며 웃는 듯 우는 장

면이, 영화음악과 해질녁 풍경과 어우러지며

이 영화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생각한다. 하츠

미와 류타로, 하츠미와 엄마의 용서와 화해,

진정한 이해의 변주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정말로 기자님 말씀대로, 해질녘 풍경을 일부

러 촬영했다고 하고 싶지만(웃음), 정말 촬영하

다가 우연히 촬영하게 된 것이다. 일단 기사에

는 계산해서 촬영한 거라고 적어달라(웃음). 아

물론 각본상 해질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

지만, 그렇게까지 아름답게 찍힐 거라고는 생

각도 못했고, 촬영지의 저녁노을이 그런지도

몰랐다.

각본상 엄마와 하츠미가 껴안는 장면은 있지

만, 하츠미가 류타로를 껴안는 장면은 없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하츠미의 감정을 따라 순차적

촬영(다들 잘 알겠지만, 영화촬영이 관객에게

보여지는 스토리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그런데 순차적 촬영은 관객에게 보여지는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 촬영을 하는 것을 말한

다)을 하다보니, 마지막에 와서 하츠미가 류타

로와 단순히 대화하고 헤어지는 걸로는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하츠미가 류타로의 등에 머리를 대고

그 뒤로 하츠미와 모친이 껴안는 장면으로 수정

한 것이다.

아마도 순차적 촬영기법을 썼기에 가능했던

장면이지 싶은데, 이제는 그렇게 촬영 못할 거

같다. 촬영상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웃음)

* 매 장면마다 각별히 힘썼겠지만, 감독님 개인



346•제31호 부산법조

적으로 연출 당시 가장 힘쓴 장면? 아니면 신경

쓴 장면이 있는가. 특별히 조심했던 장면이나.

그 이유가 궁금하다.

당연히 하츠미가 류타로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이였다. 정말 단 한 번으로 끝낸다는 마음

으로 촬영에 임했다. 알다시피 여배우에게 감정

적으로 너무 힘든 장면이 아닌가. 너무 과하게

하츠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면, 후에 하츠미가 다시 류타로를 만나고 싶

고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설정에 방

해가 될 거 같기도 했고, 어느 선까지 하츠미를

상처 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힘든 선택이였다. 

기본적으로 러브스토리이고 싶었기 때문에

흔한 성범죄물처럼 심각하고 밀도 있게 촬영해

서는 안될 것 같았다. 회의 과정에서 정말 의견

이 분분했다. 더 심각하고 조금은 잔인하게 성

폭행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강간 씬보다는 그 다음

주인공들의 행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담

백하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장면이 장면인지라 촬영 당시 배우도

스탭들도 참 많이 긴장했었다. 덕분에 한번에

촬영이 끝나서 다행이긴 했지만.

사실 남자스탭들이 더 세게 촬영해야 한다고

했지만(웃음), 난 하츠미의 아픔은 굳이 그 장면

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섬세하게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러브스토리라는 본

질을 흐리기 싫었다. 길어졌다면 오히려 관객들

이 그 장면에 대해 가지는 충격이 식어버릴 수

도 있었을 거다.

흐린 불빛이 새어나오는 공원이라는 장소 설

정에도 신경을 많이 쓴 장면이다. 어둡다, 음침

하다, 무섭다 라는 기분이 드는 장소, 가장 상처

받을 것 같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선택했다.

6. 前を向かって生きて行こう: 앞을 향해서 살

아가자’ ‘ゴールでなくても良いからスター

トラインに立ちたい : 골인하지 않아도 좋으

니까 출발선에 서고 싶어’ 라는 하츠미의 대

사를 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봐도 무

방하겠는가.

그렇다^^

7. 영화음악이 참 좋았다. 영화음악 선정 기준이

있었나. 영화 ‘今　会いに行きます’의 영화음

악과 그 서정성이 비슷했다.(기자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상당히 좋아한다)

이번 영화의 음악감독님은 영화를 만들면서

처음 만난 분이고 원래 영화음악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모 밴드의 건반을 담당하시던 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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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그분에게도 이 영화음악이 첫 작업인

셈이다.

영화를 만들 때 곡을 쓰는 분에게 ‘이 영화는

순차적 촬영기법을 쓸 거다’라고 말했고, 작곡

가도 촬영분을 보고 순차적으로 극의 흐름에 따

라 곡을 써 내려갔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8. 하츠미가 살고 있는 마을이 완전 도심은 아니

었다. 적당히 조용하고 한적한 郊外 부촌의

느낌이랄까. 그 마을의 분위기가 영화음악과

어우러져서 섬세한 영화를 만드는 데 일조한

거 같은데, 그 마을은 실제로 어디인가. 그 곳

에서 촬영한 이유가 궁금하다.

내 본가의 풍경이 영화의 마을과 흡사하다.

시골이지만 그렇게 시골이 아닌 느낌? 일본 이

바라키현인데, 우리가 촬영한 동네가 영화촬영

에 굉장히 협조적이어서 집부터 세트 일체를 전

면 협조해 주었다. 영화에 쓰이는 소도구부터

음식까지 다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적은 예산

으로도 영화를 촬영할 수 있었다. 로케이션 자

체도 뭔가 아무렇지 않은 듯 아름다운 장소도

많았고, 여러 모로 좋았다.

9. 연출이 상당히 섬세했다. 무거운 소재였음에

도 불구하고 칙칙하지 않았고, 배우들의 연기

도 상당히 절제되어 있었다. 사실 영화를 보

기 전에는 진부한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상 영화를 보면서는 감독의 연출에 감탄을 금

치 못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

게 아버지가 된다’도 신파가 있는 소재임에

도 불구하고 연출과 연기가 절제되어서 더

감동이 있었는데, 혹시 요즘 일본영화의 추

세인건가.

일본인의 국민

성과 연결되는 것

같다. 물론 감정과

잉인 영화들도 많

지만...아마 추세

라고 한다면 감정

을 폭발시키는 영

화가 많은 거 같

고, 이 영화처럼 잔잔한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

지 못 하고 있어서...

뭐 그래도 이 영화는 다양한 분들이 보시고 좀

처럼 흔하지 않은 영화라고 말해 줘서 기분이

좋다. 보통 영화가 심각하면 너무 심각하고(성

폭행이 소재인 경우), 러브스토리라면 너무 러

브러브한 말랑한 분위기인데 이 영화는 그 중간

지점이라서 신선하다고 하더라.

10. 진부한 질문이지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

유가 궁금하다. 

처음에는 프로듀서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가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구상이 있다고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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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로부터 영화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

의를 받은 게 계기가 되겠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

데 각본상 디렉션 자체가 ‘앉아서 이야기한다’가

아닌가(웃음) 그리고 실제로 배우도 앉아서 이

야기를 하고(웃음) 배우가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연출을 할 것인가

에 대한 일종의 승부욕이 생겼다고나 할까. 연

출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11.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

다.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

다. 본인 영화 외에 다른 영화들은 좀 봤나.

어떤 영화를 봤는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좀

더 보고 싶은가.

어제 바로 와서 ^^ 시간에 쫓겨서 와서 아직

어떤 영화가 있는지 잘 검토를 못했는데 중국

영화 한 편이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꼭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이창동 감독, 봉준호 감

독을 좋아한다. 이번 영화의 조감독이 봉준호

감독이랑 같이 일했던 스탭인데 그래서 영화에

도 한국적인 정서가 상당히 녹아 있다고 본다.

촬영 당시에도 ‘봉감독이라면 이렇게 했다’라던

가(웃음). 조감독이 열의를 가져 줘서 영화촬영

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12. 요즘 일본영화 산업은 어떤가. 일본영화의 오

늘과 내일에 대한 감독으로서의 비젼이 있는가.

어느 나라나 동일한 거 같은데 저예산 영화가

흥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각본도 오리지날 각본

이 없는 상태로 거의 원작이 따로 있다. 베스트

셀러 원작을 영화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정

말 자본과 스폰서의 문제와 뗄레야 뗄 수가 없

는 거다. 대기업의 자본에 의지하다 보니, 불가

피하게 이름 없는 신인감독들이 비상하기가 힘

든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 한국도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요즘 어느 나라나

영화판의 상황이 똑같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웃음).

나 개인 뿐

아니라, 다른

감독들도 다

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법

으로 자유로

운 발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토양에서 정말 대작

으로 정면승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일본에서 이

름은 말할 수 없지만(웃음) 큰 영화사가 있는

데...늘상 만드는 영화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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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진 감독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패해

도 좋다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영화관객 입장에서는 흥행하는

영화를 보고 싶을 것이고, 그렇다면 ‘안전한 작

품’을 만들어야겠지만, 창작자로서는 조금 더

모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싶달까.

물론 나도 한방을 날리고 싶다. 대형 작품으

로 ^^ 이번은 소규모 입봉이라면 입봉일 수 있

지만, 정말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질적으로도 상

당히 우수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

13. 올해 국제영화제에 관한 기사 테마 중 하나

인데, ‘1983년생 감독들의 반란(미정)’ 이라

는 타이틀로 카나이 감독의 ‘again’과 한국

유원상 감독의 ’보호자‘에 대한 기사를 쓰려

고 하고 있다. (참고로 나도 1983년생이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유원상 감독의 ‘보호자’

도 봐줬으면 한다.

‘아하하하 정말인가? 우리 셋 다 동갑 친구였

네!! 뭔가 우연치고는 굉장히 신기하다. 혹시 유

원상 감독의 보호자라는 작품이 어느 부문에 출

품된 작품인지 나중에 알려주면 찾아 보겠다.

144. 한국 영화 중 좋아하는 영화 있는가. 함께 작

업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그 이유도 말해

달라.

봉준호 감독이나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대부

분 좋아한다. 함께 하고 싶은 배우도 참 많다.

그 중에서 송강호씨 ^^(봉감독의 페로소나), 그

리고 칸의 여왕 전도연씨. 밀양에서 전도연씨

연기는 정말 인상적이였고, 그런 여배우는 다시

없을 거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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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넬슨장군기념탑

김성수 변호사 런던의_거리풍경

부변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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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런던의_코벤트가든

김용대 변호사 부산좌동1

Photograph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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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부산좌동2

김용대 변호사 부산중동

부변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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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변호사 동래학춤

김재홍 변호사 맨드라미

Photograph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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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변호사 가족

이남열 변호사 해무

부변 사진관



부산지방변호사회•357

이남열 변호사 햇살1

이남열 변호사 햇살2

Photograph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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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서가(부산지방변호사회 독서회의 다음까페 이름)가 선정한 소설

다카노 가즈아키의 소설 “13계단”1)은 사형제

도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사

형제도에 관한 한 각 개인도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것이고,

세계 각국의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

가 있는가 하면, 사형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는 나라도 있는 등 다양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1997

년 이래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

실상 사형폐지국의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로 사

형제도에 관한 한 인권선진국의 위상을 갖고 있

는 반면에 거의 매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

는 일본에서의 사형제도와 사형집행은 조금 달

리 보이기도 한다.

13계단의 주된 줄기는 사형제도와 사형수의

이야기, 즉 사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형수

를 구하기 위해 정년을 앞둔 교도관 난고와 비교

적 단기간 상해치사죄로 복역했던 청년 준이치

가 함께 증거를 모아가고 여러 치열한 과정을 거

쳐 사건의 해결을 하는 내용이며, 13계단은 사

건의 해결과정 못지 않게 사건의 해결과 함께 밝

혀지는 사실들이 극적인 재미를 주는 소설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독서회는 매달 추천, 선정

한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데,13계단은 법조인인

독서회원이 비교적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소

설이고, 내용도 사형제도나 형사절차 등 법조가

관심을 가진 내용이라 다수 회원의 선택을 받아

회원들이 선정하고 토론한 소설이다. 작품을 읽

고 보니 사형제도나 형사절차에 관하여 우리나

라와 다소 다른 일본의 실태에 대해서도 그 단

면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성폭력과

성의식 등에 관하여 새로운 문제의식을 생각하

고 토론하는 자리도 되었다.

지난번 부산지방변호사회 독서회는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2) 이라는 책을 선정하여 독서토

이덕욱 변호사

“13계단”을 읽고

1) 독서회는 매달 도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는데, 13계단은 2013년  8월 추천도서이다.
2) 스웨덴의 스티그 라스손의 3부작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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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

설이고 영화화 되기도 한 소설이다. 당시 “여자

를 증오한 남자들”은 책 내용의 흥미진진한 전

개 때문에 책을 1편 읽고 난  다음에는 다음 편

을 계속 사서 보게 되었던 소설인데, “13계단”

또한 책읽는 재미가 컸을 뿐 아니라 책을 다 읽

고난 후에는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을 오버랩

하여 떠올리게 한 소설이다.

우리사회 뿐 아니라 각국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르지만 여성에 대한 경시, 가정 폭력, 성폭력

에 대한 남성 우월적 사고의 오랜 악습, 여성인

권이 상당히 고취되어 있는 인권선진국이라고

생각되었던 서구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

과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이라는

야만상태가 얼마나 일반적이며 소수자보호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

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 “여자를 증오한 남

자들”이었다. 그런데 “13계단” 또한 사형제도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치유가 얼마

나 어려운 것이며,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가 가

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법조인이 피해

자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하는 소설이다. 

정의와 폭력에 대하여 법조인은 법조 영역 밖

의 사람들보다 더 철학적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다. 사형제도나 폭력과 피해자 문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형사절차는 흑백의 논

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의 인

권, 피해자의 인권이 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이

다. “13계단”은 누명을 쓴 사형수의 누명을 벗기

는 과정이기도 하고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관하

여 깊이 있게 접근하면서도 소설로서의 재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치밀한 구성이 돋보인다.

일본의 사형제도와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일본의 사형제도

의 구조적 모순이나 범죄 관리시스템의 문제는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도 그와는 다르지만 구

조적 모순이나 관리시스템이 없는지, 개선할 여

지가 있는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3계단”은 정서와 제도가 소설의 배경인 일

본과 비슷하면서도 판이한 점이 많은 우리나라

의 독자들에게도 사형제도, 범죄피해자 문제,

폭력, 피해자의 인권, 범죄관리시스템 등 다양

한 관점에서 재미와 생각을 반추하게 하는 소설

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

도가 도입되어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입장

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독서회원이 아닌 변호사들도 “13계단”과 같

은 속도감있고 재미있는 소설을 여가시간에 읽기

를 권하고 싶으며, 소설을 읽고 사형제도와 범죄 등

우리사회의 정의와 폭력의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

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 함께 범죄피해자변호

사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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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전 신용도 회장 임기 중에 갑자기 대한변호사

협회장배 축구대회가 있는데 우리회도 출전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회에 축구를

하는 회원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축구팀을 조직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용규 회원이었다. 물론 큰 키에 볼 컨트

롤이 좋은 그는 예전에 축구를 많이 해본 솜씨였

고 축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좀 젊다 싶은

회원들에게는 축구팀에 들어오라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했다.

물론 나는 좋았다. 나도 축구를 잘 하지는 못

하지만 하고 싶었고 또 같은 변호사들끼리 어울

려 축구라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 더없이 좋았다. 

하지만 다들 자신이 축구를 할 수 있을까(이

미 몸에 지방축적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담배와

술에 감퇴된 자신의 체력을 알기에), 축구를 하

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몸값 비싼 우리 회원

님들)와 같은 걱정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쉽

지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 신용도 회장님이 축구

화 구입비용을 개인 사비로 지원하면서 축구팀

구성을 무지막지하게 독려하였다. 

물론 변호사만으로 팀을 구성할 수 없어 사무

직원 중에 축구를 잘하는 직원(박주영 등, 절대

국제 박주영 아님)을 물색 강제징용하여 팀원으

로 넣어서 말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회 축구팀은 구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해 대회에서 우리회는 전패(정확히 기

억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로 꼴찌

를 하고 부산으로 돌아왔고 팀은 활동하지 않았

고, 다음해 대회가 열리기 전 다시 급조하여 대

회에 참가하고 참가에 의의만을 가지고 돌아오

다 급기야 대회에도 불참하기에 이르렀다. 

강경철 변호사*

나는 축구선수다.......

* 법무법인 정맥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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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구동호회 결성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전 장준동 회장이 임

기 중에 다시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

른 상황, 그것은 우리회 축구계에 엄청난 인물

이 수면위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바로 최해

종 회원. 그는 1959년 생으로 당시 50 대 중반

을 향해 가고 있던 인물로 전혀 축구활동에 관

심을 가지지 않을 나이임에도 타고난 축구실력,

축구로 인해 젊은 시절 행복하게 보낸 기억, 연

수원 교수로 재직시 축구실력을 뽐낸 기억 등으

로 축구팀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우

리팀은 그를 단장으로 추대하여 체계적인 훈련

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답일까 장준동 회장도 그냥 있질

않았다. 연습게임이 끝나니 고기와 술을 한턱

내셨다. 운동으로 만든 허기와 갈증이 엄청난

계산서를 안겨드렸을 것이다. 물론 우리팀은 허

기와 갈증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우리는 몇 명되지 않는 우리팀 끼리

의 연습게임이 아닌 실전을 위한 상대팀을 물색

하여 조직력과 체력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또한 로스쿨 출신 준회원들을 선수로 영입하

기 시작하면서 팀은 한층 쇄신되었고 우리는 이

번 대회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감에 2012년도 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러한 우리의 기대는 기대일 뿐, 현실은 예

선탈락, 하지만 우리는 드디어 고대하던 첫승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무려 2승. 그 승리의 상

대방이 누구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상대팀의

명예를 위해..., 이 대회를 마치고 우리팀은 보

다 더 체계적인 축구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

기 위해 대회를 위한 축구모임이 아닌 상시활동

하는 동호회로 모임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때

가 2012년 10월이었다. 

그래서 기존 축구활동을 하던 회원 및 사무직

원들에게 동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받아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으며, 동호회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비를 내는 것으로

하였다. 회비는 3년차 이상 회원은 월 2만원, 그

미만 회원은 월 1만원, 사무직원은 회비를 면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인 회비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주 월요일 야간경기를 하기 위한 구장

대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해종 단장은 10년치의 회비를 선납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액션을 취하였다. 마치 자

신이 10년동안 축구동호회 활동을 할 것인냥....

10년 후면 그의 나이 환갑을 훨씬 넘길텐데....

이로 인해 우리 축구동호회는 향후 10년간은 활

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 예상밖의 결과

우리가 축구동호회를 결성하여 추운 겨울에

도 아랑곳않고 우리회의 예선 통과와 금위환향

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려 1년이 되어가던 2013.

9. 28. 제7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물론 당연히 참가한다. 

그런데 참가를 위해 우리회에 지원요청서를

내었더니 예전과 다른 분위기.... 예전에는 참가

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던 회가

동호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예전과 같이 지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순간 동호회 만들지 말아야 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조용한 회장이 조용히 보고만 있

질 않으시고 올해도 대회참가 지원을 해 주는 결

정을 이끌어 내셨다. 고맙습니다(앞으로도...)

그런데 이번 대회 장소는 수원. 참 멀다 부산에

서(왕복 10시간 가량). 이전까진 김천에서 대회

가 열렸는데... 개인적으로도 멀어서 가기 싫은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1년을 준비했다. 가야했

다. 우린 그 열정으로 새벽 4시에 모여서 출발...

대회는 10팀이 참가하여 5팀씩 나누어 각 조

1, 2위가 예선을 통과하고 예선탈락 6팀은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우리조에는 지난해 우승팀 경기중앙회, 광주회,

대한변호사회, 충북회, 우리회 이렇게 5팀이 배

정되었다. 

이젠 대진 순서를 정하는 시간. 예선에선 2경

기만을 치러 순위를 정하는데 대진운만 따른다

면 강팀과의 경기를 피해 예선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기대로 번호를 뽑았다. 졸지에 본인이

주장으로 밀려 나가 번호를 뽑았다. 

근데 이게 왠일인가,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팀

은 처녀출전인 충북회와 자체예상 최약체인 대

한변호사회와 예선 두게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순간 난 뽑기 영웅이 되었고 이미 우리

팀은 예선을 통과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모든 예상은 깨어

졌다. 우리팀이 충북회(처녀 출전답지 않았다)

와 대한변호사회(예전과 실력이 완전히 달랐다,

선제골을 넣고 승리가 목전에 있었는데 그만 종

료를 앞두고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허용했

다, 허를 찔린 느낌)와 무승부를 기록하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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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1승 1패로 올라갔다, 우리가 대한변호사

회를 이겼으면 1승 1무인데 더 아쉽다)와 광주

회가 1승을 거둬 예선 1,2위로 올라갔고, 우리

는 순위결정전에서도 1승도 거두지 못하고(예선

탈락의 충격이 컸던 것 같다) 그만 10팀 중 9위

라는 성적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물론 우리팀도 할말은 있다. 대진운은 좋았지

만 골운이 없었고, 경기 당일 주전급 선수들의

개인 신상문제로 대회불참 등 우리팀의 조직력

에 손상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변명을 해보고자

한다. 대회가 끝나고 부상선수도 생겼다. 빠른

완쾌를 빈다. 하지만 이 대회가 끝이 아니기에

우리 축구동호회는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내년

을 기약하고자 한다.

4. 누가 회원이고 누구를 원하는가

우리는 부산변협축구회하는 모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밴드도 구축되어 있다. 밴드 이름는

바로 ‘나는 축구선수다’이다. 

우리 멤버는 최해종 단장, 나 강경철 총괄총

무, 이진 연락총무, 이상경 행사총무가 집행부

이고 임방조, 이정민, 이무훈, 주현빈, 정해영,

임준섭, 김선웅, 최범준, 김용규, 황호진, 황태

영, 윤석종, 이덕욱, 신유천, 박종훈, 김명주,

정영덕, 한세영, 한창재 변호사 회원과 김창근

(골키퍼), 강형규, 김대산, 김태식, 오승진, 김

형건, 신보승, 박주영 등의 사무직원 회원으로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가입만 하고 경기에 한 번도 안나오는 회

원도 있다. 스스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얼굴

좀 봅시다....

우리 동호회는 현재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

요일 저녁 7시부터 10까지 정관 신도시에 있는

소두방공원 인조축구장에서 삼신교통팀, 동부

지검팀과 모여서 연습게임을 하고 있다. 실력이

비슷하다. 그래서 재미있다.

우리는 축구에 관심이 있는 회원이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 회원님들

많이 가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신노동으로 인

한 스트레스는 운동을 통한 땀으로 날려야 오래

오래 훌륭한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

각이 됩니다.

한달에 두 번 우리 함께 축구할까요.....

soccer lovers 
grouP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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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끝내면서

2010년 1월에 발간된 부산법조 제27호에 ‘냉동공장 신축·정비기’란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지 어

느덧 4년이 지나, 장장 5회에 걸친 연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윈도우XP에서 윈도우Vista를 지나 윈도우7이 주종이 되었고, 이어서 윈도우8이 널리 보급되

는 등 PC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PC의 운영체제가 윈도우를 사용하는 한

앞으로도 고스트의 효용성은 여전할 것입니다. 

PC의 운영체제가 윈도우7이더라도, Ghost 11.5 버전의 ‘도스용 고스트 실행파일’을 사용하여 시스템

을 백업,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 ‘도스용 고스트 실행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에 FDD(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거나, 별도로 USB FDD(USB로 PC와 연결되는 USB 외장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4.2.1.2항

참조)를 구입해야 하는 외에, PC를 도스로 부팅하는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초보자들의 경우, 비록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윈도우 도스창 실행버전인

Ghost32.exe(또는 Ghost64.exe)를 사용하면, PC를 도스로 부팅할 필요 없이 익숙한 윈도우 환

경에서 편하게 고스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4.1.3항의 34번 각주 참조). 

● 부산법조 전호前號에 게재된 저의 글 ‘글머리에’에서, ‘한글 프로그램’에 이상異常이 생겨 PC 시

스템을 복구한 경험담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화근이 되어 PC가 아예 부팅이 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고, 한번은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백신프로그램인 ‘알약’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치료

불능 수준의 이상이 발생하였으나, 고스트의 ‘백업이미지’를 이용하여 쉽게 이전의 정상상태로 복

구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스템 백업, 복구를 탐구하면서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은 셈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불의의 이상이 생기더라도 안심입니다. 

● 데이터(자료) 보관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쉽고 편하게 PC 시스템을 백업, 복구하려면, 하

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1개의 파티션에는 윈도우와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두고, 다른 파티션에는 데이터(자

료) 파일 등을 저장하는 것입니다(2.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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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티션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2.3항 참조), 파티션 분할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글의 제6장에서 ‘파티션의 관리’란 별도의 항목으로 이를 자세히 다루

었습니다. 

PC 시스템의 백업·복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끝내고, 블로그(blo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블로그(blog)는 웹 로그(web log)의 줄임말로, 로그(log)는 항해일지(log book), 여행일기라는 뜻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일기처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지는 웹 페

이지’라 정의되기도 합니다. 

여행 다니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뿐으로, 저의 경우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나 PC의 하드디스크에 무질서하게 저장된

사진파일을, 나중에 다시 찾아서 감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 내킬 때 불쑥 불쑥 보기

에는, 너무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블로그를 개설해두면,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마음 내킬 때면 언제나, 자신

의 블로그(즉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행 간 곳의 사진들을 추려서 일단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고, 간단한 코멘트를 곁들여

둔 다음, 나중에 블로그에 접속해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서 좋았던 기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코

멘트를 수정하기도 하고, 시간이 나면 자세한 여행기 등을 덧붙이기도 하고, 지도첨부 기능을 이

용하여 여행지의 자세한 지도를 첨부하는 등 살을 붙여나가도 됩니다. 

Privacy가 염려되면 공개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포스트 별로 가능합니다), 나 혼자만 볼 수 있

게 하거나(비공개), 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거나(전체공개), 또는 적당한 범위의 사람들

이 볼 수 있게(이웃공개 등)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활용의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블로그에는 주제나 소재의 제한이 없으며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의 경우 ‘초보자용 컴퓨터 강의’에 관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데 유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류類의 책들과 같이, 컴퓨터작업의 진행과정을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하나

하나 순차로 보여주면서 설명해나가는 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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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하고 먼저 블로그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겠지요?

저의 블로그(주소☞ http://kimslow82.blog.me)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화면 맨 위쪽 주소 창에 위와 같이 네이버의 주소가 뜰 것입니다.

(네이버를 ‘홈 페이지’로 지정해 놓았을 경우).

여기에서 키보드의 Backspace 키와 영문글쇠 등을 사용하여 위 ‘www.naver.com’ 부분을 지우

고, 그 자리에다 위와 같이 ‘kimslow82.blog.me’ 라고 입력한 다음, 키보드의 Enter 키를 치면,

짠! 바로 저의 블로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 일단 원하는 블로그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구미가 당기는 포스트(Post. 블로그로 작성한 문서,

글 등 게시물)를 골라서 내용을 보아야겠지요? 그 방법입니다.

저의 블로그의 상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공지] 사항들이 보일 겁니다.

그중에서 ‘카테고리에서 포스트를 보는 방법’(붉은색 밑줄 친 부분)을 클릭하면, 즉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콕 누르면, 포스트를 보는 방법을 설명한 포스트가 화면에 뜹니다. 

그 포스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 이제는 책이나 글, 나아가 명함에도 블로그의 주소를 넣는 시대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42.9%가 자신의 블로그

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18~29세의 청년층에서는 자신의 블로그 개설비율이 75.0%로 나타났다

고 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집계한 2011년 7월 현재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3,718만 명이었다고 하

니, 위 비율로 계산하면 2011년 7월 당시 이미 약 1,595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블로그를 개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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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하는 데는, 정보 공유, 일상의 기록, 사람들과의 소

통, 정보수집, 홍보와 광고 등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블로그 개설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네이버에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블로그가 개설됩니다. 

맨 먼저 네이버 ID를 만들고(위 [공지] 사항에 해당 포스트도 보이지요?), 그 ID로 회원가입한

후, (자동으로) 블로그가 개설되면 먼저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네이버 ID와 레이아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블로그를 꾸며가면서 추후에 바꿀 수 있으므

로, 필요에 의해 또는 취항에 맞게 바꾸어 가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블로그를 꾸미는 방법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려져있으므로, 앞으로 하나

하나 알아 가시면 됩니다. 미리 다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개설해놓고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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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축·정비기』에서는 ‘기계식 시동기’로 표현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스용 부팅 디스켓    <☜기계식 시동기>  

-가장 기본이 되는 부팅 디스켓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가 있음.

ㅇ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     <☜시스템 시동기> 

ㅇ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일반 시동기>

  특수한 도스용 부팅 디스켓

ㅇ NTFS 부팅 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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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FSDOS, NTFS4DOS, NTFSPRO로 부팅하는 디스켓(4.2.2.2항)

ㅇ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 시동기>

ㅇ 고스트 부팅 디스켓          <☜고스트 실행 시동기(5.4.3항)>

ㅇ 파티션매직 복구 디스켓      <☜파티션 시동기>

  자동 실행 도스용 부팅 디스켓    <☜자동 실행 시동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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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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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스트 자동 검사 부팅 디스켓    <☜일반(또는 GHOST) 자동 검사 시동기>

ㅇ 파나소닉 자동 검사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 자동 검사 시동기>

제 5 장  부팅 파일의 편집

5.1  부팅 파일의 편집방법

5.1.1 편집의 필요성

<시동기(기계식 시동기)☞ 도스용 부팅 디스켓> 

<회로☞ 파일> <시동기의 회로기판☞ 부팅 파일이 들어있는 플로피디스켓>

전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 표기는 앞서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의 ‘시동기(기계식 시동

기)’라는 표현은, 이글 『부록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뜻하는 것이라는 의미

로서, 각항의 모두冒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동기☞부팅 디스크>

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 페이지에다 ‘도스용 부팅 디스켓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일괄 정리해두었으



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도스로 부팅하기 위한 도스용 부팅 디스켓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각자 자

신의 PC에 맞는 부팅 디스켓 나아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작업에 적합한 부팅 디스켓을 제작하

기 위해서는 도스용 부팅 디스켓에다 하나하나 필요한 파일을 구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구한 부팅 이미지를 이용하여 편집 즉 파일들을 삽입, 삭제 및 수

정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5.1.1.1 편집도구

<IN쇼핑의 시동기☞ 인터넷상의 부팅 이미지파일> 

<‘IMA’ 또는 ‘ISO’ 규격으로☞ 확장자가 ‘*.IMA’ 또는 ‘*.ISO’로> 

<1개로 된 겉포장☞ 1개의 이미지파일> <냉동공장에 설치된 OS☞ 윈도우>

<내용물☞ 이미지파일에 들어있는 파일들>

그런데 부팅 이미지는 1개의 이미지파일의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지파일의 내용을 보고 나

아가 그 안의 파일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바, WinImage

와 UltraISO가 (부팅) 이미지파일의 제작 및 편집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들은

이런 용도 외에도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구입하여 사용해볼 만합니다. 

WinImage는 도스용 부팅 플로피디스켓을 만들 때 부팅 이미지파일을 간단하게 제작하고 편집하

는데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확장자는 *.IMA(무압축), *.IMZ(압축)이며 기타 가상 플로피 이미지

파일인 *.VFD나 *.BIF와 같은 확장자도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표준 ISO 이미지파일로 배포가 되는데, 표준 ISO 이미지는 네로와 같은 레코

딩 툴로 바로 CD로 구워서 사용가능하며, 또는 DAEMON Tool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으

로 마운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UltraISO는 CD/DVD 이미지파일의 편집, 변환, 생성이 가능한 CD/DVD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

으로서, ISO 이미지파일을 제작, 편집하며, ISO뿐만 아니라 BIN 파일, Alcohol, CloneCD 및

Nero, Easy CD Creater, Virtual CD, Virtual Drive 등등 심지어 CDSpace의 LCD 파일까지, 현

존하는 거의 모든 CD/DVD 이미지파일을 읽고 편집할 수 있는 강력하며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스용 부팅 플로피디스켓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WinImage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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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추가할 파일

이에 관하여는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새로운 부팅 디스크를 제작하

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메모장을 이용하여 Config.sys 파일과 Autoexec.bat 파일의 내용을 편

집(수정 내지 새로 만듦)해야 하는데, 그에 상응하여 필요한 파일들도 디스크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4.1.2.2항에서 ‘외부명령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위의 작업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구한 적당한 고스트 자동 백업·복구 이미지를  WinImage를

이용하여 편집 즉 파일들을 삽입, 삭제 및 수정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먼저 윈

도우 탐색기를 연 다음, 도구메뉴의 폴더옵션에서 ‘숨김 파일’이 모두 표시되도록 만든 후에 작업

을 하도록 합니다). 

5.1.2 Config 파일과 Autoexec 파일의 수정

<냉동공장에 설치된 OS☞ 윈도우의 메모장 또는 윈도우의 탐색기>  

다음 새로운 부팅 디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Config.sys 파일과, Autoexec.bat 파일의 내용을

편집 즉 수정하거나 동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도스에서 할 수도 있으나,

그냥 윈도우에서 메모장으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에 있는 파일들을 통째로 다른 A: 플로피디스켓에 옮기면 부팅이 안 되나,

autoexec.bat 파일을 ‘복사’해서 C: 에서 작업을 한 후 다시 윈도우98 부팅 디스켓에 ‘붙여넣기’

하는 것은 부팅에 지장이 없습니다. 

5.1.2.1 숨김파일 표시

<냉동공장에 설치된 OS☞ 윈도우의 탐색기>

윈도우98에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이용해 만든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안에는 Con-

fig.sys 파일과 Autoexec.bat 파일이 모두 들어있으나, Config.sys 파일은 ‘숨김 파일’이기 때문

에 ‘3.5 플로피(A:)’ 드라이브를 열어보아도 (Autoexec.bat 파일만 나타날 뿐) Config.sys 파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윈도우 탐색기를 연 다음, 도구메뉴의 폴더옵션에서 ‘보호된 운영 체제 파일 숨기기

(권장)’을 체크해제하고, ‘모든 파일 표시’를 체크하여, ‘3.5 플로피 (A:)’ 드라이브에 Config.sys

파일을 비롯하여 ‘숨김 파일’이 모두 표시되도록 만듭니다(4.1.2.2항). 



5.1.2.2 Config 수정

<위 시동기☞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냉동공장에 설치된 OS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장☞ 윈도우의 메모장>

다음 윈도우의 메모장으로 Config.sys 파일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시작메뉴에서 프로그램(-보조프로그램)-메모장을 순차적으로 눌러 메모장을 연 다음, 도구메뉴

의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열기]창이 뜬 다음 ‘위치(I):’의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 오른

쪽 끝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아이콘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아래에 조그만 윈도

우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3.5 플로피 (A:)’ 아이콘을 선택하면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 아래에 위

치한 ‘리스트 박스’에 ‘3.5 플로피 (A:)’ 드라이브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파일 형식’의 기본값이 ‘텍스트 문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메모장에서)

Config.sys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의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

형 모양의 아이콘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모든 파일(*.*)’을 선택하여 ‘파일 형

식’을 ‘텍스트 문서’에서 ‘모든 파일(*.*)’로 바꿔줍니다. 이제 [열기] 창의 ‘리스트 박스’에

Config.sys 파일이 보일 겁니다. 

Config.sys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누르면 Config.sys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어서 편집을 마치고 마찬가지로 도구메뉴의 [파일]에서 [저장]

을 선택하여 변경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시스템 파일 부팅 디스켓 안에는 Config.sys 파일이 없으므로, 메모장에서 만든 후 Config.sys라

는 파일명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5.1.2.3 Autoexec 수정

<OS☞ 윈도우의 탐색기>

Autoexec.bat 파일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집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다만 Config.sys 파일과 다른 점은 Autoexec.bat 파일은 ‘숨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윈도우 탐

색기에서 ‘숨김 파일’이 표시되도록 만들 필요가 없으며, 바로 메모장을 열어 Config.sys 파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용을 편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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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아래 연장메모리, 확장메모리를 연속확장메모리, 중첩확장메모리로 표현하는 등으로.

5.2  Config.sys 파일의 구조 및 명령어

5.2.1 도스의 메모리

도스에서의 메모리의 한글명칭에 관해서는 용어의 혼란이 심하므로53),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영

문명을 기준으로 메모리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도스에 관한 책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데다, 위와 같이 용어 나아가 개념의 혼란까지 겹친

실정이라, 메모리를 정리하느라 무척 고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메모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 글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5.2.1.1 메모리의 종류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 있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보

겠습니다. 노고의 산물입니다.

기본(주)메모리(Conventional Memory) 

도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의 수행에 관련된 파일들을 기본메모리로 불

러들여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도스에서의 기본(주)메모리는 0KB에서 640KB까지의 640KB에

불과하였습니다. 메모리가 4GB 이상에 이르는 요즘에 보면 옛날 옛적이야기지요. 

상위메모리(UMA; Upper Memory Area 또는 UMBs; Upper Memory Blocks)

그 후 메모리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비디오나 디스크 컨트롤러 등 하드웨어의 추가적인 확장에

대비해서 예약이 되어있는 640KB 이상 1,024KB(1MB)까지 384KB의 상위메모리 중, 비어있는

일부를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램상주 프로그램(smartdrv.exe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이메모리(HMA; High Memory Area) 

1,024KB(1MB) 이상 1,088KB까지의 64KB를 하이메모리로 확보하여, 도스커널의 일부분을 옮

김으로써 시스템영역(커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장메모리(XMA; eXtended Memory Area) 

CPU가 접근할 수 있는 1,024KB(1MB) 이상의 메모리 영역인바, 연장메모리관리방법에 관한 규

약인 XMS(eXtended Memory Specification)가 정해졌고, 이를 따르는 연장메모리 영역의 관리

자인 XMM(eXtended Memory Manager)이 제공되었는데, 도스에서 제공하는 HIMEM.SYS가

그것입니다. 

확장메모리(EMA; Expended Memory Area) 

1,024KB(1MB) 이상의(정확하게는 1,088KB 이상의) 메모리영역인바, 확장메모리 영역은 연장메

모리 영역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메모리를 변환시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확장메모리 관리방법에 관한 규약이 EMS(Expended Memory Specification)이고, 이를 따르는

확장메모리영역의 관리자가 EMM(eXtended Memory Manager)인데, 도스에서 제공하는

EMM386.EXE가 그것입니다.  

5.2.1.2 메모리 관리자

기본메모리인 640KB는 PC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메모리영역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연장 및 확장메모리 관리방법에 관한 규약을 따르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도스에서

제공하는 메모리관리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래 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54)

메모리관리자 자체는 기본메모리 영역에 설치됩니다.

연장메모리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HIMEM.SYS로서, HIMEM.SYS 명령에 의하여 연

장메모리(XMA)와, 연장메모리(XMA)의 첫 영역인 하이메모리(HMA)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도스 프로그램과, 윈도우는 연장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다음 확장메모리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EMM386.EXE로서, EMM386.EXE 명령에

의하여 연장메모리(XMA)를 확장메모리(EMA)로 변환시켜 사용 가능하게 되며, 아울러 상위메모

리(UMA 또는 UMBs)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확장메모리(EMA)는 일부 게임이나 그래픽프로

그램 등 덩치가 큰 프로그램들로서, EMS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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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움이 될까하여 참고로 언급해둡니다. 원래 도스는 기본메모리인 640KB만 사용하므로, 남겨진 연장메모리(XMA)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확장메모리(EMA)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smartdrv.exe처럼 캐시로 사용하거나, 연장메모리(XMA)를 ramdriv.sys와 같
이 하나의 드라이브처럼 사용하는 것 등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55) 본래는 별도의 카드로 제공되던 방식이었지만, 연장메모리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EMM386.EXE
같은 메모리 관리자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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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DEVICE 명령을 사용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기본메모리에 설치하며, DEVICEHIGH 명령을 사용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상위메모
리에 설치하게 되는데, EMM386.EXE 명령에 의하여 상위메모리(UMA 또는 UMBs)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램상주 프로그램을 ‘DEVICEHIGH’와 ‘LOADHIGH(LH)’ 명령에 의하여 상위메모리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DEVICEHIGH 명령을 사용하려면 CONFIG.SYS 파일에 XMS를 지원하는 HIMEM.SYS와 확장메모리 및 상위메모리를 매핑해주
는 EMM386.EXE가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도스가 상위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DOS=HIGH,UMB라는 행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57) 주의! 전술 4.1.2.2항 참조.

이 정도로도 충분하나, 인터넷상의 부팅 이미지파일에서 자주 나오는 명령어로서  DEVICEHIGH

가 있습니다.56)

5.2.2 Config 기능

Config.sys 파일의 기능에 대해서는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덧

붙이자면 PC를 부팅하면 도스는 먼저 Config.sys 파일을 찾게 되는데, 이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읽어 파일에 들어있는 명령을 해석하여 시스템 환경을 재설정하고, 만일 Config.sys 파일이 없으

면 도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들을 이용하여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게 되며(따라서 Config.sys 파

일은 도스로 부팅하는데 필수적인 파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동작은 부팅 시마다 반복됩니다.  

먼저 Config.sys 파일을 하나 보고, Config.sys 파일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Config.sys 파일의 예시===  

DEVICE=C:\DOS\HIMEM.SYS /testmem:off

DEVICE=C:\DOS\EMM386.EXE NOEMS

DOS=HIGH,UMB

DEVICEHIGH=C:\BILING.SYS 57)

FILES=80

BUFFERS=80

LASTDRIVE=Z

STACKS=9,256

FCBS=1,0

BREAKE=ON

SHELL=C:\COMM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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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Config  명령어

Config.sys 파일에서 사용되는 명령은 크게 나누어 기본 장치 이외의 특수 장치들을 PC에 부착하

여 사용하기 위한(즉 외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DEVICE 명령과,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Configulation Command가 있습니다.

5.2.3.1 DEVICE 명령

먼저 주요 DEVICE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스는 PC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장치(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기본 장치

에 대한 사항을 도스가 (IO.SYS에)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C 사용자는 이러한 기본 장치 이외에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장치, 예를 들면 모뎀, 마

우스, 외부 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PC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DEVICE 명령은 이러한 특정

한 주변장치를 위한 장치 드라이버(device driver)에 관한 정보를 가진 파일의 이름과 장소를 지

정하여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 설명

하였습니다.

주요 DEVICE 명령으로는, 전술한 himem.sys, emm386.exe가 대표적이고, 이를 비롯하여

dos=high,umb, ramdrive.sys, devicehigh 등이 있습니다. 

이하 자주 쓰이는 명령어 및 후술 5.4.4항(및 5.5.6.4항) ‘MENU의 사용’에서 나오는 구문의 이해

에 필요한 정도에서, 몇 가지 명령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 DOS=HIGH,UMB

DOS=HIGH는 도스로 하여금 하이메모리(HMA) 영역을, DOS=UMB는 도스로 하여금 상위메모

리(UMA 또는 UMBs) 영역을 사용하게끔 해주는데58), DOS=HIGH,UMB는, DOS=HIGH와

DOS=UMB라고 두 줄에 써줘야 할 내용들을 한 줄로 묶어서 써준 것으로, 도스가 하이메모리와

상위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 메모리에 들어갈 도스의 시스템 영역(도스커널)을 하이메모리에 올리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들과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들을 비어있는 상위메모리에 올리는 것

입니다. 

58)  여기서 하이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IMEM.SYS가 필요하고, 상위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MM386.EXE가 필요함은 전술



⊙ RAMDRIVE.SYS  ⇨DEVICE=C:\WINDOWS\RAMDRIVE.SYS 8096 /E

가상 디스크(Virtual Disk)란 메모리(Memory)의 일부를 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램 드

라이브(RAM DRIVE) 또는 램 디스크(RAM DISK)라고도 하는바, 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정보

를 언제나 메모리에 적재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보다 입출력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RAMDRIVE.SYS는 이런 가상 디스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Config.sys에다 위와 같

이 RAMDRIVE.SYS 명령을 넣게 되면 Config.sys 파일의 처리과정에서 램 드라이브가 만들어지

게 됩니다.59)

5.2.3.2 Config 명령

다음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config.sys 명령들로 buffers, files, lastdrive, stacks, fcbs,

breake, shell 등이 있습니다.  

⊙ BUFFERS  ⇨BUFFERS=80  

BUFFER는 CPU, 램 등 속도가 빠른 장치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프린터, 모니터 등 장치

사이에 존재하여 속도가 빠른 장치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서(즉 프로그램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프린터 내에 존재하

는 버퍼를 들 수가 있습니다.60)

위의 예는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는 디스크의 섹터 버퍼 수를 8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 

⊙ LASTDRIVE  ⇨LASTDRIVE=Z

접근할 수 있는 드라이브의 최대 수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Z’는 마지막 드라이브의 문자

로서 A에서 Z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26개의 드라이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소값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최소값은 이미 PC에 설치해놓은 드라이브의 수

와 동일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379

59) RAMDRIVE.SYS 파일은 부팅할 때 시스템 메모리의 일정영역(2MB 크기)을 램 드라이브로 만들어주는 제어기 파일로서, 부팅 디스크로
부팅하면 EBD.CAB 파일(부팅 디스크에 들어있는 압축파일임)의 압축을 풀어 램 드라이브에 복사해주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램 드라이브는 시스템의 RAM 메모리를 이용해 만들어져 실제 하드디스크처럼 작동하게 되는 것으로서, 램 드라이
브를 설치하면 원래의 드라이브 이름의 다음 알파벳으로 램 드라이브의 이름이 설정되는데, 예컨대 하드디스크가 C:라면 램 드라이브
이름은 D:가 됩니다.

60) 프린터로 인쇄(출력)를 할 경우 인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다른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프린터 내에 buffer(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OS에서 받은 인쇄명령과 인쇄할 자료들을 buffer(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이것을 이용하여 인쇄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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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Config 명령의 순서

대체로 순서에 상관이 없으나, 다른  디바이스들이 연장메모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DE-

VICE=C:\DOS\HIMEM.SYS라는 문장이 모든 DEVICE 구문에 앞서서 위치하고, 그 다음으로

는 DEVICE=C:\DOS\EMM386.EXE 구문이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5.3  Autoexec.bat 파일의 구조 및 명령어

5.3.1 SMARTDRV

SMARTDRV는 메모리(RAM)와 디스크 간의 속도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메모리의 일부를 임시

기억장소로 할당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

로서, 메모리의 일부에 자주 읽어 들여지는 디스크상의 파일 내용을 임시로 저장해놓고 나중에 다

시 이 파일을 읽을 때 하드디스크가 아닌 ‘디스크’라는 메모리에서 직접 파일을 읽어 들여 프로그

램의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것입니다.61)

일반적으로 도스는 매우 작은 용량의 메모리 공간을 디스크 입출력을 위한 buffer로 사용하는데,

SMARTDRV.EXE는 연장메모리(XMA)를 이용하여 더 많은 메모리를 입출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62)

5.3.1.1 설정방법

SMARTDRV는 연장메모리(XMA)에다 ‘디스크 캐시(임시기억장소)’를 설정하게 되며,

smartdrv.exe는 상위메모리(UMA 또는 UMBs)에 여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리로 올라가 설

치됩니다. 따라서 SMARTDRV는 연장메모리(XMA)와 상위메모리(UMA 또는 UMBs)를 갖춘 컴

퓨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SMARTDRV을 이용하려면 DEVICE 명령에서 himem.sys,

emm386.exe 파일의 이름과 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합니다(5.2.3.1). 

DEVICE=himem.sys

DEVICE=emm386.exe noems 

61)  이는 PC의 사양에 한번씩 등장하는 ‘캐시 메모리’와는 구별되는 것인바,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인 일반 메모리 사이에 존재
하는 것으로서 CPU에 비해 느린 메모리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
합니다. 

62) MS-DOS 8.0에 해당하는 윈도우ME에서는 IO.SYS 파일에도 그 기능이 일부 포함되었음.



이에�대해서는�앞서�냉동공장�신축·정비기에서�설명한�바�있습니다.�그런데�연장메모리(XMA)

을�사용하려면�‘DEVICE=himem.sys’�명령만�사용하면�될�것을,�왜�굳이�‘DEVICE=emm386.exe’

명령을�덧붙여�사용하여�‘noems’�옵션을�붙이는가요?�이는�smartdrv.exe는�상위메모리(UMA�또

는�UMBs)에�여유가�있으면�자동적으로��그리로�올라가�설치되므로,�상위메모리(UMA�또는

UMBs)를�사용할�수�있게�하기�위하여�그런�것입니다.�환언하면�‘noems’�옵션은�상위메모리(UMA

또는�UMBs)를�관리할�목적으로만�사용하는�것이�됩니다.63)

SMARTDRV를�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config.sys�파일의�편집도�불필요하게�될�것이고,�나아가

config.sys�파일은�PC를�부팅시키는데�필수적인�파일도�아니므로(5.2.2항)�도스용�부팅�디스켓에

서�config.sys�파일을�삭제해버려도�무관할�것입니다.�그러나�일부�PC에서이기는�하나�‘SMART-

DRV를�사용하지�않을�경우’�여전히�속도저하의�문제로�인하여�GHOST�작업이�어려운�경우가�있

고,�USB�이동식�외부저장소에�복제�및�복구하기�위해서�‘파나소닉�부팅�디스켓’을�제작하자면

config.sys�파일이�반드시�필요하게�됩니다(후술�5.5항).��

5.3.1.2 더블 버퍼링

스커지(SCSI)�컨트롤러의�작동방식을�보면�OS의�중추中樞�기능을�맡고�있는�CPU가�작업과정에

서�끝까지�그�작업에�매달리지�않고�‘메모리에�미리�설정해둔�buffer’에�자료들을�보내버린�다음,

CPU는�다른�작업에�착수합니다.�그러면�스커지(SCSI)�컨트롤러가�위�buffer에서�자료들을�읽어

들여�작업을�하는�방식인데,�한꺼번에�두�가지의�작업이�동시에�이루어짐으로�시스템의�속도를�빨

라지게�하는�역할을�하는�것입니다.�기본메모리에�2.5KB�가량의�작은�영역�buffer를�설정하여�데

이터�전송�시�하드디스크에�보내고�받을�정보를�보관합니다.��

이것이�스커지(SCSI)�컨트롤러가�설치된�냉동공장에서�SMARTDRV를�이용하려면,�config.sys

파일에다�이중二重으로�buffer를�설정해주어야�하는�이유입니다.

DEVICE=himem.sys

DEVICE=emm386.exe�noems��

DEVICE=smartdrv.sys�/double_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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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RAM 옵션을 사용할 경우 응용프로그램이 필요로 할 경우에만 연장메모리(XMS)를 확장메모리(EMS)처럼 에뮬레이트하되, 그 응용프로
그램의 수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메모리(XMS)로 전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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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터넷에서 구한 부팅 이미지에 들어있는 Config.sys 파일의 내용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내용이 수십 장에 이르는 것이 있는가하면,
Autoexec.bat 파일의 내용 또한 그에 못지않게 복잡한 것들이 즐비한데,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도스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작성의 기초, 배치파일의 작성방법에 관해서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5.3.2 Autoexec 기능

<냉동공장을 작동☞ PC를 도스로 부팅>

배치파일을�효과적으로�사용하면,�복잡한�명령어를�반복하여�입력시켜야하는�노력을�줄이고,�작

업의�각�과정마다�사용자가�일일이�개입하지�않고�간편하게�처리할�수�있게�됩니다.�자동실행�배

치파일�즉�Autoexec.bat파일이�일반�배치파일과�다른�점은,�부팅과�동시에�사용자가�원하는�일들

이�자동으로�실행된다는�점입니다.64)

먼저�Autoexec.bat파일을�하나�보고,�배치파일에서�사용되는�명령어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역시�그냥�‘이런�식으로�쓰는구나’�정도로�보시면�됩니다.�

===Autoexec.bat�파일의�예시===�

@ECHO�OFF

LH�C:\DOS\SMARTDRV.EXE�

PROMPT�$P$G

PATH�C:\DOS;C:\UTIL;C:\NU;C:\CM�

SET�COMSPEC=C:\DOS\COMMAND.COM

SET�TEMP=C:\TEMP��

LH�C:\DOS\MOUSE.COM�

5.3.3 Autoexec 명령어

배치파일은�일반�도스�명령과,�배치파일�전용명령어를�사용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자주�쓰이는

명령어�및�후술�5.4.4항(및�5.5.6.4항)�‘MENU의�사용’에서�나오는�구문의�이해에�필요한�정도에

서,�몇�가지�명령에�대한�설명을�덧붙이겠습니다.

5.3.3.1 도스 명령어

도스에서�사용가능한�모든�명령어(내부�및�외부�명령어)를�배치파일의�내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

다(4.1.2.2항).�단,�사용하고자�하는�외부�명령어는�반드시�필요로�하는�디렉토리�내에�존재하거나,

PATH�명령을�이용하여�검색경로를�지정하여�사용이�가능하도록�하여야�합니다.�



⊙ PATH  ⇨ C:\DOS;C:\UTIL;C:\NU;C:\CM  

경로명�즉�사용자가�입력한�명령이�어느�통로를�통해서�실행될�것인가를�지정하여�주는�것으로서,

경로를�지정하여�주는�목적은�자신이�필요로�하는�프로그램이�있는�경로(디렉토리)로�매번�이동하

지�않고서도�즉�프롬프트가�어디에�위치해�있더라도�그�디렉토리에�있는�프로그램을�간편하게�실

행시킬�수�있도록�하기�위해서�사용됩니다.�

⊙ LH  ⇨ LH C:\DOS\MOUSE.COM

프로그램을�상위메모리영역(UMA�또는�UMBs)으로�올려서�기본메모리를�소비하지�않겠다는�뜻

으로서,�사용례는�위�영역에�마우스의�구동드라이브를�띄워주는�것입니다(그러나�이렇게�하더라

도,�마우스가�작동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65)

⊙ CLS 

화면을�모두�지우는�도스명령어

5.3.3.2 배치 전용명령

배치�전용�명령은�echo,�rem,�pause,�call,�shift,�goto,�if,�for�등�8개가�있으며,�‘의사�변수

(Dummy�variables�또는�replaceable�parameter)’라는�계수가�사용되기도�합니다.�

⊙ ECHO  ⇨@ECHO OFF

ECHO�명령은�배치파일�실행�시�화면에�명령어의�표시여부를�설정�및�해제하는데�사용되는데,�사

용형식은�‘ECHO�[ON�또는�OFF]�[문자열]’입니다.�

ECHO�ON이�기본값이고,�ECHO�OFF를�설정하면�배치파일에서�실행�중인�명령을�화면에�표시

하지�않으나�화면에�ECHO�OFF�자체는�나타나는데,�@ECHO�OFF하면�ECHO�OFF�명령자체도

화면에�나타내지�않습니다.66)

⊙ PAUSE 

배치파일�처리�중�디스크를�교환하거나,�다른�일을�할�필요가�있어서�실행을�일시�중단할�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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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Config.sys에서 모든 DEVICE 명령을 DEVICEHIGH로 상위메모리영역(UMA 또는 UMBs)에 올리고, Au-
toexec.bat에서 모든 램상주프로그램 앞에 LOADHIGH(LH)를 붙입니다. 

66) ‘ECHO.’은 빈 줄 에코로서, 이 경우 한 줄을 띄우게 됩니다. 



합니다.�배치처리�시�PAUSE�명령에�도달하면�‘Strike�a�key�when�ready....’�등과�같은�메시지가

자동적으로�나타나면서�사용자가�어떤�처리를�할�수�있도록�기다리는�것입니다.�

사용형식은�‘PAUSE�[문자열]’인데,�문자열을�생략하면�‘Strike�a�key�when�ready....’라는�메시

지가�화면에�출력되므로,�이�경우�‘PAUSE�>�NUL’67)�명령을�사용하면�‘Strike�a�key�when

ready....’라는�문자열을�NUL이라는�장치로�재지향(Redirection)해서�지워버리기�때문에�화면에

아무�글자도�나오지�않고�커서만�깜박거리게�되며,�이때�아무�키나�누르면�정지상태에서�빠져나오

게�됩니다.�

만약�PAUSE�명령�뒤에�어떤�메시지를�지정하여�그�메시지를�출력하고�싶은�경우에는�이렇게�하

면�됩니다.�즉�‘ECHO�Press�any�key�to�start�BACKUP...!!’�하고,�다음�줄에�‘PAUSE�>�NUL’해

두면,�‘Press�any�key�to�start�BACKUP...!!’하는�메시지만�화면에�출력되면서�커서만�깜박거리

게�될�것이고,�이때�아무�키나�누르면�정지상태에서�빠져나오게�되는�것입니다.���

⊙ 의사 변수(Dummy variables 또는 replaceble parameter)

배치파일을�수행하는�과정에서�사용자�또는�다른�배치파일이�가변적인�정보를�필요로�할�때�사용

하는�계수로서,�변수에는�‘수치변수’�‘문자변수’�‘의사변수’�‘환경변수’가�있으며,�‘환경변수’의�경우

‘%CDROM%’�‘%CONFIG%’�‘%RAMD%’�등의�형식이�있습니다.�

⊙ GOTO

지정한�<레이블>�위치로�실행흐름을�바꾸어�주는데,�실행방향을�바꾸고자하는�위치의�명령�앞에

콜론(:)과�레이블이�정의되어�있어야�합니다.�

⊙ IF

지정된�조건에�따라�배치명령을�선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조건�분기�명령으로서,�뒤에

나오는�GOTO문에�의하여�지정된�레이블로�분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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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리다이렉션(Redirection: 입출력 장치 바꾸기)의 ‘>’ 기호는 출력 데이터를 표준 출력 장치인 Con(Console: 모니터 화면 즉 비디오 디스
플레이) 이외의 지정된 장치로 출력시키는 기능. 
도스에서의 장치명의 하나인 ‘NUL’은 존재하지 않는(dummy) 장치. 
따라서 ‘PAUSE > NUL’ 명령은 ‘Strike a key when ready...’라는 메시지를 모니터 화면이 아닌 ‘NUL’로 출력시키라는 것이 되므로, 화
면에는 아무 글자도 나오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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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Autoexe 명령의 순서

Autoexec.bat에�들어가는�프로그램은�대부분이�메모리에서�제거할�수�있도록�되어있고,�프로그

램을�띄우는�순서도�중요하게�작용할�때가�많으므로�약간의�생각을�필요로�합니다.�

ECHO,�PROMPT,�SET,�PATH�명령어들은�될�수�있으면�가장�윗부분에�설정하여�주는�것이�좋

고,�램상주�프로그램(램상주라는�말은�프로그램의�일부�또는�전부가�메모리상에�항상�올라가서�실

행되는�프로그램을�말함)은�가능한�한�가장�마지막에�위치시키는�것이�좋으나,�SMARTDRV의�실

행명령인�smartdrv.exe는�윗부분에�설정하는�것이�좋습니다.�

5.3.3.4 어디에 넣을까

어떤�램상주�구동�드라이버를�띄우고자할�때�Config.sys�파일과�Autoexec.bat�파일�중�어디에�넣

어야�할지�망설여진다면,�냉동공장�신축·정비기에서�설명한�바와�같이�프로그램의�확장자를�보

고�판단하시면�됩니다.

5.4  자동 백업·복구 디스크의 제작

-Config.sys, Autoexec.bat 파일의 편집(1)-

5.4.1 고스트 작업방식

전술한�바와�같이�고스트�도스모드는�그래픽�인터페이스로서,�기본적으로�키보드(마우스는�잘�듣

지�않습니다)를�이용하여�항목(메뉴)을�이동해가면서�하나하나�키를�눌러�선택하는�방식을�통해

작업이�진행됩니다.�이에�비하여�고스트�커맨드모드는�도스상에서�키보드로�명령어를�직접�입력

하여�작업을�진행하는�것입니다.��

5.4.1.1 커맨드 모드

<GHOST 자동 복제·복구 시동기☞ 고스트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고스트�커맨드모드는�배치파일과�결합함으로써�다양하게�활용할�수�있게�되는데,�고스트�자동�백

업·복구(Automated�Ghost�Back·Recovery)�이미지나�고스트�실행�부팅�이미지�등이�바로�그것

으로서,�고스트�자동�백업·복구�이미지의�경우�필요한�명령을�순차적으로�입력해놓음으로써�(수동

으로�글쇠를�누름이�없이)�자동으로�백업�또는�복구�작업이�끝까지�진행되도록�만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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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편집 필요성

인터넷에서�찾아보면�이런�고스트�자동�백업·복구�이미지파일이�지천으로�널려있으며�저마다�작

동을�장담하고�있습니다.�그러나�자동�백업·복구�이미지파일을�다운로드하여�디스크로�만든�다

음�시험해보면�대부분�잘�작동이�되지�않습니다.�왜냐하면�위의�자동�백업·복구�이미지가�대상으

로�하는�PC의�장치(예컨대�SATA�방식의�하드디스크인지�여부�등)와�구조68) 등의�조건에�자신의

PC가�부합해야�하는데,�극히�일부의�경우를�제외하고는�부합하기�어렵기�때문입니다.�

5.4.2 Config 구문

가장�간단한�형태로�된�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Config.sys�파일의�구문과�그�의미�및,

Config.sys�파일의�구문의�경우�백업과�복구�모두에�동일하게�사용된다는�점에�대해서는,�냉동공

장�신축·정비기에서�설명한�바�있습니다.�

아래는�냉동공장�신축·정비기에서�나온�구문에다�‘DOS=HIGH,UMB’를�첨가한�것인데,

‘DOS=HIGH,UMB’�구문은�앞서�5.2.1.2항,�5.2.3.1항에서�설명하였습니다.�

DEVICE=HIMEM.SYS�/testmem:off

DEVICE=EMM386.EXE�NOEMS

DOS=HIGH,UMB�

LASTDRIVE=Z�

디스크�캐시�프로그램이�PC의�속도향상을�가져다준다고는�하나,�SMARTDRV를�사용해도�속도

의�차이를�느끼지�못하였다거나�오히려�SMARTDRV를�사용하였더니�이미지�작업이�느려지더라

는�사람도�있고,�결국�EMM386.EXE와�SMARTDRV.EXE는�고스트�작업에서는�필요�없다는�사

람도�있습니다.�

따라서�SMARTDRV를�사용하지�않을�경우,�Config.sys와�Autoexec.bat에서�SMARTDRV와�관

계된�항목(SMARTDRV.EXE,�HIMEM.SYS,�EMM386.EXE,�DOS=HIGH,UMB)�모두�빼버려도

됩니다.69)

68)  통상 하드디스크가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C와 D 파티션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고, C파티션을 D파티션에다 백업 또는 그 반
대로 복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음)

69) 그러나 SMARTDRV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DEVICEHIGH나 LOADHIGH(LH) 명령을 사용할 경우에는, HIMEM.SYS, EMM386.EXE,
DOS=HIGH,UMB 항목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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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Autoexec 구문

<GHOST 자동 검사 시동기, 일반 자동검사 시동기☞ 고스트 자동 검사 부팅 디스켓> 

역시�가장�간단한�형태로�된�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Autoexec.bat�파일의�구문과�그�의미에

대해서는,�냉동공장�신축·정비기에서�자세히�설명한�바�있으므로�동�구문을�그대로�사용하면�되

겠습니다.�추가로�몇�가지만�언급하겠습니다.

먼저�ghost.exe�즉�고스트�명령�줄의�구문은�달아서�한�줄로�써야합니다.�

다음�USB�외장�하드디스크로의�(디스크)�백업�및�복구는,�통상의�도스용�부팅�디스켓으로�부팅할

경우�속도�저하의�문제가�있기�때문에(이�경우는�파나소닉�부팅�디스켓을�이용해야�함),�USB�외

장�하드디스크로�백업�및�복구하는�경우의�구문은�생략하였습니다.�

⊙  auto 

이�스위치의�경우,�백업이미지파일을�자동으로�파일의�이름을�정하여,�순차적으로

FileName.GHO,� FileN001.GHS,� FileN002.GHS(예 컨 대 � 파 일 의 � 이 름 이 � urdisk라 면

urdisk.GHO,�urdis001.GHS,�urdis002.GHS)�식으로�저장하게�되는데,�파일의�이름이�무엇인지

퍼뜩�감이�오지�않게�됩니다.�따라서�파일의�이름을�다섯�글자로�예컨대�urdsk로�정하게�되면

urdsk.GHO,�urdsk001.GHS,�urdsk002.GHS�식으로�표시되어,�파일의�이름이�온전히�표시됩

니다.�

⊙  fx 또는 -rb 

작업이�끝난�후�고스트를�종료하고�명령프롬프트로�나가기�위한�스위치로서,�‘-fx’는�작업�후�도

스�모드로�빠져나옴을�의미하며,�‘-rb’는�자동으로�시스템을�재부팅함을�의미합니다.�그런데�‘-rb’

스위치를�사용할�경우,�백업�또는�복구가�끝나고�재부팅되면서�하드디스크를�다시�백업�또는�복구

하게�되므로,�‘-fx’�스위치를�쓰도록�해야�합니다.��

이상으로�Config.sys�파일과�Autoexec.bat�파일의�내용을�편집함으로써�고스트를�이용한�자동

백업·복구�디스크를�제작하는�방법을�알게�되었는데,�이를�응용하여�다른�부팅�디스켓도�만들�수

있습니다.�자동으로�이미지�무결성�검사를�하기�위한�‘고스트�자동�검사�부팅�디스켓’의�제작(4.3.3

항)과,�‘고스트�부팅�디스켓’의�제작(4.1.4.1항)�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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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Menu 의 사용

<자동 실행 시동기☞ 고스트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GHOST 자동 복제·복구 시동기☞ 고스트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전술한�고스트�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경우,�백업과�복구를�할�때�별도의�디스크를�사용해야했

습니다.�즉�백업용�디스크와�복구용�디스크를�따로�만들어두고,�작업에�따라�그�중�한�개를�골라

사용했던�것이지요.�

그러다�도스�6.0이�나오면서�MENU의�사용이�가능해짐으로써,�Config.sys 파일과�Autoexec.bat

파일에�메뉴를�만들어�놓고�부팅할�때�선택하는�것만으로�도스의�구동환경을�바꿀�수�있게�되었습

니다.�

가.  MENU의 사용 예시 

===Config.sys===�

[MENU]�

MENUITEM=CLEAN,�Clean Boot

MENUITEM=BACKUP,�Create Ghost Image

MENUITEM=RESTORE,�Restore Windows

MENUDEFAULT=CLEAN,�10

[COMMON]

DEVICE=HIMEM.SYS /testmem:off

DEVICE=EMM386.EXE NOEMS

DOS=HIGH,UMB

LASTDRIVE=Z

[CLEAN]

[BACKUP]�

[RESTORE]�



===Autoexec.bat===�

@echo off

SET TZ=GHO-09:00

LH smartdrv.exe 4096�4096���������

LH mouse.com

GOTO %CONFIG%��

:CLEAN

GOTO END

:BACKUP

echo.�

echo --------------------------------------------------

echo.

echo Warning!!!

echo.

echo Create Ghost Image,�from Drive C:�to Drive F:\mvcpt

echo.����

echo Press any key to start BACKUP...!!

echo.

echo If not,�remove diskette from drive A:�and rebooting

echo.

echo --------------------------------------------------

echo.

echo.

pause >�nul

cls

echo.

echo.

echo Loading Ghost.exe for 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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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HOST -clone,mode=pcreate,src=1:2,dst=C:\mvcpt.gho -auto -sure -z1�-fx

GOTO END

:RESTORE

echo.

echo --------------------------------------------------

echo.

echo Warning!!!

echo.��

echo Restore with Ghost Image,�from Drive F:\mvcpt to Drive C:�

echo.

echo Press any key to start RESTORE...!!

echo.

echo If not,�remove diskette from drive A:�and rebooting

echo.

echo --------------------------------------------------

echo.

echo.

pause >�nul

cls

echo.

echo.

echo Loading Ghost.exe for Restore...�

C:

GHOST -clone,mode=prestore,src=C:\mvcpt.gho:1,dst=1:2�-sure -fx

GOTO END

:END



70) 이곳에 지정된 것은 메뉴에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실행이 됩니다. 즉 모든 메뉴에서 공통으로 실행하는 사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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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의�Config.sys와�Autoexec.bat의�구문을�보면�대충�감이�잡힐�것입니다.�위와�같이�만들

어진�Config.sys와�Autoexec.bat를�가진�부팅�도구로�부팅을�해보면,�[MENU]에�의해�Clean

Boot,�Create Ghost Image,�Restore Windows 3개의�부팅�메뉴가�나옵니다.�

그리고�‘MENUDEFAULT=CLEAN,�10’에�의해�10초간�CLEAN에서�대기합니다.�만일�10초

가�될�때까지�아무런�선택을�하지�않으면�MENUDEFAULT가�CLEAN이므로�CLEAN을�선

택한�것으로�간주합니다.�

Clean Boot를�선택하면�Config.sys에서는�[COMMON]부분을�수행하고,70) [CLEAN]부분을

수행한�다음�Autoexec.bat를�실행합니다.�

Autoexec.bat를�실행할�때는�맨�윗줄부터�실행하다가�GOTO %CONFIG%�문장을�만나

:CLEAN으로�이동합니다.�그리고�다시�GOTO END를�만나면�:END를�만나서�Autoexec.bat

를�종료함으로써�부팅이�완전히�끝납니다.�

다. 도스모드에서의�백업·복구�방법에�따라�직업을�진행하면(4.3항)�진행과정에서�오류를�발견

하거나�잘못을�수정할�기회를�가질�수�있는데�비하여,�자동�백업·복구�디스크는�도중에�바

로잡을�기회가�없이�일사천리로�진행이�되고,�원래의�의도와는�달리�예측불허의�결과가�발생

할�우려도�다분히�있습니다.

이를�감안하여�자동�백업·복구�디스크를�사용하면서�착각으로�인한�엉뚱한�결과가�발생할

위험성을�감소시키기�위하여,�위�예제의�구문에서는�작업내용을�확인하는�절차를�추가해�넣

게�되었는데,�그�바람에�구문이�엄청�길어졌습니다.��

Autoexec.bat의�:BACKUP 아랫줄의�‘echo.’부터�‘echo Loading Ghost.exe for Backup...’

까지와,�:RESTORE 아랫줄�‘echo.’부터�‘echo Loading Ghost.exe for Restore...’까지를�덧

붙인�이유는,�경고와�함께�향후의�작업내용을�설명한�후�작업자가�키를�눌러야�다음�작업

(BACKUP 또는�RESTORE)이�진행되도록�함으로써,�한�번�더�진행�중인�작업내용을�확인할

수�있는�기회를�주도록�만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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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USB 외장 HDD의 이용

-Config.sys, Autoexec.bat 파일의 편집(2)-

5.5.1 외부 저장소

<USB (이동식) 외부 저장소☞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

<공장 본체☞ PC의 본체> <부속 동을 증축☞ PC에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

디스크의�백업�및�복구를�위한�외부�저장소로는�USB�외장식�하드디스크(USB�외장�HDD)를�사용

하는�방법과,�별도의�HDD를�추가하여�사용하는�방법이�있는바,�후자의�방법에�관해서는�대구의

박�부장판사님께서�오래�전에�인터넷에�올리셨던�글이�있었는데,�이제는�찾기가�어렵네요.71)

여기에서는�USB�외장�HDD를�가지고�설명하겠습니다(이하�USB�외장�HDD와�별도의�HDD를�함

께�설명하는�경우에,�외장�HDD라고�통칭하겠습니다).

5.5.1.1 사용 필요성 

위험에�대한�대비�이외에,�박�판사님의�위�글을�보면�인사이동이나�부서의�재배치로�다른�사람이

사용하던�컴퓨터를�사용하게�되는�경우에도�고스트를�유용하게�사용한다고�합니다.72)

PC본체의�하드디스크가�(물리적으로)�망가져�하드디스크�자체를�교체할�경우,�기존의�고스트�이

미지를�이용하여�새로운�하드디스크를�예전의�하드디스크와�똑같이�만들�수도�있겠습니다.�

나아가�하드디스크의�파티션�특히�히든(hidden)�파티션을�(소프트웨어적으로)�날릴�경우에�대비

하여�PC본체의�하드디스크�전부를�외장�HDD에�백업해두는�것도�유용할�때가�많습니다.�

이와는�다른�경우로서�요즘은�PC의�하드디스크에�‘복구영역’이�탑재되어�출시되는�경우가�많은

바,�이�경우�안전을�위해서�꼭�‘복구영역’을�백업해두어야�하는데,�‘복구영역’의�파티션을�알�수�없

는�경우에는�‘복구영역’을�포함한�하드디스크의�전체를�외장�HDD에�백업해두는�것이�좋겠지요

(후술�6.4.1항�및�6.4.2.1항).�

71)  ‘Ghost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컴퓨터 백업 및 재설치’란 제목의 글임.
72)  인사이동이나 부서의 재배치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고스트를 이용하여 기존에 쓰던 PC의 하드디

스크를 통째로 이미지로 복사해두었다가, 옮겨가게 된 다른 PC에 풀어 기존 PC의 시스템과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용도로도 고스트를 유용하게 쓰신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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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파티션이 1개

하드디스크의�파티션이�OS가�설치된�C파티션�1개밖에�없는�PC의�경우,�데스크탑�PC의�경우에는

별도의�HDD를�추가하여�사용하는�방법이라도�있겠으나,�노트북의�경우는�거의�대부분�별도의

HDD를�추가할�공간이�없으므로�시스템의�백업을�위해서는�어쩔�수�없이�USB�외장�HDD를�사용

해야만�합니다.�

5.5.2 속도저하의 문제

USB�외장�HDD에다�PC본체의�하드디스크를�백업할�경우,�속도저하의�문제가�발생합니다.�속칭

‘굼벵이�기어가는�속도’라고�표현하는데,�백업과정에�엄청난�시간이�소요되면서�결국�PC가�열을

받아�다운되기�십상입니다.�

5.5.2.1 속도저하의 원인

USB�외장�HDD는�외부의�케이스와�그�안에�들어있는�하드디스크로�구분되는데,�케이스에는�주로

USB-IDE�칩셋을�장착하게�됩니다.�속도저하의�문제가�발생하는�원인은�바로�USB에�있습니다.

즉�USB-IDE�칩셋은�모두�USB2.0�버전을�사용하고�있습니다만,�도스는�USB1.1�버전만�지원하

므로,�도스로�부팅하여�USB�외장�HDD에다�PC본체의�하드디스크를�백업할�경우�칩셋의�USB2.0

이�USB1.1로�작동되어�속도가�저하되는�것입니다.73)

5.5.2.2 도스모드에 한정

이러한�속도저하의�문제는�도스로�부팅하여�백업하는�경우에�발생하는�문제로서,�윈도우에서�백

업하는�경우에는�USB�외장�HDD로�백업하는�경우에도,�USB1.1로�속도가�저하되는�문제는�발생

하지�않습니다(3.4.2.3항).74)

나아가�별도의�HDD를�추가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속도저하의�문제는�발생하지�않습니다.�

73) 이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속도가 빠른 SATA방식의 하드디스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4) USB2.0 버전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가진 하드웨어나 저장매체의 경우, 윈도우XP, ME, 2000의 경우 Plug & Play 기능이 있어서 별

도의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치 않으나, 윈도우98[SE]의 경우 USB1.1 버전만 지원하므로, 따로 드라이버를 설치해주어야 USB2.0 버전의
하드웨어나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98[SE]을 위한 위 드라이버(3.5.4.2의 다.항)는 윈도우용 드라이버로서 도스용 드라이버가 아니므로, 도스로 부팅하였을
경우에는 위 드라이버가 작동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환언하면, 윈도우98[SE]의 경우 파나소닉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USB2.0의 속도로
USB 외장 HDD로 백업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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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해결책

<공장시스템☞ PC의 특성 및 메인보드(Mainboard. Motherboard)>

이러한�속도저하의�문제를�해결책을�찾아야�할�터인데,�인터넷에서�찾아보면�여러�해결책이�나와

있습니다.�

5.5.3.1 IEEE 1394

아래의�방법은�PC의�특성�및�메인보드�등에�따라�되기도�하고�되지�않기도�하여,�보편적인�해결책

은�되지�못합니다.�다만�PC에�따라서는�혹시�될지도�모르므로,�일단�소개해둡니다.75)

GHOST�8.3�이상�버전에서의�내부명령어인�‘-forceusb’를�쓰는�것으로서,�즉�고스트�실행�시

‘ghost�-forceusb’�하면�USB2.0의�속도로�사용가능하다는�사람도�있었으나,�시험해보니

고스트�첫�화면이�뜬�상태에서�멈추어�버리더군요.�

IEEE1394(1394�FIREWIRE)�장비를�이용하는�저장장치�즉�IEEE1394�장비를�PC연결�커넥터로

사용하는�외장�하드케이스를�쓰는�방법이�있는데,�이�경우�반드시�바이오스에서�‘Legacy�USB

Support’�옵션을�‘DISABLED’로�하고(이�옵션을�끄면�도스에서�USB�키보드를�인식하지�않기�때

문에�USB�키보드는�사용이�불가능하게�됨),�PS/2�키보드를�사용해야�합니다.�이�경우�IEEE1394

장치�드라이버를�구해서�설정해야�합니다.�

5.5.3.2 드라이버 로드

USB2.0을�사용하기�위해서는�메인보드의�‘USB�Legacy’�항목이�‘Enabled’로�되어있어야�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스에서�USB2.0을�원활하게�사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좋은�USB-IDE�칩셋을�장착한�케이

스를�사용하는�것이�좋은�바,�메인보드와�USB-IDE�칩셋의�궁합여부에�따라�속도와�호환성이�결

정되기�때문입니다.�USB�외장�HDD를�사용하기위한�주요�칩셋으로는�Cypress�칩셋과�NEC�칩

셋이�있는데,�NEC�칩셋의�경우�호환성,�속도,�안정성�모두�만족스럽다고들�하는군요.76)

75) ‘Legacy USB Support’ 항목을 ‘ENABLED’에서 ‘DISABLED’로 바꿔주었더니 되더라는 글도 있었습니다만····
76)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PC들의 경우 메인보드와 USB-IDE 칩셋의 궁합이 나쁜 것인지, 파나소닉 부팅 디스크로는 아예 부팅이 되

지 않거나(NT-NC10 넷북), 나머지 PC들의 경우 부팅되어 도스 프롬프트까지는 나타나나 ghost를 실행하였더니 ‘Bad block(s) encoun-
tered on read’ 메시지가 뜨면서 ghost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MV50, BZ48 데스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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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2.0�외장�HDD를�사용하기�위한�가장�확실한�방법은�도스용�USB2.0�드라이버를�로드하는

것입니다 .�도스용 �USB2.0�드라이버는 � Cypress� DUSE� 4.*�드라이버 ,� IOMEGA의

ASPIEHCI.SYS(고스트의�부팅�디스켓에�포함된�드라이버임),�파나소닉의�USBASPI.SYS�등�크

게�3가지�정도가�소개되고�있습니다.�

가장�좋은�속도를�보여주는�조합은�NEC칩셋+USBASPI.SYS라고들�하는데,�일본�칩셋에다�일본

드라이버라서�그런�듯�합니다.��

5.5.4 파나소닉 드라이버

파나소닉의�USBASPI.SYS�드라이버를�로드할�때는�항상�Novac의�ASPI�대용량�장치�드라이버인

DI1000DD.SYS(di1000dd.sys:�Novac�ASPI�Mass�Storage�Device�Driver)가�따라옵니다.�

5.5.4.1 옵션

USBASPI.SYS의�옵션�중�꼭�필요한�옵션은�/e�/v�/w�정도인데,�그에�대해서는�냉동공장�신축·

정비기에서�설명하였습니다.��

그�밖에�USBASPI.SYS의�옵션들이�많이�있으나,�옵션들(Switches)�중에는�아직�그�의미나�기능

이�알려지지�않은�것들이�여럿�있습니다.�

Here�are�the�known�valid�switches�identified�so�far�with�the�Panasonic(TM)�v2.06�US-

BASPI.SYS�driver�in�CONFIG.SYS�:�

device=[{path}]USBASPI.SYS�[/e]�[/o]�[/u]�[/v]�[/w]�[/r]�[/I[#]]�[/f]�[/slow]�[/nocbc]�[/norst]

[/noprt]�

5.5.4.2 RAMFD

RAMFD.SYS는�FDD로�부팅�시�램드라이브를�작성하는�드라이버로서,�램�상에�A:를�만드는�드라

이버입니다.�USB�FDD로�부팅할�때�이�드라이버를�로드하면�플로피�안의�모든�내용이�램으로�올

라가서�램드라이브로�A:를�대체합니다.��

사용법은�USB�외장�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USB�Floppy�Drive,�약칭하여�USB�FDD),�USB�외장

HDD와�같이�모두�USB�장치일�경우�유용한데,�CONFIG.SYS�파일에�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하

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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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USB 포트가 하나 밖에 없더라도 최초 ‘부팅 USB 메모리’(USB 메모리를 이용한 부팅 디스크. 4.1.4.1항)로 도스를 부팅 시 도스가 램드
라이브로 이동되며, Enter를 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부팅 USB 메모리’를 제거하고, USB-IDE 케이블을 연결하여 CD-ROM이나
HDD(즉 USB 외장 CD-ROM이나 USB 외장 HDD)를 인식할 수 있다”는 글로 보아서는, RAMFD.SYS 파일은 UMPC(Ultra Mobile Personal
Computer)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UREN에서 RAMFD.SYS 파일을 추가한 도스용 부팅 디스켓과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으로 시험해보았더니, 부팅조차 되지 않았
습니다(후술 5.5.6.1항). 

78) ‘DEVICE=’는 기본메모리에, ‘DEVICEHIGH=’는 상위메모리에 장치를 로드하라는 의미인데,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Config.sys에서
모든 DEVICE 명령을 DEVICEHIGH로 상위메모리로 올리려면 위 구문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5.2.1.2항, 5.4.2항). 그러나 여기서는 고스
트작업에만 쓰일 부팅 디스크를 만들 것이므로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와 같이 ‘DEVICEHIGH=’ 구문은 필요 없습니다. 

device=RAMFD.SYS�

device=USBASPI.SYS�/e�/v�/w�/r�

device=Di1000dd.SYS��

여기서�RAMFD.SYS는�부팅�디스켓의�내용을�일단�메모리의�한�영역에�복사하는�역할을�합니다.

그�다음�USBASPI.SYS�뒤에�‘/r’이라는�옵션이�하나�더�붙었는데,�이것은�위에서�메모리로�복사

한�영역을�읽어오는�겁니다.77)

5.5.5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의�USBASPI.SYS를�로드한�부팅�디스크�즉�파나소닉�부팅�디스크의�제작에�대해서�설

명하겠습니다.�위�부팅�디스켓으로�PC를�도스로�부팅한�다음�필요시�고스트�작업을�진행하면�되

겠지요.��

5.5.5.1 필요한 파일

파나소닉의�USBASPI.SYS,�Di1000dd.SYS�파일은�기본적으로�추가되어야�할�것이고,�고스트�작

업을�위해서는�도스용�고스트�실행파일도�넣어야�할�것입니다.�

5.5.5.2 Config 편집

USBASPI.SYS와�Di1000dd.SYS�드라이버를�로드한�Config.sys�파일의�구문은�앞서�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소개한�바�있으므로,�그�구문을�그대로�사용하면�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DEVICE와�DEVICEHIGH를�사용한�Config.sys�파일의�구문을�하나�소개하겠습니다.78)

===Config.sys�파일의�예시===��

DEVICE=C:\DOS\HIMEM.SYS�/testmem: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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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C:\DOS\EMM386.EXE�NOEMS

DOS=HIGH,UMB

DEVICEHIGH=SMARTDRV.EXE�/double_buffer�

DEVICEHIGH=usbaspi1.sys�

DEVICEHIGH=dil000dd.sys

LASTDRIVE=Z�

5.5.5.3 Autoexec 편집

USBASPI.SYS와�Di1000dd.SYS�드라이버를�로드한�Autoexec.bat�파일의�구문�역시�냉동공장

신축·정비기에서�소개한�바�있으므로,�그�구문을�그대로�사용하면�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DEVICE와�DEVICEHIGH를�사용한�Autoexec.bat�파일의�구문을�하나�보도록�하겠

습니다.79)

===Autoexec.bat�파일의�예시===

@echo�off

SET�TZ=GHO-09:00

LH�smartdrv.exe�4096�4096�

LH�mouse.com

echo�loading...�

5.5.5.4 사용방법

PC본체에�미리�USB�외장�HDD를�연결한�상태에서�파나소닉�부팅�디스켓으로�부팅하거나,�아니

면�위�부팅�디스켓으로�부팅하는�과정에서�USB�외장�HDD를�연결하여�부팅한�후(/w�옵션),�도스

프롬프트에서�필요한�작업을�하면�됩니다.80)

79) ‘LH=’는 프로그램을 상위메모리영역(UMA 또는 UMBs)으로 올려서 기본메모리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서,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
해서는 Config.sys에서 모든 DEVICE 명령을 DEVICEHIGH로 상위메모리영역(UMA 또는 UMBs)에 올리고, Autoexec.bat에서 모든 램상
주프로그램 앞에 LOADHIGH(LH)를 붙여야 할 것이나(5.2.1.2항), 고스트작업에만 쓰일 부팅디스크에는 ‘LH=’ 구문은 필요 없습니다. 

80) 실제로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PC본체에 USB 외장 HDD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도 되고 고스트
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부산법조 제29호(2011. 12. 발간)에 게재된 ‘냉동공장 신축·정비기’의 5.5.5항 내용 중 362
면의 맨 아래 두 줄에서 ‘냉동공장 본체에다 USB 외부 저장소를 연결해야만 파나소닉 시동기로 냉동공장을 작동시키고 복제할 수 있
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도스�프롬프트에서�고스트�작업을�하려고�하면�고스트�실행파일이�들어있는�하드디스크의�D파티

션(FAT32.�후지쓰의�N5010�노트북),�또는�USB�외장�HDD의�고스트�실행파일이�들어있는�파티

션으로�들어가�고스트�실행명령인�‘ghost’를�입력하고� 하면�바로�고스트가�도스모드로�실

행됩니다.�이후�도스모드에서의�백업·복구�방법에�따라�고스트�작업을�진행하면�됩니다.�

위와�달리�USB�메모리에�고스트�실행파일을�넣어두고,�위�부팅�디스켓으로�부팅한�다음�USB�메

모리로�들어가�고스트를�실행해도�됩니다(4.1.4.2항).��

5.5.5.5 더블 버퍼링

더블�버퍼링(Doble�Buffering)은�스커지(SCSI)�컨트롤러가�장착되지�않은�통상의�PC에서는�필요

가�없습니다(5.3.1.2항).�

그러나�문제는�파나소닉의�USBASPI�드라이버에�있습니다.81)

따라서�파나소닉의�USBASPI.SYS를�로드하면서�SMARTDRV.EXE를�사용할�경우에는,

SMARTDRV를�실행시킬�수�있는�호환성을�주기�위하여�더블�버퍼링(Doble�Buffering)을�사용해

야한다는�결론이�나옵니다.�

참고로�SMARTDRV를�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부팅�디스크에서�SMARTDRV는�물론�SMART-

DRV에�관계되는�부분(구문�및�파일)들까지�모두�삭제합니다.�아래와�같이�되는군요.

===Config.sys�파일의�예시===�

DEVICE=usbaspi1.sys�

DEVICE=dil000dd.sys

LASTDRIVE=Z�

===Autoexec.bat�파일의�예시===

@echo�off

SET�TZ=GHO-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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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USBASPI 드라이버는 USB 디바이스를 SCSI/ASPI 디바이스로 바꾸는 “컨버터(Converter)”로서, SCSI/ASPI 디바이스가 도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스용 SCSI/ASPI 드라이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SCSI 드라이버는 SCSI 컨트롤러(controller)를 위한 드라이버와 SCSI
하드디스크를 위한 드라이버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USBASPI가 전자前者의 드라이버이고 DI1000DD가 후자後者의 드라이버입
니다(USBASPI와 SCSI drivers에 관한 영문 설명을 간추려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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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com

echo�loading...�

<세별건축☞ 삼성전자> <냉동공장의 기본회로☞ PC의 메인보드(Mainboard. Motherboard)>     

<이사장의 구형 냉동공장☞ 윈도우98 OS의 PC> <평면도⑧ 변환기☞ Windows 98[SE]용 드라이버> <유렝이☞ UREN

V1Plus>

5.5.6 파나소닉 자동 백업복구 디스켓

<파나소닉 자동실행 시동기☞ 파나소닉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이번에는�부팅과�동시에�파나소닉의�USBASPI.SYS를�로드한�상태에서,�자동으로�고스트를�이용

한�백업�또는�복구�작업이�진행되도록�하는�파나소닉�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제작에�대해서�설

명하겠습니다.�

PC본체의�하드디스크를�통째로�USB 외장�HDD로�백업하고�복구하는�것입니다.��

5.5.6.1 USB 키보드 작동불능

<GHOST 자동 복제·복구 시동기☞ 고스트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그런데�PC의�메인보드에�따라서�다르긴�하나,�파나소닉의�USBASPI.SYS를�로드한�상태에서

USB(1.1)�키보드가�전혀�작동되지�않는�경우가�발생합니다.�즉�일단�파나소닉�부팅�디스크로�부

팅되어�도스�프롬프트까지는�나타났으나,�도스�프롬프트에서�USB 키보드가�듣지�않은�UREN과

같은�경우입니다.82)

이�경우�PS/2�키보드를�꽂아�사용할�수�있으면�문제가�되지�않으나,�PC에�PS/2�포트가�비치되어

있지�않은�UREN 등�UMPC의�경우�난감한�상황이�되어버리는데,83) BIOS에서(즉�CMOS에서)

USB 키보드를�지원하도록�설정하여도�여전히�USB 키보드가�작동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입니

다.84)

82) 이것과 구별할 것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PC들의 경우 파나소닉 부팅 디스크로는 아예 부팅이 되지 않거나, 또는 부팅되어 도스 프롬프
트까지 나타나고 USB 키보드도 작동을 하나 정작 ghost.exe가 실행되지 않으므로(5.5.3.2항), 자동 백업·복구 디스켓의 제작으로도 문
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83)  젠더나 컨버터를 사용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3.4.2.3항).
84) 이와 관련하여 혹시 앞서 나온 ramfd.sys라는 파일(5.5.4.2항)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UREN의 경우 USB 포트가 2개밖에 없는데, UREN의 하드디스크를 USB 외장 HDD에 백업하려면, PC에 연결해야 할 USB 장치로서
‘USB 키보드’, ‘파나소닉 부팅 디스켓이 삽입된 USB FDD(4.2.1.2항)’, ‘USB 외장 HDD’ 등 최소한 3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USB 키보드’
는 이를 UREN의 ‘확장 I/O’ 포트에 있는 ‘USB2.0’ 포트에 꽂지 않고, 바로 PC본체의 ‘USB2.0’ 포트에 꽂으면 작동될 가능성도 있으므
로, 먼저 ‘USB 키보드’를 UREN의 ‘USB2.0’ 포트에 바로 꽂아둡니다. 그렇게 되면 ‘USB2.0’ 포트는 달랑 1개가 남는 셈인데, ‘USB FDD’



5.5.6.2 Config 편집

파나소닉�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제작을�위한�Config.sys 파일의�구문은�냉동공장�신축·정비

기에서�소개한�바�있으므로,�그�구문을�그대로�사용하면�되겠습니다(5.5.5.2항).�

5.5.6.3 Autoexec 편집

<유렝이 본체의 내부 전부☞ UREN V1Plus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전체>

<USB (이동식) 외부 저장소☞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 <복제물☞ 백업이미지파일>   

파나소닉�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제작을�위한�Autoexec.bat 파일의�구문�및�구문의�의미에�대

해서도�역시�냉동공장�신축·정비기에서�소개한�바�있으므로,�그�구문을�그대로�사용하면�되겠습

니다(5.5.5.2항).�

추가로�주의할�점�한�가지만�언급하겠습니다.�USB 외장�HDD의�경우는�PC본체에�비하여�파티션

의�변동이�잦은�편이어서,�백업�후에�파티션의�변경이�있을�수�있으므로,�복구�작업을�시작하기�전

에�반드시�파티션의�변동�여부를�체크해야�합니다.�이를�위해서�부팅�디스켓에�있는�Autoexec.bat

파일의�내용을�확인하려면,�윈도우에서�A:�드라이브에�부팅�디스켓을�넣고�메모장으로�열어보면

됩니다.�

5.5.6.4 Menu의 사용

<파나소닉 자동실행 시동기☞ 파나소닉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일반 자동실행 시동기☞ 고스트 자동 백업·복구 부팅 디스켓>  

파나소닉�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경우에도,�MENU를�사용하여�백업과�복구를�1장의�플로피디

스켓에다�통합할�수�있습니다.�전술한�고스트�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경우(5.4.4항)와�달라지

는�부분에�대해서만�기재하겠습니다.�위�고스트�자동�백업·복구�디스크의�구문을�그대로�사용하

되,�아래�기재부분만�바꾸면�되겠습니다.

===Config.sys===�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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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USB 외장 HDD’는 ‘확장 I/O’ 포트에 있는 USB2.0’ 포트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USB2.0’ 포트 중 1개를 위 2개의 장치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ramfd.sys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USBASPI.SYS 파일의 ‘/w’와 ‘/r’ 옵션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기에, 사용해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USB 키보드’를 UREN의 ‘USB2.0’ 포트에 꽂고, 이어서 ‘USB FDD’를 남아있는 1개의 ‘USB2.0’ 포트에 꽂아 UREN을 부팅시킨 후,
‘USB FDD’를 ‘USB2.0 포트’에서 빼내고, 그 포트에다 이번에는 ‘USB 외장 HDD’를 꽂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모
양인데, UREN은 메인보드의 특성을 타는지 ramfd.sys 파일을 추가한 파나소닉 부팅 디스크로는 부팅조차 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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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HIMEM.SYS /testmem:off

DEVICE=EMM386.EXE NOEMS

DOS=HIGH,UMB

DEVICEHIGH=SMARTDRV.EXE /double_buffer

DEVICEHIGH=usbaspi1.sys

DEVICEHIGH=dil000dd.sys

LASTDRIVE=Z

===Autoexec.bat=== 

:BACKUP

echo Create Ghost Image, from Disk to USB HDD Q:\urdsk

G: 

GHOST -clone,mode=create,src=1,dst=G:\urdsk.gho -auto -sure -z1 -fx

:RESTORE

echo Restore with Ghost Image, from USB HDD Q:\urdsk to Disk

G:

GHOST -clone,mode=restore,src=G:\urdsk.gho,dst=1 -sure -fx

제 6 장  파티션의 관리

6.1  파티션 관리의 필요성

6.1.1 GHOST의 사용

<동☞ 드라이브, 파티션>

<공장내부 동의 관리☞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브 또는 파티션의 관리> 

고스트를 가장 확실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제 PC와 같이 PC본체에 장착된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두는 것인데(2.3항), 이 경우에 PartitionMagic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드디스크의 기존의 파티션 1개를 그 내용을 보존한 상태로 2개 이상 여러 개로 파

티션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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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숨김공간

<숨김 공간☞ 숨김(히든) 드라이브 또는 파티션> 

Gdisk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백업 이미지파일을 보관해 둘 파티션(예제 PC의 F:파티션)을

간단하게 숨겨둘 수 있습니다.  

6.1.3 파티션 작업 

<냉동공장을 신축할 때☞ PC를 구입 또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

위의 경우 이외에 윈도우를 설치하기 이전은 물론 윈도우를 설치한 이후에도, 파티션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분할하는 등의 파티션작업을 할 필요가 생기곤 하는데,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들 중 작업

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6.2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들

6.2.1 OS의 내장기능

<공장내부☞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OS에 이에 필요한 기능이 내장☞ 윈도우에 ‘컴퓨터 관리’ 도구 기능이 포함>

<물품이 보관된 동☞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데이터 파일이 저장된 파티션>

먼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관리’ 도구가 있으며, 아주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나, 파티

션 분할과 포맷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85)

이에 대해서는 앞서 ‘파티션을 분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2.3.2항), 거기서

나오는 ‘주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 및 ‘논리 드라이브’의 개념과 그들의 상호관계, 파티션의 ‘삭제’

85) 윈도우XP의 ‘컴퓨터 관리’ 도구를 이용할 경우, PC 본체 하드디스크의 C드라이브(윈도우와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됨)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영역)이나 드라이브(파티션)에 대해서만 파티션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전술 2.3.2항 참조), PC 본체의 하드디스크가 C드라이브 1
개로만 되어있을 경우에는, C드라이브의 기존 프로그램 및 데이터(자료)의 손실 없이 파티션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윈도우Vista와 윈도우7, 윈도우8의 경우, OS 자체에서 C드라이브에 대해서도 파티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PC 본체의 하드디스크가 C드라이브 1개로만 되어있을 경우에도, ‘C드라이브의 기존 프로그램 및 데이터(자료)의 손실 없이’
파티션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C드라이브의 크기(볼륨)를 축소하면서, 그 결과 생기는 여유 공간(영역)을 사용하여 다른 드라이
브(파티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후술하는 PartitionMagic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이 OS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후술 6.3.1.1
항 참조). 
다만 윈도우XP 설치 CD(또는 시스템 복원 CD)를 이용하여 파티션 작업을 할 경우(전술 2.3.1항 참조), 파티션의 크기와 개수를 마음대
로 설정할 수 있음에 비하여, 윈도우Vista 등의 OS에 내장된 ‘컴퓨터 관리’ 도구를 이용할 경우, 만들 수 있는 파티션의 크기와 개수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8이 탑재된 대기업 PC의 경우, ‘원하는 파티션의 크기와 개수대로 파티션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판매처에서 모두들 난색을 표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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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만들기(생성)’ 방법 등은, 아래에서 설명할 다른 파티션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적용됩

니다.

6.2.2 Fdisk

Fdisk라는 프로그램은, 윈도우98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만든 윈도우98 부팅 디스켓 안에 포

함되어 있는 fdisk.exe 파일로서(4.1.2.2항), 가장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Fdisk는 주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여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파티션을 나눌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도스모드에서 작업을 해도 좋긴 합니다만 주로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후 작업을 하는데, 대화식 메뉴나 프롬프트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주의할 것은, 파티션을 나눈 후 마지막으로 ‘부팅이 가능한 영역’을 정해주어야만 부팅이 가능하

게 됩니다.  

6.2.3 Gdisk

<㎤☞ MB> <기존의 기기와 물품☞ PC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데이터 파일> 

Gdisk는 Fdisk와 달리 명령줄로 작업하는 방식 즉 커맨드를 입력해서 작업하는 방식이므로, 보다

신속하게 파티션 작업을 할 수 있고, 커맨드 방식이므로 배치파일로 만들어 편하게 Gdisk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6.2.3.1 Gdisk Gdisk32

Gdisk는 도스용과 윈도우용 두 가지가 존재하며, 도스용의 파일이름은 ‘gdisk.exe’이고 윈도우용

의 파일이름은 ‘gdisk32.exe’입니다. 

도스용 Gdisk는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다음 거기서 ‘gdisk.exe’ 파일을 넣어둔 경로로86)

사용드라이브를 변경한 후, gdisk를 입력하고 하면 실행이 됩니다.

다음 윈도우용 Gdisk32는 시작-실행 후 [실행]창의 ‘열기’란에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명령프롬프트가 뜰 것인데, ‘gdisk32.exe’ 파일을 넣어둔 경로로87) 사용드라이브를 변경한

후, gdisk32를 입력하고 하면 실행이 됩니다.  

86) USB 메모리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편리한데, USB 메모리의 Model 명名이 ‘Unavailable’로 나타나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작업을 진행
하면 됨.

87) gdisk32.exe 파일을 ‘C:\Document and Settings\Owner’의 루트 위치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편리한데, 위 ‘Owner’ 부분은 PC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



6.2.3.2 Gdisk 파티션의 특징

<공장 본체 내부의 동☞ PC의 본체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USB 외부 저장소 내부의 동☞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Gdisk의 파티션은 크게 ‘기본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티션에 관해서는

책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Gdisk의 파티션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Gdisk는 ‘확장 파티션’ 자체에다 하

나의 독립한 파티션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의 하드디스크에 C, D, E파티

션이 있고, 그 중 C파티션은 ‘주 파티션’, D와 E파티션은 ‘논리 드라이브’라고 가정할 경우, 윈도

우에서의 C파티션은 Gdisk에서의 1번 파티션이 되고, 다음 윈도우에서의 D와 E파티션을 포괄하

는 ‘확장 파티션’이 Gdisk에서의 2번 파티션이 되므로, 윈도우에서의 C파티션과 D파티션은 각각

Gdisk에서의 3번, 4번 파티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6.2.3.3 사용방법

Gdisk의 실행파일 명은 gdisk로서, 주 파티션 생성의 형식은 아래대로입니다. 

 gdisk [하드디스크 넘버] /cre /pri /sz:[설정용량(단위는 MB 또는 %)] 

Gdisk의 명령어에 쓰이는 주요 옵션으로는 /Cre, /Del, /P:[Part-No], /Act, /-Act, /Hide, /-

Hide, /status, /Pri, /Ext, /Log, /All, /For, /Sz, /End, /Q, /Y, /?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서 위 옵션들의 기능을 검색해보십시오. 

아래 사용례들의 명령이 이해되시면 웬만큼 된 것입니다.

사용례(1)  gdisk 1 /del /all

gdisk 1 /cre /pri /sz:75% /for /q

gdisk 1 /cre /ext 

gdisk 1 /cre /log /for /q

gdisk 1 /act /p:1 

[답]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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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용량 120GB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모두 제거한 다음, 75:25의 비율로 파티션을 분할한 후 75%인 ‘주 파티션’을 포맷해주고, 남은 25%
를 ‘확장 파티션’으로 만든 후, (확장 파티션을) ‘논리 드라이브’로 만들어 포맷해주고, 첫 번째 파티션을 부팅 가능한 드라이브로 만들
어주라는 것이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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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용량 320GB의 하드디스크를 현재 C:(80GB)와 D:(240GB)로 나누어 사용 중인데, D:드라이브의 용량이 너무 많아, D:드라이브의 파티션
을 제거한 후, 이를 D:(120GB)와 E:(120GB)의 ‘논리 드라이브’로 분할하는 것이군요.
1GB=1024MB이므로 ‘122,880’은 ‘120GB*1024’의 결과 값입니다.

사용례(2)  gdisk 1 /del /ext  

gdisk 1 /cre /ext 

gdisk 1 /cre /log /sz:122,880 /for /q

gdisk 1 /cre /log /for /q

[답] 89)

6.3  PartitionMagic

6.3.1 버전

<내부 면적 160평☞ 하드디스크의 용량 160GB> 

PartitionMagic은 파티션 관리에 있어 출중하다는 평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이하 Partition-

Magic 8.0 1242 한글판(용량 51MB)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버전은 최대 145GB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160GB까지의 파티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6.3.1.1 기존자료의 보전

<평면도⑬의 파티션 시동기☞ 파티션매직 복구 디스켓, 도스용 파티션매직> 

PartitionMagic의 가장 큰 장점은 특히 기존 프로그램 및 데이터(자료)의 손실 없이 파티션을 나

눌 수 있고, 윈도우 GUI(그래픽)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보 이용자들도 사

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윈도우 9*/NT/2000/ME/XP에서 널리 사용이 가능하며, FAT16, FAT32, NTFS, LinuxExt2/3

파일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설치 시 제공되는 Readme.txt 파일은, 사용상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읽

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6.3.1.2 위험성

<OS 등 기기와 보관물품☞ PC에 설치된 윈도우 등 프로그램과, 저장된 데이터 파일> 

<공장본체의 내부 전부☞ PC의 본체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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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의할 것은 PartitionMagic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에도 수 분 동안 중단된 상태로 있을 수 있으므로, PC의 작동이 중단되었다
고 생각되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PC가 멈춘 것 같이 보여서 강제로 재부팅을 하거나, 혹은 외부적으로 전기가 나간
경우 즉 정전으로 말미암아, PC에 담겨진 데이터를 잃는 사고가 한번씩 생기는 모양입니다. 

<외부 저장소☞ 추가로 장착된 별도의 하드디스크 또는 연결된 USB 외장식 하드디스크> 

파티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업과정 중 여러 번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동시에

파티션을 잘못 나누더라도 [취소]버튼을 이용해 다시 생성하고 재분배하는 등으로 실수에 대한 대

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나 PartitionMagic으로 파티션 작업 특히 파티션을 생성, 삭제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므

로 사용하기 전에 꼭 백업을 해둔 후 파티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일 디스크 전체를 백업하는 것

이 여의치 않다면 데이터만이라도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90)

6.3.2 마우스로 

PartitionMagic은 윈도우 GUI(그래픽) 화면에서 마우스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용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6.3.2.1 사용방법

PartitionMagic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파티션의 분할(새로 만들기), 크기 재조정, 병합, 복사,

백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기본화면의 설정과 기본적인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

습니다. 

기본화면의 설정은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 둘로 나눠져 있는데, 화면의 왼쪽에는 ￮‘작업 선택’ ￮‘파

티션 작업’ ￮‘수행할 작업 목록 표시’ 항목이 나오고, 화면의 오른쪽에는 현재의 하드디스크 설정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 기본적인 사용법은 ① 화면 왼쪽의 [작업선택] 항목에서 수행할 작업을 고르거나, ② 화면의

오른쪽에서 작업할 드라이브(예컨대 C:드라이브)를 클릭하면 [파티션 작업]이 활성화되는데, 활

성화된 후 거기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거나, ③ 화면 오른쪽의 드라이브를 마우스 우측으로 클릭

하면 나오는 단축메뉴에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6.3.2.2 C파티션 크기조절

<공장 내부☞ PC에 장착된 하드디스크> <동☞ 드라이브,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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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오른쪽의 C:드라이브를 클릭하면, 화면 왼쪽의 ‘파티션 작업’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파티션 크기 변경/이동’을 선택하면 ‘파티션 크기 조정/이동’ 창이 뜨는데, C:드라이브의 크기를

작게 조절하면 됩니다. C:드라이브의 크기가 작게 조절된 나머지 부분은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

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6.3.2.3 C파티션 분할

먼저 위에서 만든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화면 오른쪽의 위 ‘할당되지 않은 공

간’을 클릭하면, 화면 왼쪽의 ‘파티션 작업’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파티션 작성’을 선택한

다음, ‘파티션 작성’ 창에서 파티션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다음 파티션 마법사를 이용하여 바로 파티션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화면 왼쪽의 ‘작업 선택’ 항

목에서 ‘새 파티션 작성’을 클릭하면, ‘새 파티션 작성’ 마법사 창이 열리므로 거기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6.3.2.4 D파티션 분할

화면 오른쪽의 D:드라이브를 선택하여 마우스 우측으로 클릭한 다음 단축메뉴에서 ‘크기 조정/이

동’을 선택하면 ‘파티션 크기 조정/이동’ 창이 뜨는데, 거기서 D:드라이브의 크기를 작게 줄입니

다. 나머지 부분은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위 6.3.2.3항과 같이 E:드라이브

로 만들면 됩니다. 

6.3.2.5 파티션들 크기조절

C:드라이브의 일부를 잘라내어 D:드라이브에 합침으로써, 기존 파티션들의 크기를 조절(변경)하

는 것입니다. 6.3.2.4항과 같이 먼저 C:드라이브의 크기를 작게 줄입니다. 다음 나머지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D:드라이브에 합쳐주면 되는데, 역시 6.3.2.4항과 같이 D:드라이브를 선택하여 마

우스 우측으로 클릭하는 방법으로 D:드라이브의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파티션 마법사를 이용하여도 되는데, 화면 왼쪽의 ‘작업 선택’ 항목에서 ‘파티션 크기 변경’을 클릭

하면, ‘파티션 크기 조정’ 마법사 창이 열리므로 ‘파티션 크기 조정’ 창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6.3.3 도스용 프로그램

PartitionMagic 8.0 버전의 경우 용량이 51MB에 이르는데 비하여, 도스용 PartitionMagic 프로

그램의 용량은 429KB에서 1.593MB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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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스용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파티션매직을 PC에 설치하지 않고도 파티

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6.3.3.1 복구 디스켓

도스용 파티션매직은 PC에 파티션매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택사항으로 ‘복구 디스켓’을 작성

하라는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작성하면 됩니다(용량은 총 1.9MB정도로서, 플로피디스켓

3장으로 작성이 되는데, 첫째 장은 ‘부팅용’, 둘째 장은 ‘프로그램’, 셋째 장은 ‘글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파티션매직을 설치한 후 윈도우에서 시작-프로그램-PowerQuest Partition-

Magic 8.0-PartitionMagic 8.0 도구-복구 디스크 작성을 클릭해도 됩니다. 

도스용 파티션매직의 경우 파티션매직을 PC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위 ‘복구디스켓’으로 부팅

한 후 파티션 작업을 하면 됩니다. 

6.3.3.2 작업방법

도스용의 경우 (화면이 왼쪽과 오른쪽 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현재의 하드디스크 설정정보가 나

오는 화면(윈도우에서의 오른쪽 화면에 해당됨)뿐이어서, 화면 상단의 메뉴를 마우스로 눌러 작업

해야 합니다. 

6.4  복구영역 및 히든 파티션

6.4.1 복구영역의 백업

<공장을 신축상태로 복구☞ PC를 구입 또는 윈도우를 설치한 당시의 상태로 복구> 

복구영역 손상에 대비하여, 고스트를 이용해서 ‘복구영역’과 ‘부트정보가 있는 C드라이브’를 꼭 백

업해두어야 합니다.

파티션이 3개인 하드디스크에서 ‘복구영역’ 파티션이 1번이고, 하드디스크에서 복구영역 파티션

의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Gdisk에서 ‘gdisk /status’ 해보면 되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나머지는 C, D드라이브로 나누어진 경우를 예로 들면, 고스트의 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복구영역’ 파티션의 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복구영역’을 하드디스크의 다른 파티션

에 백업해두면 될 것이나(C드라이브도 함께), ‘복구영역’의 파티션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6.4.2.1

항) 하드디스크 전체를 USB 외장 HDD에 백업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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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영역을 D드라이브에 백업할 경우;

ghost -clone,mode=pdump,src=1:1,dst=1:3\recovery.gho -sure

복구영역을 포함한 하드디스크 전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할 경우;

ghost -clone,mode=dump,src=1,dst=2\diskbackup.gho -auto -sure 

6.4.2 삼성복원 솔루션 

<세별건축☞ 삼성전자> <세별 복원 솔루션 프로그램☞ 삼성 복원 솔루션 프로그램>

<공장의 회로에 문제가 발생☞ PC의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발생>

<공장을 초기상태로 복원☞ PC를 구입 또는 윈도우를 설치한 당시의 상태로 복구> 

삼성전자의 MV50 데스크탑 PC의 경우에는 ‘시스템 복원 CD’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삼성 복원

솔루션 프로그램’을92)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93)

이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타 PC복구프로그램들도 이와 유사한 개념과 작동방

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6.4.2.1 위치파악

예제 PC가 삼성전자의 MV50인 것으로 가정하여, Gdisk32를 이용하여 예제 PC의 파티션 상태

(정보)를 보기로 합니다.  

C:\Document and Settings\Owner>gdisk32 1 /status  해보니, Disk가 모두 6개로 나

타나있고, C:, D:, E:, F: 각 파티션의 Disk 번호가 1, 3, 4, 5번으로 되어있습니다. Disk 1번은

‘주 파티션’으로서 부팅이 가능하도록 활성화가(‘A’ 표시가) 되어있고, Disk 3~5번은 ‘논리 드라이

브’이며, Disk 2번은 Disk 3~5번의 모체가 되는 ‘확장 파티션’입니다. 그러나 ‘정적 복원 지점을

저장하기 위한 파티션’ 및, 후술하는 윈도우XP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복원 기능에서의 ‘사용할 디

스크 용량’(6.4.3.1항)은  Gdisk로는 보이지 않는데, 모두 주 파티션인 C파티션의 용량 일부를 가

져와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Disk 6번의 내용을 보니, ‘주 파티션’으로서 활성화는(‘A’ 표시는) 되어있지 않고, 크기가

4GB로서, 포맷형식은 (NTFS/HPFS가 아닌) ‘UNKNOWN’으로 되어있습니다. 

92) 피닉스 바이오스(Phoenix Bios)로 유명한 피닉스사社에서 만든 프로그램임.
93) ‘삼성 복원 솔루션’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서 같은 회사의 Sens640 노트북에 들어있던 ‘매직119’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결과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점은 아쉬웠으나) 일상적인 시스템 백업과 복구에
별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보다 향상된 ‘삼성 복원 솔루션’의 경우 잘 되겠지요. 



이 Disk 6번부분이 ‘동적 복원 지점을 저장하기 위한 파티션’인데(후술 6.4.2.2항 참조), ‘히든 파

티션’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4GB정도의 ‘동적 복구 지점을 저장하기 위

한 파티션’이 만들어지다 보니, 원래 30GB로 만들었던 F: 파티션이(전술 2.3.2항 참조) 26GB로

줄어든 상태로 나타남]. 

6.4.2.2 프로그램 설정

시작-모든 프로그램-삼성 복원 솔루션-삼성 복원 솔루션을 클릭합니다. 동적 복원 지점을 저장

할 하드디스크의 크기는 하드디스크의 약 10%가 자동으로 설정되며, 여기서는 C드라이브의 10%

인 4096MB(4GB)로 크기를 설정하였습니다. 

6.4.2.3 복원지점 저장

복원 지점 저장은 ‘정적 복원 지점 저장’과 ‘동적 복원 지점 저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삼성 복

원 솔루션을 실행한 후 화면 상단의 신규 아이콘을 클릭하고 ‘⊙정적 복원 지점’ 또는 ‘⊙동적 복원

지점’을 선택한 후 복원 지점 이름을 입력하면 될 것이고, 정적 복원 지점 저장의 경우 ‘정적 복원

지점을 생성할 파티션’은 C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됩니다.  

6.4.2.4 OS에서 복원하기

<OS가 작동할 때☞ 윈도우로 부팅될 때>

<OS에서 복원하기☞ 윈도우에서 복원하기> 

먼저 ‘Windows에서 복원하기’입니다. 정적 복원의 경우 ‘정적 복원 지점을 생성할 파티션’은 C드

라이브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동적 복원의 경우 ‘복원 옵션’은 ‘⊙주 파티션(C드라이브)만 복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6.4.2.5 cME모드 복원

<OS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는 경우>

<시동기☞ 부팅 디스크. 부팅 CD 및 디스켓> <‘세별건축 문자’☞ ‘SAMSUNG 문자’>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을 때는 cME 모드에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ME 모드에서는 ‘복원

지점’을 저장할 수는 없으며, 복원만 가능합니다. 

cME 모드 실행을 위해서는 PC의 전원 버튼을 눌러 켠 후 부팅 화면(SAMSUNG 문자)이 나타나

면 키보드의 F4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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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OS의 복원기능

<OS의 시스템 복원 기능☞ 윈도우XP에 들어있는 시스템 복원 기능> 

윈도우XP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복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스템 복원 기능에 의해서 복

구되는 것은 윈도우용 시스템 파일과 윈도우용 응용프로그램 파일, 레지스트리와 시스템 INI 파

일입니다. 

6.4.3.1 공간조절

참고로 윈도우XP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복원 기능이 사용하는 정보의 위치는 ‘C:\system volume

information’인데, 사용자는 읽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 복원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조절하려면, 제어판-성능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순차로 눌러 나오는 ‘시스템 등록 정보’ 대화상자에서 ‘시스템 복원’ 탭을 선택한 후 ‘☑모든 드라이

브에 시스템 복원 사용 안 함’ 항목의  표시를 없애 시스템 복원 기능을 켜고, 시스템 복원을 사

용할 하드디스크 공간을 조절하고자하는 드라이브(C:)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다음 ‘드라이브(C:) 설정’ 대화상자가 열리면 ‘사용할 디스크 용량’의 조절막대를 드래그하여 시스

템 복구에 사용할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조절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C드라이브의 경우 ‘사

용할 디스크 용량’은 40GB의 5%인 2048MB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OS가 설치되는 C드라이브에만 시스템 복원 기능을 사용하면 되므로, 나머지 드라이브에는 ‘시스

템 복원 사용 안 함’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6.4.3.2 복원지점 생성

시스템 복원 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복원 지점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복원

취소’ 기능을 이용해 이 지점을 선택해서 다시 원래 지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작-모든 프

로그램-보조 프로그램-시스템 도구-시스템 복원 선택 후 ‘⊙마지막 복원 실행 취소’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시스템 복원 지점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

구-시스템 복원을 클릭한 후 ‘⊙복원 지점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복원 지점 설명’란에는 나중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설명(이를테면 윈도우XP 설치 후)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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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복원방법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시스템 복원을 클릭한 후‘⊙이전 시점으로 내

컴퓨터 복원’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윈도우 상태로 부팅하여 시스템 복원을 실행할 수도 있으나, 안전모드로 부팅하여 시스

템 복원을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PC의 전원을 켠 다음 메모리 테스트가 끝나면(Starting Win-

dows..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바로 [F8]을 누릅니다(탁 탁 탁 탁--). 이어서 『‘Windows 고급 옵

션 메뉴』화면에서 ↑↓를 이용해 ‘안전모드’를 선택하고 , 이어서 ‘바탕화면’ 대화상자에서 <아

니오>를 누르면, ‘시스템 복원’ 대화상자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전 시점으로 내 컴퓨터 복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6.4.4 사용자 스스로 

앞서 소개한 ‘시스템 복구 CD 대신 제공되는 복구영역’이나, ‘삼성 복원 솔루션’이나, ‘윈도우XP에

서 제공되는 시스템 복원 기능’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각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사용자 스스

로 Gdis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구영역’을 만들고 이를 숨김(히든) 파티션으로 만들어 숨겨둘 수

있습니다. 

6.4.4.1 OS 설치 전

여기에서는 OS 즉 윈도우를 설치하기 이전에, Gdisk를 사용하여 파티션을 생성, 분할, 삭제하는

등의 파티션 작업을 하면서 복구영역을 만들고, 일부 파티션은 히든 파티션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

해 알아보겠습니다. 

OS를 설치하기 이전에, 복구영역으로 사용될 1GB용량의 숨김(히든) 파티션을 만드는 기본구문입

니다.              gdisk 1 /cre /pri /sz:1024

gdisk 1 /hide /p:1 

이를 응용한 조금 복잡한 사용례들을 한번 볼까요. 

사용례(3)  ① gdisk 1 /cre /pri /sz:1024  

② gdisk 1 /cre /pri /sz:2048 /for /q /y             

③ gdisk 1 /cre /ext 

④ gdisk 1 /cre /log /for /q



⑤ gdisk 1 /hide /p:1 

⑥ gdisk 1 /act /p:2 

[답] 94)

사용례(4)  gdisk 1 /del /all

gdisk 1 /cre /pri /sz:50% /for /q

gdisk 1 /cre /ext

gdisk 1 /cre /log /sz:45% /for /q

gdisk 1 /cre /log /for /q

gdisk 1 /hide /p:4  

[답] 95)

사용례(5)  gdisk 1 /del /all 

gdisk 1 /cre /pri /sz:95% /for /q

gdisk 1 /cre /ext

gdisk 1 /cre /log /for /q

gdisk 1 /hide /p:3         

[답] 96)

6.4.4.2 OS 설치 후

예제 PC의 경우와 같이 이미 파티션이 나뉘고 윈도우가 설치되어 사용 중인 상태에서, F드라이브

를 숨김(히든) 파티션으로 만들려면, gdisk 1 /hide /p:5

예제 PC의 F:드라이브에 고스트 백업이미지 파일을 넣어두고(고스트에서는 F:드라이브가 ‘1: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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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복구영역’으로 사용될 1개의 ‘히든 파티션’과, 2개의 파티션을 만들라는 것이네요. 먼저 용량 6GB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히든 파티
션’을 1GB로 설정하여 생성하고(1번 파티션), ‘기본 파티션’을 2GB로 설정한 후 윈도우가 실행될 수 있게 활성화하고(2번 파티션), 다음
3GB로 설정한 ‘논리 드라이브’를 생성하라는 것입니다(4번 파티션. 3번 파티션은 ‘확장 파티션’이 됨은 전술). 붙여진 번호에 따라 위 명
령줄을 설명하자면, ①‘복구영역’으로 사용될 ‘주 파티션’을 1024MB로 설정하여 생성. ②다음 윈도우 설치구역인 ‘기본 파티션’으로서,
‘부트 파티션’인 C드라이브를 2048MB로 설정하여 생성. ③남은 3072MB으로 ‘확장 파티션’을 생성한 다음, ④그 곳에 ‘논리 드라이브’
인 D드라이브를 생성. ⑤위 ‘복구영역’으로 사용될 파티션 즉 1번 파티션을 숨기고. ⑥윈도우가 설치될 위 ‘기본 파티션’ 즉 2번 파티션
을 활성화하라. 

95) Gdisk로 80GB의  하드디스크를 C: 40GB, D: 36GB, E: 4GB 정도로 셋으로 나누고, 맨 나중 파티션인 E파티션을 숨기는 것입니다.
96) 파티션을 통으로 잡고 마지막 파티션을 숨길 수도 있겠습니다.  



97) PC를 리부팅해야 ‘숨김(히든) 파티션’이 보이지 않게 됨을 주의. ‘파티션 보이기’의 경우에도 리부팅해야 다시 보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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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지요. Gdisk에서의 파티션 번호와 혼동하면 안 됨), 암호를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로 고스트 이미지를 풀 수 없습니다. 

즉 ‘ghost -pwd’ 식으로 고스트 명령줄에 ‘-pwd’ 스위치를 붙여주면, 백업이미지 파일을 사용하

여 복구할 때 암호를 물어보게 됩니다(4.2.3.2항).

가. 파티션(드라이브)을 숨겨놓으면, ‘내 컴퓨터’에서는 드라이브가 안 보이고,97) ‘시작-설정-제

어판-관리도구-컴퓨터 관리-디스크 관리’에서는 ‘알 수 없는 파티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숨김(히든) 파티션’으로 만들게 되면, 해당 파티션에 드라이브 문자가 지정되지 않습

니다(즉 드라이브 문자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도스로 부팅하여 ‘숨

김(히든) 파티션’으로 들어갈(사용 드라이브를 변경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나. 이 경우 윈도우로 부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단 윈도우로 부팅한 다음 gdisk32로 ‘숨김(히

든) 파티션’을 보이게 만든 후(gdisk32 1 /-hide /p:5), 도스로 부팅하여 해당 파티션으로 들

어가 고스트를 실행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문제는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아 도스로 부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스트 실행파일과 백

업 이미지 파일을 넣어둔 드라이브(파티션)를 ‘숨김(히든) 파티션’으로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

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PartitionMagic의 복구 디스크(도스용 파티션매직)로 PartitionMagic을 실행해서 숨

김을 취소한 후(후술 6.4.4.3항 참조) 해당 파티션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스용 파티션매직이 없을 경우에는, 고스트 11.0.0 1502 버전에 포함된 도스용 ‘gdisk.exe’

파일을 USB 메모리에 넣어두고, 도스용 부팅 디스켓으로 부팅한 다음 거기서 ‘gdisk.exe’ 파

일을 넣어둔 경로(즉 USB 메모리)로 사용드라이브를 변경한 후, gdisk를 입력하고 하

면 Gdisk가 실행이 되므로(전술 6.2.3.1항 참조), 거기서 해당 ‘숨김(히든) 파티션’을 보이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라. 그러나 고스트 작업만 할 경우에는 훨씬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스트11.5 버전의 경우 ‘숨

김 파티션’(및 폴더)을 잘 인식하므로, 파티션(및 폴더)이 숨겨진 상태에서도 복구 등 고스트



부산지방변호사회•415

작업에 지장이 없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gdisk32로 (고스트11.5 실행파일과) 백업이미지파일을 넣어둔 드라이브(파티션)를 ‘숨김

(히든) 파티션’으로 만들어 둡니다. 아울러 USB 메모리에는 미리 고스트11.5 실행파일(과 위

버전의 ‘gdisk.exe’ 파일)을 넣어둡니다. 

이후 윈도우로 부팅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위의 다.항의 방법으로 해당 ‘숨김(히든) 파티

션’을 보이게 만들어서 들어갈 필요도 없이, 바로 USB 메모리의 고스트 11.5를 실행한 다음

‘숨김(히든) 파티션’ 안에 넣어둔 백업이미지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 고스트 작업을 하면 되

겠습니다.  

6.4.4.3 숨김 취소

여기서 PartitionMagic 8.0 버전의 파티션 숨김( 및 숨김 취소하기)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

습니다. ① 숨길 파티션을 선택하고, ② 작업-고급-파티션 숨김(또는 파티션 숨김 취소)을 클릭

한 후, ③ 파티션을 숨기려면 ‘적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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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AN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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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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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3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사진으로 보는 2013

1. 2012년도 하반기 변호사 윤리교육(2012. 12. 3)

2. 사랑의 연탄 보내기 봉사활동(2012. 12. 15) 

3.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입후보자 합동 연설회(2012. 12. 10) 

4. 부재자투표일(2012. 12. 13) 

5. 선거일(임시총회)(2012. 12. 17) 

1 2

3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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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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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년 신년인사회(2013. 1. 2) 

2. 2013년도 정기총회(2013. 1. 22)

3. 무료급식 봉사활동(2013. 1. 2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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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3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사진으로 보는 2013

1. 상임이사회(2013. 1. 28) 

2. 법무사회장단과의 간담회(2013. 1. 30) 

3. 박흥대 고등법원장, 윤인태 지방법원장 본회 방문(2013. 2. 14)

4. 충렬사 참배(2013. 2. 15) 

5. 박효관 부산가정법원장 본회 예방(2013. 2. 26)  

6. 부산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정기총회(2013. 2. 26)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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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2013. 3. 4) 

2. 교양프로그램 강좌(2013. 3. 29)

3. 분쟁조정위원회(2013. 4. 10) 

4. 부산지방경찰청장 내방(2013. 4. 12)

5. 부산지방검찰청 신임 1,2차장검사 본회 예방(2013. 4. 24)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회·상임이사회를 두고 그 보좌 기구는 상설위원회 (윤리위원회·교육위원회·법제위원회·청년특별위원회·법관평

가특별위원회·인권위원회·홍보위원회·국제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공제사업운영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개인회생·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위원회·민사소

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운영위원회 변호사 명예교사운영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회원권익위원회) 가 있습니다.

1 2

54

3



2 0 1 3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사진으로 보는 2013

1. 한국선급(KR) 신임회장 예방(2013. 4. 25)

2. 제91회 어린이날 기념 아동보호캠페인 후원금 전달식(2013. 4. 29) 

3.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회장과의 간담회(2013. 5. 1)

4.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2. 11. ~ 2013. 4. 입회)(2013. 5. 6)

5.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정책개선을 위한 심포지엄(2013. 5. 14.)

6. 부산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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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제11회 법률강습회(2013. 6. 10) 

2. 제4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시상식(2013. 6. 11)

3. 전국변호사회장단 간담회(2013. 6. 22~23)

4.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2013. 7. 6)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초청 “저자와의 대화„(2013 .7. 12) 

6. 홍보위원회(2013. 7. 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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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격월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와 매년 부산 법조가 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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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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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13년 5월 11일~5월 12일        장소：태백 오투리조트

춘계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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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3  S e e s  w i t h  t h e  p h o t o g r a p h

사진으로 보는 2013

1. 여성변호사와의 간담회(2013. 7. 17)

2 제43기 사법연수생 부임신고식(2013. 8. 20)

3. 제8회 전국고교생 모의재판 경영대회 지역예선 시상식(2013. 8. 21)

4. 부산상조(주)와 협약식(2013. 9. 16)

5. 제7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2013. 9. 28)

6. 중화전국율사협회 방문단과의 간담회(2013. 9. 3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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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1. 부산지방법원간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2013. 10. 7)

2.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2013. 10. 7)

3. 부·울·경 지방변호사회 집행부 간담회(2013. 10. 11)

4. 원로회원 및 역대회장과의 간담회(2013. 10. 23)

5.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와 교류회(2013. 10. 31~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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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Ⅰ. 조직과 임원 현황

1. 기구조직표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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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사회

회장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총무이사

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제위원회

인권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총무과

송무과

교육과

도서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운영위원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개인회생ㆍ파산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운영회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재무이사 홍보이사 회원이사 법제이사 교육이사 권익이사

제1부회장

상설위원회 사무국 특별위원회

제2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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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일람표

집 행 부

조용한(회장), 김선옥(제1부회장), 박성호(제2부회장), 황주환(총무상임이사), 

권인칠(재무상임이사), 이윤근(홍보상임이사), 신승기(회원상임이사), 김재원(법제상임이사), 

정필승(교육상임이사), 김용민(권익상임이사)

감사

이영갑, 문주호  

이 사 회

조용한(회장), 김선옥(제1부회장), 박성호(제2부회장), 황주환(총무상임이사), 

권인칠(재무상임이사), 이윤근(홍보상임이사), 신승기(회원상임이사), 김재원(법제상임이사), 

정필승(교육상임이사), 김용민(권익상임이사), 강현안, 김용대, 김철기, 김태우, 김태창, 김해영,

윤근수, 윤기창, 이경우, 이동준, 이상근, 이인수, 이 진, 이태환, 이한석, 장준동, 장 호, 조영재,

최성주, 한민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김태기      부위원장 : 이태환      간사 : 김정열 

상설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장   호    부위원장 : 김용문     간 사 : 명호인, 이상경

교육위원회   위원장 : 윤근수    부위원장 : 조충영     간 사 : 정필승 

법제위원회   위원장 : 강현안    부위원장 : 이수기     간 사 : 김재원 

인권위원회   위원장 : 김태우    부위원장 : 최성주     간 사 : 이상근

홍보위원회   위원장 : 이태환    부위원장 : 박행남     간 사 : 이성문 

국제위원회   위원장 : 장준동    부위원장 : 허상수, 류수열

                  간 사 : 박정언(영어), 김미애(일본어), 노홍수(중국어)

특별위원회

■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태창 부위원장 : 김호남 간 사 : 권인칠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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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 강동규 부위원장 : 김영길 간 사 : 김수정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성호 부위원장 : 예인수 간 사 : 정필승

■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선옥 간 사 : 최보영

■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성수 부위원장 : 신용수     간 사 : 이연주    

■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지원운영단 

단  장 : 박성호 간 사 : 이상경

■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선옥 부위원장 : 이수기 간 사 : 한예슬

■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이동준 부위원장 : 김선옥 간 사 : 이윤근

■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 하만영 부위원장 : 진동열 간 사 : 김용민

■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 하만영 부위원장 : 허일태(동아대 교수) 간 사 : 황주환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구철 부위원장 : 한민열 간 사 : 임준섭

■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진제 부위원장 : 김동훈 간 사 : 김동진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기춘 부위원장 : 박경재(부산대 교수) 간 사 : 김능칠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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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임원 명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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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회원이사 법제이사 교육이사 권익이사 감 사 감 사 비 고

2009-
2010

신용도 장준동 강동규
명호인

권인칠 이영갑 이한석
조갑술

이상근 박봉환권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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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김선옥 박성호 황주환 권인칠 이윤근 신승기 김재원 정필승

정  운

이영갑 문주호김용민

권인칠

2012.8-12 권인칠

조직과 임원 ▼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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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 회 원 휴 업 회 원 준 회 원 총 합 계

본 원 동 부

59명 36명 587명463명 29명

492명

회 원 2012. 11. 5 이준희 회원

주 소 정림빌딩 1105호

전 화 507-6755

학 력
1978년생, 경남 밀양, 금성고, 부산대,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2012. 11. 8 박지현(朴智賢) 회원

주 소 일경빌딩 5층 법무법인 아성

전 화 714-7374

학 력
1983년생, 부산, 예문여고, 동아대,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2012. 11. 20 김민균 회원

주 소 정림빌딩 108호

전 화 507-8300

학 력
1983년생, 경북 경주, 충렬고, 동아대,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2012. 11. 22 문성근 회원 [서울회→부산회]

주 소 로펌빌딩 9층 법무법인 길

전 화 506-1122

학 력
1961년생, 경남 함안, 부산공업고, 한국외대, 사법시험 35회, 사법연
수원 25기, 변호사 개업(1996, 부산지방변호사회), 영산대학교 법률
행정학부 교수(1999), 변호사 개업(2002,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원 2012.11.26김준기회원[경기중앙회→부산회]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69번길 19, 810호

전 화 747-7012

학 력
1967년생, 부산, 부산고, 서울대, 사법시험 40회,
사법연수원 31기, 국회의원 이원영 보좌관(2006),
대통령 경호실 법제관(2008), 

회 원 2012. 12. 7 이정훈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법무법인 청해

전 화 244-9697

학 력
1978년생, 서울, 성균관대,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2012. 12. 24 김선영 회원 [서울회→부산회]

1974년생, 서울, 정신여자고, 연세대, 사법시험 43회, 
연수원 33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법학 석사) 졸업(2006),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변호사(2007), Baker & Mckenzie 변호사

회 원 2012. 12. 24 박해동 회원[경기중앙회→부산회]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42-9908

학 력
1979년생, 전북 완주, 전주 전라고, 고려대, 
사법시험 49회, 연수원 39기

4. 회원 현황

5. 2013년도 신입회원

(2013. 10. 31. 현재)

조직과 임원 ▼

학 력



회 원 2013. 1. 23 변경민 회원 [경남회→부산회] 

주 소 은하빌딩 101호

전 화 506-1606

학 력
1978년생, 경북 의성, 데레사여고, 부산대, 
사법시험 51회, 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청명 구성원 변호사(2012)

회 원 2013. 1. 30 신정현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 12층(법무법인 정인)

전 화 911-6161

학 력
1980년생, 경남 창녕, 금성고, 서강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2. 1 김가람 회원

주 소 세헌빌딩 4층 법무법인 삼덕

전 화 506-8711

학 력
1981년생, 경남 창원, 동래여고, 연세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2. 1 오권석 회원

주 소 로윈타워 602호

전 화 503-1400

학 력
1977년생, 경남 의령, 용인고, 부산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2. 13 최진갑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42-9908

학 력
1954년생, 경남 사천, 경기고, 서울대, 사법시험 18회, 연수원 8기, 대구지방법원 판사(1981), 부산지방법원 판
사(19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1993),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원장(2005), 창원지방법원장(2006), 부산지방법원장(2009), 부산고등법원장(2010) 

회 원 2013. 2. 14 정영석 회원

주 소 로펌빌딩 7층 법무법인 해인

전 화 506-5016

학 력
1973년생, 경남 거제, 창원시(마산) 합포고, 부산대, 사법시
험 44회, 연수원 34기, 부산지방법원 판사(2007), 창원지방
법원 밀양지원 판사(2009), 부산지방법원 판사(2012) 

회 원 2013. 2. 15 서복현 회원

주 소 정림빌딩 501,502호 법무법인 새벽

전 화 502-0202

학 력
1957년생, 부산, 경남고, 서울대, 사법시험 22회, 연수원 12기, 군법무관 제대(1985), 마산지방
법원 판사(1985),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2005),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변호사 개업(울산회, 2010)

회 원 2013. 2. 26 홍성주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8층 808호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6-1700

학 력
1962년생, 경남 밀양, 해동고, 부산대, 사법시험 28회, 연수원 18기, 부산지방
법원 판사(1989), 부산고등법원 판사(199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4), 부
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06),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11) 

회 원 2013. 3. 6 김민호 회원 [경남회→부산회] 

주 소 로펌빌딩 601호 법무법인 정혜

전 화 505-7799

학 력
1977년생, 부산, 대연고, 성균관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회 원 2013. 3. 5 김소연 회원

주 소 로펌빌딩 401호 법무법인 청명

전 화 506-2332

학 력
1983년생, 부산, 부일외고, 부산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1. 31 김지애 회원

주 소 동주빌딩 7층 법무법인 해원

전 화 507-0532

학 력
1980년생, 경북 포항, 포항제철고, 이화여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1. 31 김민건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57-0044

학 력
1979년생, 경남 남해, 성도고, 부산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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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3. 3. 14 강보람 회원

주 소 34, 401호 법무법인 청률

전 화 507-1001

학 력
1985년생, 경남 합천, 부흥고, 고려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3. 15 장태관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 508호 법무법인 세헌

전 화 507-5507

학 력
1981년생, 부산, 남일고, 부산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3. 15 강석정 회원 [서울회→부산회] 

주 소 세종빌딩 603호 법무법인 정음

전 화 501-1508

학 력
1973년생, 충북 보은, 서울 대원고, 성균관대, 사법시험 43회, 연수원
33기,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2004), 울산지방검찰청 검사(2006), 부
산지검 동부지청 검사(2008), 변호사 개업(2009, 서울회)

회 원 2013. 3. 28 장경래 회원 [ 서울회 → 부산회 ] 

주 소 정림빌딩 1404호

전 화 505-0759

학 력
1972년생, 부산, 금성고, 동아대, 동아대 법학전문
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1998~2008)

회 원 2013. 3. 29 윤길현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6-1761

학 력
1982년생, 서울, 성남고, 고려대, 사법시험 49회, 연수원
39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공주출장소(20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1), 서울고등검찰청(2012)

회 원 2013. 3. 29 이상수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8층 808호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6-1761

학 력
1982년생, 부산, 구덕고, 성균관대, 사법시험 49회,
연수원 39기,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2010), 부산고
등검찰청(2011), 서울고등검찰청(2012) 

회 원 2013. 4. 2 김태욱 회원 [서울회→부산회]

주 소 세종빌딩 1303호 법무법인 센텀

전 화 507-5150

학 력
1972년생, 경남 진주, 가야고, 부산대, 군법무관 16회, 해군 3함대사령부 법무실장
(2005), 해군 교육사령부 법무실장(2006), 국방부 검찰단 검찰2과장(2009), 해병
대 제1사단 법무실장(2010),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 검찰부장(2011)

회 원 2013. 4. 9  유도영 회원

1975년생,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동아대 법학
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1회, Paris 1,9 경영대학원
졸업(2005)

회 원 2013. 5. 10 홍순보 회원

주 소 세종빌딩 503호

전 화 502-5100

학 력
1965년생, 경남 함안, 창원 경상고, 고려대, 사법시험 32회, 연수원 22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1996), 부산지
방검찰청 검사(200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장검사(2006),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검사(2008),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20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201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13)

회 원 2013. 5. 14 문대홍 회원

주 소 로윈타워 602호

전 화 503-1400

학 력
1960년생, 부산, 제주 남주고, 연세대, 사법시험 29회, 연수원 19기, 변호사 개업(1990, 서울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
지청 검사(1997),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부장검사(2003),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장검사(200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2010), 부산고등검찰청 검사(201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13)

회 원 2013. 6. 3 성창열 회원

주 소 시티빌딩 2층

전 화 506-9979

학 력
1971년생, 경남 양산, 사직고, 서울대, 사법시험 47회,
연수원 37기

회 원 2013. 6. 26 양미영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42-9908

학 력
1985년생, 부산, 문현여고, 부산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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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3. 8. 16 강혜림 회원 (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동주빌딩 1203호 법무법인 인화국제

전 화 503-0037

학 력
1978년생, 서울, 포항제철고, 연세대, 사법시험 43회, 연수원 33기, 법무
법인 케이씨엘(2004~2006), 법무법인 우현지산(2006~2009), 법무법
인 로고스(2009~2013),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2011)

회 원 2013. 8. 28 백혜랑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동주빌딩 2,3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전 화 717-3213

학 력
1978년생, 서울, 서울 금천고, 이화여대, 사법시험
48회, 연수원 38기,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법무팀
(2009~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2013)

회 원 2013. 10. 28 조세영 회원 (울산회⇒부산회)

주 소 로펌빌딩 801호 법무법인 현산

전 화 714-1472

학 력
1982년생, 경북 예천, 성일여고, 한양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박명수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 607호 법무법인 하늘누리

전 화 505-0425

학 력
1979년생, 서울, 동인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주현빈 회원

주 소 정림빌딩 305호

전 화 714-2336

학 력
1980년생, 부산, 개금고, 동아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이승찬 회원

주 소 로펌빌딩 201호 법무법인 세진

전 화 507-9886

학 력
1981년생, 대구, 성도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10/28 현성삼 회원

주 소 세종빌딩 4층 법무법인 신성

전 화 949-5000

학 력
1971년생, 부산, 동래고, 서울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안세진 회원

주 소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

전 화 507-1001

학 력
1977년생, 경남 양산, 동래고, 고려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조형래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 403호

전 화 507-7636

학 력
1976년생, 전남 곡성, 경남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김민중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804호 법무법인 진앤김

전 화 784-0022

학 력
1983년생, 경남 창원, 용인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9. 2 최성훈 회원 (울산회 ⇒ 부산회)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109호 법무법인 대산

전 화 502-4300

학 력
1977년생, 경남 고성, 용인고, 고려대, 변호사시험
1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9. 5 이동환 회원 (충북회 ⇒ 부산회)

주 소 정림빌딩 1306호 법무법인 현승

전 화 507-6700

학 력
1981년생, 경남 김해, 김해고, 인하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조직과 임원 ▼

436•제31호 부산법조



회 원 2013. 10. 28 이상준 회원

주 소 동주빌딩 7층 법무법인 해원

전 화 507-0532

학 력
1982년생, 부산, 금성고, 한국해양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이민주 회원

주 소 동주빌딩 1203~1205호 법무법인 인화국제

전 화 503-0037

학 력
1981년생, 부산, 부산동여자고, 이화여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박은희 회원

주 소 로윈타워 403호

전 화 501-2282

학 력
1980년생, 울산, 부산사대부고, 고려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이아린 회원

주 소 세종빌딩 1002호 법무법인 재유

전 화 502-3210

학 력
1982년생, 경남 창원, 성일여고, 이화여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김태현 회원

주 소 정림빌딩 503호

전 화 506-0809

학 력
1978년생, 부산, 부산남일고, 서울대, 
변호사시험 2회,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임창섭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8층 808호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6-1761

학 력
1982년생, 경남 거제, 경남고, 서울대, 
변호사시험 2회,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정유진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8층 808호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6-1761

학 력
1987년생, 경남 창원, 대구과학고, 경북대, 
변호사시험 2회,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이민기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7-8층 808호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1-7703

학 력
1977년생, 부산, 가야고, 한양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9 손다미 회원

주 소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

전 화 507-1001

학 력
1978년생, 경기도 남양주, 덕문여고, 이화여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9 이동훈 회원

주 소 세종빌딩 605호

전 화 501-1051

학 력
1968년생, 경남 남해, 가야고, 서울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정은영 회원

주 소 로펌빌딩 601호 법무법인 정혜

전 화 505-7799

학 력
1986년생, 부산, 부산서여자고, 한국해양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8 이권규 회원

주 소 정림빌딩 1306호 법무법인 현승

전 화 507-6700

학 력
1980년생, 서울, 대원외고, 연세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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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3. 10. 29 김문범 회원

주 소 부산 사상구 감전동 115-38 호승빌딩 4층

전 화 911-1328

학 력
1983년생, 경남 통영, 한일고, 연세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9 함상범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2,13층 법무법인 정인

전 화 911-6161

학 력
1978년생, 대구, 대구고, 경북대, 변호사시험 2회,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9 고형찬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법무법인 청해

전 화 244-9697

학 력
1981년생, 부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고,
고려대, 변호사시험 2회,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30 이하늬 회원

주 소 협성법조빌딩 805호 법무법인 세진

전 화 923-6001

학 력
1984년생, 경남 밀양, 영도여고, 동아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30 장우혁 회원

주 소 동주빌딩 14층 법무법인 다율

전 화 506-7227

학 력
1981년생, 경북 구미,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30 한창헌 회원

주 소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11-3번지 3층

전 화 242-0365

학 력
1982년생, 부산, 금성고, 목포해양대, 
변호사시험 2회,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30 장혜승 회원

주 소 정림빌딩 1010호

전 화 714-0166

학 력
1983년생, 대구, 신도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9 김승환 회원

주 소 부산법조타운빌딩 12,13층 법무법인 정인

전 화 911-6161

학 력
1983년생, 제주, 오현고, 고려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0. 29 하대호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법무법인 청해

전 화 244-9697

학 력
1981년생, 경기도 광명, Lake Ginninderra고교
(호주 캔버라), RMIT대학교(호주 멜버른), 변호사
시험 2회,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조직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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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3년도 재개업회원

부산지방변호사회•439

회 원 2013 1. 2 최번영 회원 

주 소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63 101동 1093호

전 화 291-3443

학 력
1941년생, 부산, 경남고, 고려대, 군법무관 1회 
변호사 개업(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1978), 
휴업(2012)

회 원 2013. 4. 24 박일행 회원 

1976년생, 경북 김천, 김천고, 서울대, 사법시험 49
회, 연수원 39기, 노동부 행정사무관(2010), 변호사
개업(2011, 부산회), 삼성정밀화학 사내변호사(2013)

7. 2013년도 휴업회원

회 원 2012.11.26. 김성일 회원

사 유 공직임용(법제처)

회 원 2012.11.30. 박호영 회원

사 유 사내변호사

회 원 2012.12.11. 이성 회원

사 유 공직임용(판사)

회 원 2012.12.12. 백상욱 회원

사 유 공직임용(국정원)

회 원 2013.1.18. 박신일 회원

사 유 기타(노령으로 인한 어려움)

회 원 2013.2.22. 강승주 회원

사 유 유학

회 원 2013.2.27. 고준석 회원

사 유 공직임용

회 원 2013.4.30. 박재현 회원

사 유 공직임용(부산시 교육청)

회 원 2013.6.14. 강성원 회원

사 유 공직임용(해양경찰청)

회 원 2013.9.6. 김선영 회원

사 유 기타(일신상의 이유)

회 원 2013.9.6. 서주연 회원

사 유 기타(전출 및 이직)

회 원 2013.10.18. 한세영 회원

사 유 사내변호사

회 원 2013.10.24. 장남수 회원

사 유 질병

회 원 2013.10.29. 이기태 회원

사 유 질병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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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3년도 소속변경 회원

회 원 2012.11.5  강찬우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2.11.5 정우석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2.11.8 강수란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2012.11.8 조민지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2.11.28 박남주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2.11.20 김소라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2.12.24 박형빈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2.12.10 이진아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2.8 박상현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울산회

회 원 2013.1.21 김희정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2.18 이성숙 회원

사 유 부산회 → 광주회

회 원 2013.2.14 황영일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2.28 엄호성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2.27 김묘연 회원

사 유 부산회 → 경기중앙회

회 원 2013.4.25 서창효 회원

사 유 부산회 → 경기중앙회

회 원 2013.3.18 안선영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9.12 이지혜 준회원

사 유 부산회 → 충북회

회 원 2013.7.1 하은정 휴업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10.8 임지석 회원

사 유 부산회 → 서울회

440•제31호 부산법조

9. 2013년도 사망회원

회 원 2013. 1. 20 조상흠 회원 회 원 2013. 2. 4 하양명 회원

회 원 2013. 8. 1 권연상 회원 회 원 2013. 9. 13 김시승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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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원 연령별 현황
2013. 10. 31. 기준

구 분 인 원 회 원 명

81세이상 7명 김용묵, 조재연, 강호원, 이성호, 금동우, 최익균, 김석주

76세~80세 16명
김운태, 박우재, 김태조, 석춘재, 박재봉, 조수봉, 황진호, 임종선, 이인수, 황영선, 손성대,
윤경현, 문종술, 오장희, 박경구, 안병희

71세~75세 24명
석용진, 박근수, 이규학, 고왕석, 최장락, 김주성, 안석태, 김상준, 황규정, 안상돈, 김철기,
이운조, 손홍익, 송문일, 권오탁, 최번영, 조건오, 김  열, 신영길, 손제복, 박준석, 정시영,
박국홍, 곽종석

66세~70세 11명 이  홍, 정창환, 안승군, 허진호, 주대경, 황  익, 강문종, 김태기, 이찬효, 정종우, 김문수

61세~65세 30명
고종주, 장  호, 이강남, 김종대, 정노찬, 최희수, 홍광식, 이재호, 정영천, 이세형, 이영석,
신우철, 박옥봉, 조진제, 김진영, 박용수, 김용문, 조봉국, 김영수, 하영곤, 권건우, 진병춘,
신창수, 한기춘, 황종국, 최중식, 심연택, 정호석, 안영문, 조정래

56세~60세 46명

이기중, 김대희, 신용국, 박권병, 최진갑, 허상수, 이우기, 조현래, 김태우, 나병영, 신용도,
배종근, 이동준, 김영욱, 서재옥, 金眞洙, 장원용, 金旭泰, 이원철, 강현안, 류수열, 장수복,
박성웅, 오규철, 정상수, 신동기, 강창옥, 권기우, 김용대, 조한욱, 김중확, 권태하, 김종기,
김백영, 정덕관, 박성철, 성재영, 이남열, 서복현, 정희장, 유정동, 이덕만, 하만영, 김동훈,
장희석, 이태환

51세~55세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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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홍, 신용수, 최현우, 이수기, 윤태영, 윤장원, 임경윤, 최종우, 문성근, 강동규,
장준동, 정세진, 이강민, 김근수, 오세화, 서영화, 박영근, 송관호, 장흥민, 김진기, 류도현,
변영철, 고경우, 이명화, 설승문, 노성진, 권인칠, 문주호, 박흥모, 양기열, 홍성주, 신원삼

46세~50세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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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보, 명호인, 이승기, 배경렬,
노홍수, 문덕현, 서요한, 김도현, 남삼식, 신승기, 이한석, 최창용, 이용운, 정태용, 조성제,
박춘하, 조충영, 이철원, 방철수, 강진영, 정지훈, 김준기, 윤봉근, 이덕욱, 김인일, 하석철,
고영태, 김윤천, 김영준, 원대희, 김외숙, 윤재철, 李晳宰, 박성호, 김용규

41세~45세 64명

권혁근, 유주연, 강종률, 감덕령, 이호철, 김상근, 최영효, 조영국, 김정열, 한원우, 정인권,
노태홍,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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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욱, 박원환, 이윤근, 현성삼, 성창열, 윤기창,
황주환, 강경호, 이정민, 장경래, 정판희, 백진규, 이남길, 신상효, 李碩宰, 임방조, 이찬호,
윤두철, 권승형, 송대진, 전종호, 정해영, 전용범, 김태욱, 박기득, 李泰杬

36세~40세 66명

손정우, 임호택, 권우현, 이경우, 김상수, 이준채, 이정의, 강경철, 강석정, 정영석, 박기원,
신유천, 박지형, 진동열, 이연주, 위은숙, 이성문, 손범식, 홍지은, 김수정, 황교훈, 강호정,
김훈태, 김재원, 김용민, 김상협, 최병일, 강민경, 류승용, 김병준, 주창열, 우굉필, 류제성,
진혜정, 유도영, 이무훈, 이경택, 최희원, 서충식, 윤석종, 김영주, 조형래, 서경진, 박일행,
이경민, 박중규, 최성훈, 金昱泰, 천동진, 강영수, 김해영, 배구량, 이성렬, 박문학, 오권석,
김민호, 안세진, 정필승, 김대수, 이민기, 이재규, 이대성, 박규택, 이상훈, 정회석, 김창오

31세~35세 75명

朴知賢, 백성욱, 강혜림, 문탑승, 김태현, 이정훈, 이유경, 변경민, 채동우, 백혜랑, 함상범,
임재인, 임준섭, 손다미, 이준희, 강승호, 성락인, 김민건, 진기룡, 이완수, 허  정, 황민호,
박보영, 조희찬, 김세윤, 천영준, 이  진, 최형석, 김명주, 박해동, 박명수, 조형준, 황현구,
이권규, 주현빈, 윤혜주, 김지애, 이범주, 강민석, 김선웅, 박은식, 최강재, 이기웅, 박은희,
박정언, 신정현, 김태형, 장태관, 이동환, 유득열, 임규영, 이승찬, 최재원, 고지현, 김가람,
고형찬, 박기호, 이민정, 이민주, 하대호, 최세라, 고주연, 임창섭, 윤재경, 윤길현, 김렬구,
황호진, 김주향, 조세영, 이상수, 이영진, 이상준, 이아린, 한창재, 김미선

30세 이하 23명
홍수진, 이용민, 김민중, 김소연, 김민균, 배소민, 朴智賢, 김문범, 김승환, 박종훈, 김문경,
황지현, 서은경, 이하늬, 박주영, 전보경, 한예슬, 양미영, 배소현, 최보영, 강보람, 정은영,
정유진

계 492명 평균연령 49.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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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현황

1.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1) 목적

과중한 빛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한 과중채무자들로 저렴한 변호사비용으로 

개인회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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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0층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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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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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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팩스로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

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

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의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

※ 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당직변호사제도 운영 및 이용방법

① 당직변호상황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0층(거제동 부산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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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3:00∼15:00까지 운영(번호표 배부)

② 동부지원 1층 종합민원실 앞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13:00∼15:00까지 운영

(선착순)

※ 법률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증빙서류, 관련문서)를 지참하시면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

습니다.(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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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민법률지원단

(1) 목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민법률지원단”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적 조력활동’, ‘이주민에 대한 법률

원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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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이주민법률지원단 연락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0층(거제동 부산법조타운)전

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6.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1) 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기업 경영상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7

년 10월 28일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처음 발족한 이래, 2007년

4월부터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하여「중소기업고문변

호사단」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1기업ㆍ1고문변호사제’로 더욱더 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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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ㆍ송달하게

되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2) 장점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소제기 이전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

문에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

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이 약정한 임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경우 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하고 미리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 놓으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

생하는 즉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

선임을 의뢰하지 않고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시면 본회에서 공영

제로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화해사건은 접수에서 화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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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지정되기까지 약 6주~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약 2주~3주 후

에 화해조서 정본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 위 소요기간은 법원 해당재판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이용방법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 접수접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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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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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구조 제도

(1) 목적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

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

타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줌으로써 국

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2) 이용절차

①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지방변호사회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구조신청

가능

③ 법률구조신청에 의해 법률구조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우선 비용을 지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

주고,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대체 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 

단, 다음의 경우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

- 형사사건- 패소한 사건

- 소송비용의 상환 및 회수가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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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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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5)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 헌법소원 등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

※ 다만,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른 법률이나 제

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

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9. 각종기관의 위원 위촉현황

순번 추천일 의뢰처 직 책 추천인

1 11/1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이덕욱 회원

2 11/5 금정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강호정 회원

3 11/19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정해영 회원

4 11/19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부산 혜화여고 진로 체험교육 강사 권구철 회원

5 11/2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강진영 회원

6 12/7 대동중학교 직업인 초청 특강 강사 황민호 회원

7 12/24 금정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권구철, 문탑승, 황민호 회원

8 12/31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설승문  회원

9 2/12 해운대구청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지원 협약에 따른 교육강사 박재현 회원

10 2/18 사상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김동훈 회원

12 2/2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법인 건국학원의 임시이사 후보자 김선옥, 박영주 회원

13 3/5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황민호 회원

김능칠, 김동훈, 김재홍, 문덕현, 문탑승, 박보영, 

박정언,박현준, 서충식, 손정우, 이덕욱, 이상경, 

이호철, 정해영,조영재, 한민열, 황민호 회원
11 2/25 금정구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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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7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용규 회원

15 3/18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정태용 회원

16 3/21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김외숙, 이경우 회원

18 3/27 (재)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외국인콜센터 자문변호사 이성렬 회원

19 3/27 부산지방법원 책임조정위원 권혁근, 백진규 회원

20 4/8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위원 이정민 회원

21 4/8 해운대보건소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위원 강민경 회원

22 4/8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정태용 회원

23 4/10 북부산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영빈 회원

24 4/15 해운대구청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김준기 회원

25 4/15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김미애, 김영길 회원

26 4/22 동래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정숙 회원

27 4/24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류도현 회원

28 4/26 동래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오주석 회원

29 5/3 대한변호사협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이상근 회원

30 5/2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김선옥 회원

31 5/22 영도구노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김문경 회원

32 6/5 기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전영빈 회원

33 6/5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김준기 회원

34 6/14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35 6/24 북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임방조 회원

37 7/16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자문변호사 김중확 회원

38 7/19 법무부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심사위원 오규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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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권구철, 권태하, 김능칠, 김동진, 김동훈,

김윤천,김재홍, 박보영, 서충식, 손정우, 예인수, 

이덕욱, 정해영,조영재, 최창용, 한민열 회원

강영수, 김경호, 

김용민, 한민열 회원

17 3/25 동래구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36 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강석정, 권혁근, 김동훈, 김재원, 김재홍, 

박현준, 윤재철,이경택, 이대성, 이성렬, 

이성문, 이수기, 이완수, 정해영, 한민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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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26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재호 회원

40 8/19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41 8/23 부산광역시 제29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최종심사위원회 위원 김성수 회원

42 8/2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강민경 회원

44 9/24 대동중학교 직업인 초청 진로특강 김준기 회원

45 9/25 부산진경찰서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D&A 지원단 김해영, 이연주 회원

46 9/30 부산광역시장 부산시립병원 위·수탁계약관련 평가위원회 위원 강민경 회원

47 10/15 동주여자중학교 전문직업인 초청 강연 강사 홍지은 회원

48 10/17 부산광역시장 소청심사위원회 김미애 회원

49 10/18 사하구청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김경호 회원

50 10/23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강호정 회원

51 10/23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이호철, 정재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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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문덕현, 장경래, 

정해영, 한민열 회원

43 9/17 부산지방법원 전자소송 책임조정위원

강동규, 권우현, 김동훈, 김상협, 김선옥, 김용민, 김재원,

김태기, 김훈태, 노규동, 박성호, 박춘하, 백중현, 변영철,

서재옥, 신승기, 신원삼, 신유천, 신익철, 심연택, 윤봉근,

이경우, 이경택, 이완수, 정태용, 정필승, 진동열, 황주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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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1/2(금)      18:30 로스쿨 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 11/5(월)      11:00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2. 3.~2012. 10. 입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집행부(5명), 교육위원장, 신입회원 54명

● 11/6(화)      12:00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운영위원회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1/10(토)     10:00    대선주조 공장 견학 및 기장 테마임도(일광산) 산행

|참 석 : 회원

● 11/13(화)     16:00    2012년도 제5차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11/16(금)     11:00    2012년도 제5차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장 소 : 경주 신라 C/C 하우스(보문단지 내 / 054-740-7070)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사무국장

● 11/16(금) 14:00~16:00  제10회 법률강습회

|주 제 : 임대차의 법률관계

|강 사 : 변호사 예인수

|장 소 : 대회의실

● 11/17(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11/22(목) 10:30~13:00  KNN 타워 준공기념식

|장 소 : KNN 타워(해운대 센텀시티)

|참 석 : 회장

● 11/23(금)     10:00    제소전화해 11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권우현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김태조

|판 사 : 김여경

Ⅲ. 주요회무보고

1. 주요회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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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11/23(금) 16:00~21:00  부산·복강현변호사회 교류회

|토론회 : 부산-한국의 성년후견제도(발표자 변호사 강진영)

일본-일본의 성년후견제도(발표자 부회장(宮崎 智美, Miyazaki Tomomi)

국제위원회 사무국장(岡部 信政, Okabe Nobumasa)

|만찬회 :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홀

● 11/26(월)             변호사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1차 09:20~12:30  과 목 : ① 국민참여재판(이상권 과장) ② 손해배상소송(김동진 회원)

2차 14:00~17:10   과 목 : ① 국민참여재판(이상권 과장) ② 손해배상소송(김동진 회원)

|장 소 : 대회의실

● 11/30(금)     17:30    (법)길 개업소연

|장 소 : 로펌빌딩 9층

|참 석 : 회장

● 12/3(월)  16:00~18:00  2012년도 하반기 변호사 윤리교육

|주 제 : 변호사 고금(古今)

|강 사 : 송문일 회원

|장 소 : 대회의실

● 12/3(월)      17:00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참 석 : 총무이사

● 1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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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목)      15:30    해양범죄연구회

|장 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 12/10(월)     11:00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입후보자 합동 연설회

|장 소 : 대회의실

● 12/13(목)~14(금) 09:30~14:00 부재자투표일

|장 소 : 이사실

● 12/15(토)     10:00    사랑의 연탄 보내기 봉사활동

|장 소 : 부산 남구 문현1동 85-9(에메랄드문현탕)일원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12/20(목)     14:40    제5회 교육메세나 패 수여식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2층)

|참 석 : 사무국장



● 12/26(수)     18:30    집행부, 사무국직원 송년회

|장 소 : 돌집

● 12/28(금)     10:00   제소전화해 12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변호사 김훈태

|피신청인 대리인 : 변호사 서요한

|판 사 : 김여경

● 12/28(금)     17:20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특강

|장 소 :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양정2동 소재)

|참 석 : 회장

● 12/31(월)     10:30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참  석 : 총무이사

2013년

● 1/2(수) 11:30 2013년 신년인사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재조·재야법조인

● 1/7(월) 15:00 2012년도 일반·회계 감사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총무이사, 재무이사, 감사

● 1/8(화) 18:30 법조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집행부

● 1/10(목) 11:00 긴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참  석 : 총무이사

● 1/11(금) 10:00~17:00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일

|장  소 : 대회의실

● 1/14(월) 10:00~17:00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본투표일

|장  소 : 대회의실

● 1/16(수) 12:00 부산-후쿠오카포럼 제7차 부산회의 사전모임

|안  건 : 부산-후쿠오카포럼 제7차 부산회의 개최준비

|장  소 : 마당집(부산진구 부전2동 / Tel: 806-8602)

|참  석 : 회장

● 1/19(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454•제31호 부산법조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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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월)     10:00~17:00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일

|장  소 : 이사실

● 1/22(화) 10:30 제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  건 : 협회장 당선 확정 등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참  석 : 강경철 회원

● 1/25(금) 10:00 제소전화해 1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신용수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윤여진 변호사 

|판  사 : 김여경

● 1/28(월) 16:30 사무국 업무보고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집행부

● 1/30(수) 12:00 법무사회장단과의 간담회

|장  소 : 미조복국

|참  석 : 회장, 제1·2부회장

● 1/30(수) 14:00 부산상공회의소 방문

|장  소 : 회장실

|참  석 : 집행부

● 1/30(수) 15:00 부산일보사 방문

|장  소 : 사장실

|참  석 : 집행부

● 1/30(수) 16:00 KBS 부산방송총국 방문

|장  소 : 총국장실

|참  석 : 집행부

● 2/1(금)~3(일) 14:00~ 부산-후쿠오카포럼 제7차 부산회의

|장  소 : 부산 롯데호텔 등 

|참  석 : 국제위원장

● 2/4(월) 15:30 국제신문사 방문

|장  소 : 사장실

|참  석 : 집행부

● 2/4(월) 16:00 부산지방국세청 방문

|장  소 : 청장실

|참  석 : 집행부

● 2/4(월) 16:30 부산지방경찰청 방문

|장  소 : 청장실

|참  석 : 집행부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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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2/4(월) 17:20 부산시청 방문

|장  소 : 시장실

|참  석 : 집행부

● 2/6(수) 11:00 부산광역시의회 방문

|장  소 : 의장실

|참  석 : 집행부

● 2/7(목) 15:00 MBC 문화방송국 방문

|장  소 : 사장실

|참  석 : 집행부

● 2/7(목) 16:00 KNN 부산경남대표방송 방문

|장  소 : 사장실

|참  석 : 집행부

● 2/7(목) 17:00 부산광역시 교육청 방문

|장  소 : 교육감실

|참  석 : 집행부

● 2/8(금) 11:40 최진갑 부산고등법원장 퇴임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회장

● 2/12(화) 10:00 법조출입기자단 방문

|장  소 : 법조출입기자실

|참  석 : 집행부

● 2/13(수) 11:20 부산고등법원 이임 부장판사 환송행사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 앞

|참  석 : 부회장

● 2/14(목) 09:30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 접견

|장  소 : 부산고등법원장실

|참  석 : 회장

● 2/14(목) 09:40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 접견

|장  소 : 부산지방법원장실

|참  석 : 회장

● 2/14(목) 14:00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 본회 예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및 상임이사

● 2/14(목) 14:10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 본회 예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및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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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금) 09:30 충렬사 참배

|장  소 : 충렬사

|참  석 : 집행부

● 2/16(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2/17(일) 18:10 2013년도 제1차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사파이어홀

|참  석 : 회장

● 2/17(일)~19(화) 제67회 변호사연수회

|장  소 : 경주 현대호텔(경주 보문단지 소재)

● 2/19(화) 14:0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장  소 : 제2법학관 1층 대강당 

|참  석 : 회장

● 2/20(수) 10:30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식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김관음행홀

|참  석 : 제2부회장

● 2/20(수) 14:0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김관음행홀

|참  석 : 회장

● 2/25(월) 09:25 박효관 부산가정법원장 접견

|장  소 : 부산가정법원장실(12층 1201호)

|참  석 : 제1부회장

● 2/25(월) 12:30 2013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장  소 :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장  소 :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참  석 : 대한변협 대의원

● 2/26(화) 14:30 박효관 부산가정법원장 본회 예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및 상임이사

● 2/26(화) 18:20 부산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정기총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 2/27(수) 11:00 부산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참  석 : 홍보이사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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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3/4(월) 14:00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장  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김관음행홀(LS101호)

|참  석 : 제2부회장

● 3/4(월) 16:0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장  소 : 제2법학관 1층 대강당

|참  석 : 회장

● 3/8(금) 16:00 김준기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세실로 69번길 19(좌동 1461-8)

블루스퀘어 B동 810호(좌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옆 건물)

|참  석 : 회장  

● 3/8(금) 17:00 (법)해인 개업소연(정영석 회원)

|장  소 : 로펌빌딩 7층

|참  석 : 회장

● 3/13(수) 12:00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장  소 : 청미(일식당)

|참  석 : 회장단

● 3/16(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3/19(화) 12:00 동부주재 회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동원초밥(동부지원 앞, 784-2399)

|참  석 : 집행부

● 3/22(금) 10:00 제소전화해 3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이강민 변호사, 이완수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李碩宰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판  사 : 황인준

● 3/28(목) 12:00 법조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장  소 : 가야골

|참  석 : 집행부

● 3/29(금) 16:30~18:00 교양프로그램 강좌

|주  제 : 스포츠에 있어서의 법률서비스 확대 방안 등

|강  사 : 이만기 교수

|장  소 : 대회의실

● 3/30(토) 17:00 2013년도 제2차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장  소 : 대구 수성관광호텔

|참  석 :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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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화) 13:00 교육청 지원금 담당자와의 간담회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 4/4(목) 11:55 김홍일 부산고검장 퇴임 환송행사

|장  소 : 고등검찰청 2층 현관

|참  석 : 회장

● 4/4(목) 12:00 대한변협 제47대 집행부와의 간담회

|장  소 : 가야골

|참  석 : 집행부

● 4/9(화) 11:40 이득홍 부산지검장 이임 환송행사

|장  소 : 지방검찰청 2층 현관

|참  석 : 회장

● 4/10(수) 14:00 김현웅 부산고검장 접견

|장  소 : 고검장실

|참  석 : 회장

● 4/10(수) 14:10 김희관 부산지검장 접견

|장  소 : 지검장실

|참  석 : 회장

● 4/11(목) 10:45 김현웅 부산고검장 및 김희관 부산지검장 본회 예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및 상임이사

● 4/11(목) 17:30 이노비즈협회 부산지역 일자리센터 개소식 및 부산·울산지회장 취임식

|장  소 :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참  석 : 제2부회장 외 2명         

● 4/12(금) 12:00 법무법인 대표자와의 간담회

|장  소 : 홍보석(중식당)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교육이사

● 4/12(금) 15:40 부산지방경찰청장 내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집행부

● 4/12(금) 17:00 김태욱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세종빌딩 1303호 

|참  석 : 회장

● 4/17(수) 13:30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간담회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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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4/20(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4/23(화) 1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3차 운영위원회  

|장  소 : 월강초밥(Tel : 806-2500)

|참  석 : 이영갑 감사

● 4/24(수) 14:40 부산지방검찰청 신임 1,2차장검사 본회 예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및 상임이사

● 4/25(목) 14:00 한국선급(KR) 신임회장 예방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 4/26(금) 10:00 제소전화해 4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정연수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임방조 변호사

|판  사 : 황인준

● 4/29(월) 14:00 제91회 어린이날 기념 아동보호캠페인 후원금 전달식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 4/29(월) 17:00 전국 변호사회 공보이사 간담회

|장  소 :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18층 중회의실

|참  석 : 홍보이사

● 4/30(화) 11:00 2013년 제1차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장  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 5/1(수) 18:30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회장과의 간담회

|장  소 : 홍보석(중식당)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교육이사, 청년변호사특별위원장

● 5/2(목) 12: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오찬 간담회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렉싱턴호텔 15층 ‘그랜드 스테이션홀’

|참  석 : 회장

● 5/6(월) 11:00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2. 11. ~ 2013. 4. 입회)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집행부(10명), 교육위원장, 신입회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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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월) 15:30~17:30 변호사 전문연수교육

|주  제 : 국세기본법의 개요

|강  사 : 강석규 부장판사

|장  소 : 대회의실

● 5/10(금) 12:00 집행부 간담회

|안  건 : 변호사수련회 준비의 건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5/11(토)~12(일) 2013년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수련회

|장  소 : 태백시 일원(울진, 안동 경유)

● 5/13(월) 15:30~17:30 변호사 전문연수교육

|주  제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의 이해

|강  사 : 강석규 부장판사

|장  소 : 대회의실

● 5/14(화) 15:00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정책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장  소 : 대회의실

|주  최 : 인권위원회, (사)이주민과 함께

|참  석 : 회장

● 5/16(목) 13:30 부산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내  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중점추진사항 등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집행부

● 5/18(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5/20(월) 15:30~17:30 변호사 전문연수교육

|주  제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

|강  사 : 강석규 부장판사

|장  소 : 대회의실

● 5/24(금) 10:00 제소전화해 5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조충영 변호사, 김능칠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정필승 변호사, 강종률 변호사

|판  사 : 황인준

● 5/27(월) 15:30~17:30 변호사 전문연수교육

|주  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의 주요쟁점   

|강  사 : 강석규 부장판사

|장  소 : 대회의실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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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6/3(월) 16:00~18:00 교양프로그램 강좌

|주  제 : 분쟁당사자의 심리 이해를 위한 미시적/거시적 접근

|강  사 : 이재식 부산대 교수

|장  소 : 대회의실

● 6/4(화) 17:00 홍순보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세종빌딩 503호 

|참  석 : 회장

● 6/10(월) 14:00~16:00 제11회 법률강습회

|주  제 : 기업의 법적 제문제

|강  사 : 변호사 권구철

|장  소 : 대회의실

● 6/11(화) 15:50 제4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시상식

|장  소 : 부산전자공고

|참  석 : 회장

● 6/11(화) 18:30 부산-후쿠오카포럼 제8차 후쿠오카회의 사전모임

|안  건 : 제7차 부산회의 결산 및 제8차 후쿠오카회의 개최준비

|장  소 : 월강초밥(부산진구 부전동 / Tel : 806-2500)

|참  석 : 회장

● 6/15(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6/20(목) 17:30 문대홍 회원 개업소연

|장  소 : 로윈타워 602호

|참  석 : 회장

● 6/21(금) 10:00 제소전화해 6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김인일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김  막 변호사

|판  사 : 황인준

● 6/22(토)~23(일) 전국변호사회장단 간담회

|장  소 : 대전 리베라호텔

|참  석 : 회장

● 7/3(수) 17:00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 제24차 회의

|장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18층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7/4(목) 15:30 해양범죄연구회

|장  소 : 부산지방검찰청 13층 중회의실

|참  석 :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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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금) 19:00 법조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장  소 : 광안리 방파제 횟집(☎ 753-7325)

|참  석 : 집행부

● 7/6(토) 09:30~19:00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

|주  제 : 개정민법상 후견제도 피후견인의 이해-법률 등 

|강  사 : 김은효 변호사 외 3명

|장  소 : 대회의실

● 7/12(금) 12:00~14: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초청 “저자와의 대화„

16:00~18:00 |장  소 : 대회의실

● 7/13(토) 10:00~19:00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

|주  제 : 장애인의 욕구 및 복지제도 등 

|강  사 : 김선주 교수 외 3명

|장  소 : 대회의실

● 7/17(수) 19:00 여성변호사와의 간담회

|장  소 : 해운대 더파티 프리미엄 스카이룸 

|참  석 : 집행부

● 7/20(토) 10:00~18:00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

|주  제 : 외국의 신상보호사례 등 

|강  사 : 박인환 교수 외 2명

|장  소 : 대회의실

● 7/20(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7/25(목) 18:30 재부산 일본 총영사 주최 만찬모임(부산-후쿠오카포럼) 

|장  소 : 재부산 일본 총영사 공저

|참  석 : 회장

● 7/26(금) 10:00 제소전화해 7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김창수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김정우 변호사

|판  사 : 김민철

● 8/17(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8/20(화) 11:50 제43기 사법연수생 부임신고식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교육위원회 간사,

지도변호사(3명), 사법연수생(3명)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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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8/21(수) 17:10 제8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지역예선 시상식

|장  소 : 동아대학교

|참  석 : 회장

● 8/23(금) 10:00 제소전화해 8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박기원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김호남 변호사

|판  사 : 김민철

● 8/23(금)~24(토) 전국지방변호사회사무국장협의회

|장  소 : 제천 ES리조트

|참  석 : 사무국장

● 8/26(월) 10:00~17:45 제68회 변호사연수회

|장  소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 8/26(월) 12:10 2013년도 제2차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장  소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30층 주피터홀

|참  석 : 회장

● 8/27(화) 15:30 일본게이오대 로스쿨생 본회 및 법무법인 국제 방문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총무이사

● 8/28(수) 18:30 부산지방법원장과의 간담회

|장  소 : 동신참치(553-3511)

|참  석 : 회장단, 총무이사

● 9/2(월) 14:00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 견학

|참  석 : 인권위원회 위원

● 9/2(월) 19:00 준회원과의 간담회

|장  소 : 가야골

|참  석 : 집행부

● 9/5(목) 19:00 상공회의소 법률강습회 도입을 위한 사전 간담회

|장  소 : 사미헌

|참  석 : 이윤근, 정필승

● 9/6(금)~7(토) 부산-후쿠오카포럼 제8차 후쿠오카회의

|장  소 : 일본 후쿠오카 

|참  석 : 회장

● 9/6(금)~8(일)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장  소 : 경주 힐튼 호텔

|참  석 :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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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월) 11:00 2013년도 대한변협 제3차 이사회

|의  안 : 변호사 윤리규칙 개정(안) 등

|장  소 :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9/9(월) 16:00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

|의  안 :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논의의 건 등

|장  소 : 대한변협 대회의실

|참  석 : 하만영 회원

● 9/16(월) 11:00 부산상조(주)와 협약식

|장  소 : 이사실

|참  석 : 집행부

● 9/27(금) 10:00 제소전화해 9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유상순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박영주 변호사

|판  사 : 김민철

● 9/28(토) 09:00~18:00 제7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축구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9/30(월) 10:30 중화전국율사협회 방문단과의 간담회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단, 황주환, 장준동, 허상수, 노홍수, 이상근

● 9/30(월)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초청 강연

|주  제 : 인권의 현황과 과제

|강  사 : 이광영 소장

|장  소 : 대회의실

● 10/7(월) 10:25 부산지방법원간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장  소 : 부산지방법원 제802호 소회의실

|참  석 : 조용한 회장 외 10명

● 10/7(월) 10:30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부산지방법원 제802호 소회의실

|참  석 : 조용한 회장 외 10명

● 10/11(금) 18:00 부·울·경 지방변호사회 집행부 간담회

|장  소 : 가야골

|참  석 : 집행부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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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10/15(화) 11:50 제43기 사법연수생 부임신고식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간사,

지도변호사(3명), 사법연수생(3명)

● 10/18(금) 10:00 제소전화해 10월 재판

|신 청 인 대리인 : 강경호 변호사

|피신청인 대리인 : 이덕욱 변호사

|판  사 : 김민철

● 10/19(토) 10:50~13:00 무료급식 봉사활동

|장  소 : 부산시청 녹음광장

|참  석 : 회원 및 사무직원

● 10/19(토)~20(일) 2013년도 제3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장  소 : 제주 테디벨리 골프&리조트

|참  석 : 회장

● 10/21(월) 변호사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1차  09:20~12:30 과  목 : ① 개인파산(김용민 회원)   ② 행정소송(강현안 회원)

2차  14:00~17:10 과  목 : ① 개인파산(김용민 회원)   ② 행정소송(강현안 회원)

|장  소 : 대회의실

● 10/23(수) 18:30 원로회원 및 역대회장과의 간담회

|장  소 : 가야골

|참  석 : 집행부

● 10/25(금) 11:40 부산동부지원과의 간담회 관련 사전모임

|장  소 : 이사실

|참  석 : 회장, 총무이사, 박해동 외 8명

● 10/25(금) 16:00~18:00 2013년도 하반기 변호사 윤리교육

|주  제 : 우리 헌정사에 비추어 보는 바람직한 변호사의 상

|강  사 : 정종섭 서울대 교수

|장  소 : 대회의실

● 10/28(월)~30(수)  18:30 부산동부지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밍주(센텀마커스빌딩 2층, 747-1849)

|참  석 : 박해동 외 17명  

● 10/30(수) 14:0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산울산경남지역 설명회 및 

UNCRPD 한국위원회 발대식

|장  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 

|참  석 : 회장, 사무국장

● 10/31(목)~11/3(일)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와 교류회

|참  석 : 회원 31명, 가족 13명, 직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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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회의 및 위원회 활동

2012년

● 11/5(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칙 개정(안) 등

|장 소 : 이사실

● 11/5(월)      12:00    선거관리위원회

|의 제 : 제54대 회장단 선출 일정 논의의 건

|장 소 : 청미(일식당)

● 11/8(목)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0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11/12(월)     11:30    이사회

|의 안 :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칙 개정(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13(화)     18: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2년도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장 소 : 돌집

● 11/16(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19(월)     11:30    임시총회

|의 안 :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칙 개정(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11/20(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2년도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22(목)     12:00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관련 소송 준비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11/26(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2년 법관평가표 제출 최종점검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1/30(금)     10:00   2012년 법관평가표 집계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주요회무보고 ▼



주요회무보고 ▼

● 12/3(월)      11:30   긴급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2년 법관평가표 집계결과 처리의 건

|장 소 : 이사실

● 12/10(월)     12:00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대한변협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관련의 건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12/12(수)     12:00    선거관리위원회

|의 제 : 제54대 회장단 및 감사 선출관련 논의의 건

|장 소 : 청미(일식당)

● 12/17(월)     11:00    선거일(임시총회)

|장 소 : 대회의실

● 12/18(화)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진정관련 처리의 건

|장 소 : 이사실

● 12/18(화)     12:00    상임이사회

|의 안 : 2012년 법관평가결과 공개(안) 등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12/21(금)     11:30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간담회

|의 제 : 향후 활동방향 논의 등

|장 소 : 청미(일식당)

● 12/21(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2/24(월)     11:30    이사회

|의 안 :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개정(안) 등

|장 소 : 이사실

2013년

● 1/7(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승인(안) 등

|장  소 : 이사실

● 1/7(월)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진정관련 처리의 건

|장  소 : 대회의실

● 1/14(월) 11:00 이사회

|의  안 :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승인(안) 등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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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1/15(화)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진정관련 처리의 건

|장  소 : 이사실

● 1/18(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구조심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1/21(월) 11:00 2013년도 정기총회

|의  안 :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승인(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1/28(월) 11:40 상임이사회

|의  안 : 상임이사별 직무 추진에 대한 논의의 건

|장  소 : 이사실 

● 2/4(월) 11:4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상공회의소 특별회원 유지여부(안) 등

|장  소 : 이사실

● 2/18(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상공회의소 특별회원 유지여부(안) 등

|장  소 : 이사실

● 2/26(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상공회의소 특별회원, 특별의원 회비 납부 및 정산(안) 등

|장  소 : 이사실

● 3/4(월) 11:30 이사회

|의  안 : 상설위원회 위원 승인(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 3/11(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변호사 조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안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3/11(월) 11:30 교육위원회, 법제위원회, 인권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개최

|의  제 : 위원장·부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3/15(금) 12:00 윤리위원회 개최

|의  제 : 위원장·부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3/18(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제50회 법의 날 관련 대한변협회장 표창 대상자 추천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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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월) 11:30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

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변호사

명예교사운영위원회,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운영위원회 개최

|의  제 : 부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3/22(금) 11:30 인권위원회

|의  제 : 소위원회 구성 관련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3/25(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교육청과 협약에 의한 지원금 지급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1(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법)김앤김 징계개시 신청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5(금) 12:00 자치준법감시 인권소위원회

|의  제 : 향후 소위원회활동 논의의 건 등

|장  소 : 청미(일식당)

● 4/8(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6월 교양프로그램 개최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8(월) 12:00 교육위원회

|의  제 : 변호사 위임연수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4/8(월) 12:00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의  제 : 본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장  소 : 팔선각(중식당)

● 4/10(수) 11:30 분쟁조정위원회

|의  제 :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장  소 : 이사실

● 4/10(수) 11:30 북한이탈주민 인권소위원회

|의  제 : 향후 소위원회활동 논의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4/15(월) 12:00 회원권익위원회

|의  제 : 본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장  소 : 뽕뽕횟집

주요회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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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회무보고 ▼

● 4/16(화) 12:00 노동 인권소위원회

|의  제 : 향후 소위원회활동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18(목) 12:00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  제 :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 관련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4/22(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2013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참가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22(월) 12:00 대외협력위원회

|의  제 : 본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장  소 : 뽕뽕횟집

● 4/22(월) 18:00 인권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사건 구조 심의의 건 등

|장  소 : 가야골

● 4/25(목) 12:00 자치준법감시 인권소위원회

|의  제 : 부산진구의회 예산안 감시 관련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29(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지원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4/29(월) 11:30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의  제 : 제11회 법률강습회 개최의 건

|장  소 : 대회의실

● 4/29(월) 12:00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의  제 : 본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5/7(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1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

● 5/13(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제4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지원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5/20(월) 11:30 이사회

|의  안 : 위원회규칙 개정(안) 등

|장  소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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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본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장  소 : 대회의실

● 5/30(목) 11:30 윤리위원회

|의  제 : 회원 입회 처리 관련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5/31(금) 12:00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

|의  제 : 소송종료보고 및 소송비용상환면제 심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6/3(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개정(안) 등

|장  소 : 이사실

● 6/4(화) 12:00 장애인 인권소위원회

|의  제 : 장애인 인권소위원회 2013년도 사업계획 논의의 건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6/10(월) 11:30 회원권익위원회

|의  제 : 변호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장  소 : 이사실

● 6/11(화) 12:00 교육위원회(도서위원)

|의  제 : 신간 법률도서 단행본 구입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6/17(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칙 개정(안) 등

|장  소 : 이사실

● 6/21(금) 12:00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

|의  제 : 소위원회별 향후 사업계획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6/21(금) 12:00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교육위원회 긴급 연석회의

|의  제 : 성년후견제도 양성 교육 관련의 건

|장  소 : 대회의실

● 6/24(월) 12:00 성년후견인·교육위원회 연석 소위원회

|의  제 : 성년후견제도 양성 교육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6/25(화) 12:00 성년후견인 ․ 교육위원회 연석 소위원회

|의  제 : 성년후견제도 양성 교육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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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 지원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7/1(월) 12:00 성년후견인·교육위원회 연석 소위원회

|의  제 : 성년후견제도 양성 교육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7/4(목) 12:00 성년후견인 ․ 교육위원회 연석 소위원회

|의  제 : 성년후견제도 양성 교육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7/8(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3년도 법관평가 운영계획 

|장  소 : 이사실

● 7/10(수) 13:15 긴급 상임이사회

|의  안 : 여성변호사 간담회 관련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7/15(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관광공사 자문변호사 추천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7/17(수)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1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7/18(목) 12:00 성년후견인·교육위원회 연석 소위원회

|의  제 : 성년후견제도 양성 교육 관련의 건

|장  소 : 이사실

● 7/19(금) 12:00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의  제 : 2013년 사업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장  소 : 이사실

● 7/22(월) 11:30 이사회

|의  안 : 상설위원회 위원 추가승인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7/23(화) 11:30 상임이사회‧국제위원회 임원 연석회의

|의  안 : 후쿠오카현변호사회 및 청도시율사협회 방문일정 논의의 건 

|장  소 : 이사실

● 7/26(금) 12:00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사건 구조심의 및 결정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8/13(화) 12:00 대외협력위원회

|의  제 : 고법상고부 설치에 대한 청원 추진의 건 등

|장  소 : 돌집

● 8/19(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분쟁조정규칙 개정(안) 등

|장  소 : 이사실

● 8/19(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1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8/23(금) 12:00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사건 구조심의 및 결정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8/26(월) 12:00 교육위원회

|의  제 : 변호사 위임연수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8/29(목) 12:00 환경특별위원회

|의  제 : 부산시민공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공익소송 논의의 건

|장  소 : 이사실

● 9/2(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울·경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9/16(월) 11:30 상임이사회

|의  안 :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9/24(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1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9/27(금) 12:00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

|의  제 : 법률구조신청 사건 구조심의 및 결정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9/30(월) 13:00 상임이사회

|의  안 :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규칙 개정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0/4(금) 11:30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  제 : 공제기금 10.4.자 만기금(정기예금) 신규 예치의 건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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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월) 11:00 이사회

|의  안 : 분쟁조정규칙 개정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0/15(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3년도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0/21(월) 11:00 상임이사회

|의  안 : 동부지원변호사실 이전 협조 요청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 10/21(월) 12:00 노동 인권소위원회

|의  제 : 향후 소위원회활동 논의의 건 등

|장  소 : 조정실

● 10/22(화) 12:00 홍보위원회

|의  제 : 제31호 부산법조 발간의 건 등

|장  소 : 홍보석(중식당)

● 10/23(수) 12:00 장애인 인권소위원회

|의  제 : 소위원회 활동 점검 논의의 건 

|장  소 : 이사실

● 10/23(수) 12:00 북한이탈주민 인권소위원회

|의  제 : 기존 활동상황 확인 및 향후 활동개선 논의의 건

|장  소 : 대회의실

● 10/25(금) 12:00 인권위원회

|의  제 : 부산시내 경찰서내의 피의자 접견시설 실태조사 관련의 건

|장  소 : 대회의실

● 10/28(월) 11:30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의  제 : 2013년도 법관평가표 제출 독려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0/28(월) 11:30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  제 : 제소전화해 수임내역 검토의 건 등

|장  소 : 대회의실

● 10/28(월) 12:00 자치준법감시 인권소위원회

|의  제 : 향후 소위원회활동 논의의 건 등

|장  소 : 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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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원동정

1. 경사

2012년

11/8 이경민 회원 결혼

11/8 윤재경 회원 결혼

11/8 백진규 회원 장모 회갑

11/8 조정래 회원 회갑

11/22 이명화 회원 장녀 결혼

12/4 박규택 회원 장모 회갑

12/6 배구량 회원 모친 회갑

12/14 문탑승 회원 모친 회갑

12/20 박재현 회원 결혼

12/20 김세윤 회원 시어머니 회갑

12/24 허진호 회원 부인 회갑

12/24 남양호 회원 결혼

12/24 강문종 회원 차남 결혼

2013년

1/10 金眞洙 회원 장녀 결혼

1/24 윤혜주 회원 결혼

1/25 최재원 회원 결혼

1/28 李泰杬 회원 모친 회갑

2/8 정종우 회원 부인 회갑

2/15 李泰杬 회원 장모 회갑

2/20 이정의 회원 장모 회갑

4/1 김해영 회원 모친 회갑

4/1 박춘하 회원 결혼

4/3 최재원 회원 장모 회갑

4/9 한민열 회원 결혼

4/11 홍지은 회원 시어머니 회갑

4/16 진병춘 회원 장남 결혼

5/8 이기중 회원 회갑

5/8 김명주 회원 부친 회갑

5/9 이용민 회원 부친 회갑

5/27 류제성 회원 모친 회갑

6/4 전보경 회원 결혼

6/4 박정언 회원 모친 회갑

6/13 최세라 회원 결혼

6/13 황  익 회원 장남 결혼

6/21 이재규 회원 결혼

6/24 서주연 회원 결혼

8/1 윤석종 회원 부친 회갑

8/1 윤석종 회원 장모 회갑

9/6 김대희 회원 회갑

9/9 이인수 회원 아들 결혼

9/12 배소현 회원 결혼

9/24 이상수 회원 결혼

10/2 임재인 회원 장모 회갑

10/11 이찬효 회원 부인 회갑

10/24 임규영 회원 결혼

※ 회갑 일자는 축의금 지급일이므로, 실제 행사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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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2012년

11/5 이상근 회원 모친 별세

11/13 최중식 회원 장모 별세

12/20 조성제 회원 장모 별세

12/20 여태양 회원 부친 별세

2013년

1/7  임경윤 회원 모친 별세

1/21 장수복 회원 부친 별세

1/28 김용문 회원 모친 별세

1/28 정의훈 회원 장모 별세

2/1 조상흠 회원 별세

2/20 하양명 회원 별세

2/27 유정동 회원 장인 별세

3/8 문주호 회원 장인 별세

3/18 김근수 회원 부친 별세

3/18 조갑술 회원 모친 별세

3/20 이재홍 회원 장인 별세

4/22 이강남 회원 장모 별세

5/15 정상수 회원 장모 별세

5/21 박근수 회원 장모 별세

6/11 김대희 회원 모친 별세

6/24 노태홍 회원 장인 별세

8/14 신창수 회원 장인 별세

8/19 한기춘 회원 장모 별세

8/26 허종범 회원 장모 별세

8/26 윤장원 회원 장인 별세

9/5 권연상 회원 별세

9/23 장경래 회원 부친 별세

9/27 金旭泰 회원 장모 별세

10/14 임호택 회원 부인 별세

10/14 김시승 회원 별세

10/21 김길수 회원 모친 별세

10/29 송대원 회원 장인 별세



2013년 12월 

홍보위원장  이 태 환

홍보위원장을 맡아 부산법조 31호를 발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러운 한편 회원 여러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합니다. 

올해 처음 홍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산법조를 더 알차고 유익하게 꾸

밀 수 있을지에 대해 위원들이 매월 모여 의논과 고심을 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원고

를 청탁하며 조바심을 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옥고를 주심에 대해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법조는 우리 회원님들이 만들어 전국에 배포되는 부산변호사회의 얼굴임을 알

기에 정성을 다하여 꾸몄습니다. 혹시 부산법조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 또는 원

하는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부산변호사회를 위해 전념을 다 하시는 조용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부산법조

를 탄생시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홍보위원과 하종숙과장님, 무엇보다도 아끼

던 원고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예쁜 부산법조를 기대해봅니다.

드디어                   번째

부산법조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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