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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출처_ / 부산항 대교의 야경 (이남열 변호사)

신선대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 대교의 야경. 부산의 새로운 명소인 부산항 대교의 모습을 보고자
올랐던 신선대, 골든 타임을 지난 후 대교에 불이 들어와 다소 아쉬웠으나 아직 여명이 남아 있어
그나마 푸른 하늘색을 담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쉬움을 안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BA, a good neighbor citizens can snuggle up to.

제호는 변호사 송문일님이 지으시고, 
변호사 황영선님이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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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회 최초로 회장으로 연임된 후 맞는 임기 첫해

입니다. 감히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한 저로서는,

어떻게든 제가 약속한 바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제 회원수가 500명을 넘겼고, 청년, 여성변호사들이 상당수

입니다.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회의 구성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이 처한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변화라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불립 과자불행(企者不立 跨者不行, 발꿈치로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발을 벌리고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고, 순간적

임기응변으로는 어렵습니다. 과거의 습성과 사례에서 도출된

관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무엇이 더 좋은 해결인지를 고민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넓은 시야를 갖고서, 유연한 발상으로 새로운

시대 요청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부산법조는 매해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담아 왔습니다.

이번 호 역시 우리 회원들의 고민과 열정, 희망과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무척 흐뭇합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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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호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옥고들이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미증유의

세월호 참사를 겪은 처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의 뒷수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동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등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글들입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도 제정되고 올해에는 그 위원회 등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우리 회로서도 필요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제 대규모화할 수밖에 없는 수련회 소식들도 특집으로 담았습니다. 수련회

와 같은 연례행사를 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다녀온  분들의

감상을 읽으면, 아무리 그래도 수련회에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울러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문분야별 커뮤니티와 동호회도 여럿 구성할 

것입니다. 회원들 간의 교류도 도모하고, 아울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역량도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법조를 위해서 옥고를 마련해 주신 고영일, 최경식, 

배기석 교수 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로,

이처럼 훌륭한 부산법조를 세상에 내 주신 이태환 홍보위원장님, 편집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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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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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계수련회
█ 추계수련회

특 집Ⅰ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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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4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춘계수련회의 장소는 제주도였습니다. 전체 468명의 회원 중 184명이

참가하여 5월 17일과 18일,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저로서는 회에 가입하고 나서 처

음 참가하는 수련회였는데, 그 장소가 제주도라니 무척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과거 수련회 장소들이 어디였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표충사, 운문사, 석

남사, 관룡사, 쌍계사 등 절도 많았고, 내장산, 속리산, 계룡산, 설악산, 경주 남산 등 산도 많았습니

다. 2008년 봄에는 백두산에 가려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춘계수련회는 1972년 처음 수련회가 시작된 이후 1984년, 1995년에 이어 3번째로 제주도에

다녀오는 수련회였습니다. 둘 중 최근인 1995년만 하더라도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올

레길과 같은 제주도 도보여행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이고, 우리회의 회원 숫자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244명(울산 33명 포함)인 때라, 이번 수련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2. 출발하기 전

이번 춘계수련회는 인원이 적지 않은 탓에 4대의 비행기에 나누어 타고 김해공항에서 제주공항으

✽임 창 섭 변호사

2014 
춘계수련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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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어릴 때 가족들과

한 번, 예전 회사에서 신입사원 연

수 받으면서 한 번, 올해 1월에 개인

적으로 한 번 가보고 나서, 이번이 네

번째로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춘계수련회 장소가 제주도

라는 소식을 듣고 일단 신청은 했지

만, 막상 출발일이 다가오니 뒤이어

줄줄이 다가오고 있는 재판기일 때

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에 스케쥴 관리를 잘하고, 일도 미리 처리해 놓았으면 하지 않아

도 될 고민이지만 쉽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회무에 참여

하는 것이다’,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할거야’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위선(僞善)은 거짓이 선(善)에 대하여 바치는 경의’라 하였습니다.  

3. 제주도 1일 차 일정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청명한 하늘, 선명한 햇살과 야자수가 자아내는 이국적인 풍경이 제주도

에 왔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할 때 받은 각자의 이름과 기수가 적힌 이름표를

목에 걸고, 정해진 버스를 타고 식사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버스에서는 가이드 분이 ‘안녕하수꽈(안녕하세요)’, ‘어멍(엄마)’와 같은 제주도 사투리를 가르쳐 주

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 사투리를 가르쳐주셨던 분은 제주도 토박이셨는데도, 억양이 완전 서울

분이라 현지인 같은 느낌이 별로 나지 않

았습니다. 우리 부산이었으면 타지사람들

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보통의 사투리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제

주도는 그렇게 하면 아예 의미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주도의 자생식물인 담팔수

(膽八樹) 가로수가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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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팔수는 상록교목으로 제주도가

북방한계선이라서 육지부에서는 자

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원래 제주도

의 대표적인 가로수는 구실잣밤나무

였다고 하는데, 늦봄이면 길게 늘어

지는 꽃에서 끈적한 향기가 나 최근에

담팔수로 대부분 교체가 되었다고 합

니다. 

타지로 여행을 하다보면 별로 의식

하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기억에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홍콩에서 본

치렁치렁하고 거대한 가로수, 코펜하겐 공항에서 본 레고 장난감처럼 생긴 나무, 청도 운문사에서

본 처진 소나무, 뉴올리언스에서 본 사이프러스 나무 등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래는 지금

의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으로 갈치조림(제주도에서는 갈치로 국도 끓여먹는다고 합니다)과 고등어구이를 먹고 나서

올레길 14-1코스의 시작점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올레길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2007년 9월 8일 1코스를 지정한 이래, 현재는 21코스까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올레’는 제주도 말

로 좁은 골목을 의미하며, 통상 큰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말합니다. 

첫째 날 걸었던 올레길 14-1코스는 밭길과 산길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저지마을회관에서 출

발해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밭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같은 홍보위원회 소속인 강민경 변호사

님과 말동무가 되어 걸었는데, 일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놀멍 쉬멍(놀면

서 쉬면서) 걸었습니다. 

쨍한 햇볕 아래에서 느긋하게 밭길과 현무암 돌

담길을 따라 걷다보니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문도

지오름이었습니다. 문도지오름은 높이가 260미터

에 불과한 야트막한 산이지만, 제주도가 완만한 경

사로 넓게 펼쳐진 지형이다 보니, 억새 군락을 따라

조금만 산을 올랐는데도 주변의 풍경이 크게 변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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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화산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데, 하나는 제주도나 하와이섬처럼 완만한 경사를 가진 ‘순상(楯狀) 화산’이고, 다른 하나는 후지산이

나 미국 워싱턴 주의 세인트헬렌스 화산처럼 경사가 가파르고 뾰족하게 생긴 ‘성층(成層) 화산’입니

다. 검색한 바로는 처음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위해 용암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88만 년 전이라고 하고, 지금과 같이 1,950미터 높이의 한라산이 완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문도지오름 정상에 오르고 나니 넓게 펼쳐진 제주도 땅이 아주 먼 곳 까지 보였습니다. 시야에 어

쩔 수 없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도심 근교의 산풍경이나, 산이 첩첩이 펼쳐지는 지리산의 산풍

경과 달리, 문도지오름 정상에서는 완만한 경사로 넓게 펼쳐진 대지가 시야 한가득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는 내륙에서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주도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생

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야 가득 들어오는 넓은 땅에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내륙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표면으로 흐르는 하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

도에는 연평균 약 2,000ml의 많은 비가 내리지만(전국 평균은 약 1,300ml), 구멍이 숭숭 뚫린 다공

질 화산암 밑 지하로 빗물이 흘러들어가 버리는 탓에 지상으로 흐르는 하천도 없고 홍수로 인한 피

해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논농사를 하기에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 옛날 먹을 것이 부족

하던 시절에는 참으로 가난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로 국민생수 ‘제주삼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주삼다수는 사기업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

금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로 환원되어 제주도 지하수

의 보전·관리사업에 재투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제주도

지하수를 마셔대는데, 과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젠가 바닥나는

것이 아닌지 평소 궁금하던

차에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질의 특성상 내륙지역에 비하여 지하수

의 함양율이 약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량이 풍부하다 해도 한계는 있는 법, 지

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바닷물이 지하수로 침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993년부터 16개 수역별로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적정 이용량)’을 산정해 지하수를 관리해 오

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지하수 함양량의 약 38%만을 퍼올려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방식으로 해수의 지하수 침투를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로 제주도의 지하수는 빗물이 화산암층을 통과하면서 용해된 적당량의 광물질들이 함유되어 있

어 물맛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올레길 14-1코스의 전체 코스는 저지마을회관에서부터 문도지오름과 오설록 녹차 밭을 지나 인

향동버스정류장까지 이르는 길이지만, 우리는 저지마을회관에서 출발해 중간 지점인 오설록 녹차

밭까지만 걸었습니다. 정돈이 잘 된 녹차밭과 넓지만 차가 별로 없는 도로, 그리고 맑은 공기와 깨끗

한 시야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녹차는 기온이 온화하고, 습도가 높으며, 뿌리가 건조한 상태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는 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도 배수가 잘되는 산비탈에서 주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녹

차밭으로 유명한 보성이 딱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녹차밭은 워낙

물이 잘 빠지는 토양 덕분인지 평지에 있었습니다. 녹차밭 사이사이 바람개비처럼 생긴 기둥도 있었

는데, 이는 녹차밭에 기온역전현상이 생겼을 때 공기층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어 대류현상이 생기

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설록 녹차밭 가운데 있는 이니스프리하우스에서 녹차 아이스크림으로 봄볕의 열기를

식히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버스를 타고 숙소인 라마다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녁 메뉴는 제주도의 명물 흑돼지

삽겹살이었습니다. 조용한 회장님의 변

호사 윤리 장전에 관한 윤리연수가 끝난

다음에 신입회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가 이어졌습니다. 다들 목소리도 좋고,

표정도 좋았습니다. 한 명씩 소개를 할

때마다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회에 소속된 저는 아직 아는

14•제32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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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회원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여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모처럼 긴장을 풀고 회원들과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호텔

에 있는 바에서 늦게까지 2차가 이어졌습니다.

4. 제주도 2일 차 일정

2일차 일정은 오전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해안가 산책을 다녀왔습

니다. 제주항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까만 물옷을 입고 바다로 들어가는 해녀들을 볼 수 있었

습니다. 허리에 현무암을 구슬 꿰듯 꿰어 만든 벨트를 두르고 계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잠수

를 돕는 도구인지 아니면 물에 뜨는 걸 돕는 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

무암은 스폰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상당히 무거

운 돌입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제주도의 돌은 물에 뜬다고 하던데’라고 하시고, 저도 어디선가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아 실험을 해봤는데, 현무암은 물에 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현무암이

물에 뜬다면 해안가에 있는 돌들이 물에 둥둥 떠다녀야 할텐데, 그러지 않는걸 보면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검색을 해보니 제주도 돌 중에는 물에 뜨는 돌도 있다고 합니다). 

해녀를 직접 본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제주도 본토 해녀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잠시 걸음

을 멈추고 물질하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찾아보니 고려사에 탐라군의 관리자로 부임한 분이 ‘남녀

간의 나체 조업을 금한다’는 령을 내린 기록이 있다고 하고, 또 조선 인조 때도 비슷한 령을 내린 기

록이 있다고 합니다. 영조 때 제주도로 귀양간 조관빈이라는 사람은 관청에 바칠 전복을 캐기 위해

추운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녀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 앞으로는 전복을 먹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

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후속세대라 할만한 30~40대 해녀가 거의 없어, 아마 다음 세대에는

제주도에서 해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2일차 오전에 처음 방문한 곳은 유리공예 테마파크인 유리의 성이었습니다. 유리로 표현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인사말답게 온갖 유리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내외에 전

시된 아기자기한 유리공예품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중간에 약 15분 코스의 숲길로 이루어

진 산책로가 있어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송악산이었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는 편이라 산에 올라가는줄 알고 기대했

는데, 일정상 송악상 정상까지 올라갈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송악산은 제주도에 있는 해

발 104미터의 낮은 오름이고, 이곳에서는 가파도와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를 볼 수 있다고 합



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가파도

는 가오리같이 생겼고, 마라도는

고구마같이 생겼습니다. 오랫 동

안 무인도였던 가파도는 조선 중

기 소를 방목하는 국유목장이 설

치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

데(고인돌 유적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이 살았

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하

멜표류기의 하멜이 나가사키로 가

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섬이 바로 이 가파도라고 합니다. 하멜은 1653년부터 1666년까지 약 14년 동안 만리타향

인 조선에 억류되어 살면서 제주도 뿐 아니라 서울, 강진, 여수 등을 전전하면서 군역도 하고 감금도

당하고 태형도 맞고 구걸도 해가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1666년 여수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여 나

가사키를 거쳐 고향인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탈출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선원들도

그로부터 2년 후 모두 석방되어 네덜란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하멜표류기가 이런 억류와 감

금의 기록인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멜은 당시 약 14년 동안 밀린 임금을 동인도회사에게 청구하

기 위하여 표류기를 쓴 것이라고 하는데, 하멜이 쓴 표류기는 당시 네덜란드어 뿐 아니라 영어, 불

어, 독어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다고 하니,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악산 자락의 잔디

밭에서는 약 30~40명 정도되는 하객들을 모시고 바다를 배경으로 야외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도 볼

수 있었습니다.

2일차 점심 메뉴는 해물전골이었습니다. 라면사리를 추가한 해물전골을 든든하게 먹고 우리는

올레길 7코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올레길 7코스는 바다경치가 좋아 가장 인기 있는 올레길 코스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바

다를 보며 걷기에도 아주 그만인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경치만 놓고 보면 태종대를 걷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회원분들과 삼삼오오 나누는 담소가 산책길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부작 박물관이란 곳에 가서 몸에 좋다는 산삼 배양 제품을 조금씩 맛보고, 기념품

점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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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17

5. 맺음말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제주도에 관해 궁금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200

명이 넘는 회원이 참가하는 수련회가 이처럼 무탈하고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보

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번 부산지방변호사회 추계수련회는 10.25.토요일 당일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여 순천으로 가서 선

암사와 순천만 등 순천지역의 관광지를 관광하면서 선후배변호사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 준비되

었습니다.

매년 변호사회 수련회 중 이번 추계수련회는 중추의 좋은 날이라 부산에서의 행사와 모임이 여러개

있어 모두 빠지고 수련회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당일로 갔

다오는 여행이고 방문지 중에 평소 꼭 가보고 싶던 선암사가 있으며, 새로이 동참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오랜만에 추계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동료 선후배 분들을 볼 기회가 되어 외부무료법률상담일

정을 일주일 늦추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지를 발간하는 홍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추계수련회에 참여하신 변호사회 조

용한 회장님과 집행부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원로변호사님들과 신입변호사들의 여러 말씀을 들을 수 있

겠다 싶어 간단한 형태로라도 일지를 남기고자 한 것도 참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계수련회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남도 순환관광열차(S-train 4871호 열차)를 타고 왕복으로

가고 오는 일정으로 십 수 년 만에 모처럼 기차여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사라 흥미가 있어 참여한 변

호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 옆칸으로 가서 다른 변호

사님과 담소하기도 하고, 중간 휴게공간을 이용해서 맥주를 한 잔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초의 계획된 일정에는 낙안읍성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진행을 감안하여 낙안읍성을 가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된 수련회 계획에 따라 순천에 도착한 후 드라마 촬영장과 선암사, 순천만 관

람 등으로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덕 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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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출발 전날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종일 비가 예

보되기도 하여 우중의 수련

회가 될 지 모른다고 생각하

였으나 수련회 당일은 짙은

안개가 끼었고 잔뜩 흐린 날

씨였을 뿐 점차 날씨가 개어

오히려 덥지 않고 상쾌한 가

을 날씨의 수련회가 되었습

니다. 아침안개가 낀 낙동강

의 원동역구간도 정취가 보

기 좋았습니다.

부산역에서 08:03분에 출발하는 코레일 열차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부산역에서 모여 출발하였으나,

구포역에서도 정차하기에 구포역이 더 편리한 회원들에게는 미리 통지한 후에 구포역에서 출발할 수 있

도록 하여 저는 더 편리한 구포역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당일 일찍 서둘러 출발하니 07시 40분 가량에는

구포역에 도착하였고 열차가 08:18분에 구포역을 경유하는 것이었으므로 30-4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침 평소부터 친분이 두터운 우리회의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변호사를 만나 담소를 나누다

이번 수련회의 준비를 도우는 사무국의 김현주 계장과 구포역으로 온 다른 변호사들과 만나 기차에 탑

승하였습니다. 마침 우리 회원들에게 배정된 4, 5호칸 중 5호칸 쪽에 좌석들이 있어서 5호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5호칸에 탑승한 변호사들은 비교적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황주환 변호사가 사회를 보면서 앞줄부터 차례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호칸에는 이번 추계수련회에는 실무연수중인 변호사로 며칠후인 10월말을 전후하여 6개월의 연수

를 마치고 직접 정식 변호사로 등록할 로스쿨 3기 변호사들도 여럿 참여하였습니다. 당일의 여유좌석이

생겨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달리 없다면서 귀여운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온 변호사들도 있었고, 변호

사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순천만과 선암사 등의 인기 출사지에서 사진 작품을 찍어려 한다며 사

진동호회를 홍보한 김용대, 이남열 사진동호회 변호사님도 5호칸에 탑승하였고, 바코라는 이름으로 변

호사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계신 박봉환 변호사님도 있었는데, 각자 개성이 넘치는 자기소개와 수련회

에 임하는 소회를 표현하였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신입변호사들의 통과의례라는 명목으로 황주환 총무

이사가 유도하여 신입변호사로 황주환 총무이사와 오랜 친구사이인 기경석 변호사, 이번에 새로 등록

하는 성지인 변호사, 조후정 변호사 등의 노래솜씨를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하동군 북천면의 정거장에 10여분간 잠시 정차하여 역구내에 만발한 코스모스와 바람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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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한 꽃조경을 배경으로 북천역에서 사진들을 찍고 가을날의 정취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관광열차는 KTX와 같은 쾌속 열차가 아니므로 부산역에서 순천역까지는 중간 정차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이 약간 더 걸렸습니다. 전에도 순천만을 와 본 적은 있지만 기차로 온 것은 처음이라 순천역 또한

초행인데 기차역사가 새로 지어서 깔끔하였습니다. 순천역 앞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하여 순천

시내의 드라마 촬영장을 방문하여 1950년대후반부터 1980년대 까지의 가옥, 상가, 거리 등이 재현되어

있는 오픈 드라마세트장을 변호사들이 함께 걸어서 구경하였습니다.

이전에 육군부대가 있었던 넓은 부지에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까지의 순천 읍내의 여러 건물

과 가옥이 거리로 조성되어 있고, 서울의 1960년대의 달동네와 1980년대의 서울변두리가 재현된 세트

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여러 드라마가 촬영된 순천 옛거리와 서울의 6-70년대 달동네 세트를 돌아

보는 재미도 솔솔하였습니다. 역시 변호사회 사진동호회원들이 70년대의 서울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빛

바랜 추억을 주제로한 사진 출사에 열심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촬영장 방문을 마친 후 점심식사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점심식사는 순천시내의 한식전문음식

점인 명궁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여한 전체 변호사들이 넓은 방하나를 차지하여 마련된 좌석에 앉

아 남도 한정식으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옆자리에는 2-3년차의 젊은 변호사님들과 김재원 변

호사, 앞자리에 김재홍 변호사 등이 함께 했습니다. 

점심 자리에서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변호사님들중 최연장자인 이인수 변호사님과 공교롭게도 최

연소 변호사님인 이인수 변호사가 동명이인으로 함께 자리를 하였기에 두분 변호사께서 함께 일어나 소

20•제32호 부산법조

|2
01

4 
TH

E 
R

ET
R

EA
T,

 T
H

E 
AU

TU
M

N



회를 말씀하신 후 변호사회와 변호사들의 건승을 바라는 덕담과 함께 건배를 외치는 자리가 있었습니

다. 변호사회의 조용한 회장님도 추계수련회에 즈음한 소회를 간단히 피력하면서 선, 후배 법조인이 심

신의 피로를 풀고 회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정인 선암사는 백제 성왕때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설도 있고, 신라말 도선국사가 가람을

일으켜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는 설이 있는 등 신라시대때 이미 창건되었고, 우리나라 선종의 역사상

초조라고 불리는 도선국사의 이름이 남아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찰입니다. 인근의 송광사와

더불어 꼭 방문하기를 바라왔었는데, 송광사는 몇 번 방문한 바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선암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암사는 고려불교의 여러사상이 선과 교의 승풍으로 융합되어 많은 선승을 배출한 고찰로 우리나라

승풍을 고고하게 지켜온 청정고장이자 천년고찰로 유명한 절입니다. 선암사로 들어가는 초입부터의 걷

는 길이 가깝지 않으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절 입구에 못 미쳐 보물 제400호인 승선교를 바

라보며 아래에서 찍는 사진이 선암사의 랜드마크 사진이라고 하여 승선교 위에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

께 서서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선생께서 극찬한 선암사의 돌담길과 돌담을 돌 때마다 나타나는

전각들의 모습이 정취가 남달랐고, 선암사 경내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실의 하나인 해우

소(마침 해우소 건물을 수리하는 중이라 실내에는 가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들과 비석, 전각 하나하나

에 담긴 얘기들을 들으며 볼거리와 사색을 함께 누리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김재원 변호사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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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의 광선의 흐름과 구도 등을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선암사를 배경으로 좋은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

였습니다.

선암사에서 출발하여 순천만 생태공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은 세계5대 연안습지의 하

나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만의 갈대숲 데크를 따라 한 바퀴 도는 것 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순천만 갈대공원의 데크길에는 관람객들이 무척 많았는데 시야를 순천만과 갈

대숲으로 돌리면 그자체가 자연속에 파 묻힌 것같아 좋았습니다. 권인칠 재무이사와 (젊은)이인수 변호

사와 같이 데크를 나오는 길에 자연의 소리를 모아둔 자연의 소리 체험관에 잠깐 올라가 갈대소리, 시냇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고 또 석양 무렵의 풍경을 사진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에서는 해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수로가 S자로 흐르는 풍경이 아름다워 낙조의 황

홀한 풍경을 볼 수있는 용산 전망대가 유명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순천만의 용산 전망대까지 가볼 수 없어서 아쉬었고, 순천

만에는 틈이 되면 가족과 함께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8:05분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다시

구포역에 경유하는 차를 타고 저녁 9시가 넘어 구포역에 도착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동참한 여러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변호사회 수련회에 동참한 것이기

에 가진 기회입니다. 이번 여행은 기차여행이라 가고 오는 동안에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22•제32호 부산법조

|2
01

4 
TH

E 
R

ET
R

EA
T,

 T
H

E 
AU

TU
M

N



2-30년전 많이 한  기차여행을 다시 하는 것처럼 의미를 가진 변호사들도 많이 있었으며, 일상의 스트

레스를 벗어나 심신을 힐링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또한 사진출사를 통해 좋은 작품을

남긴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관련하여서도 좋은 사진들을 회지에 실을 수 있도록 부탁

드렸으나 사진동호회가 준비하고자 한 사진들 중에 이번 수련회에서 찍은 작품이 있을 지는 나중에 보

아야 할 것입니다.

신입변호사들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의 노래자랑경연에서 솜시를 뽐내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

엇습니다. 처음으로 동참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원로 변호사님들이 함께한 자리여서 수련회가 더 즐겁

고 활기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모처럼 많이 걸을 수 있는 여행을 의도하였기에 휴대폰에 깔려있는 만보기 앱을 통해 15,000보 이상

의 걸음을 걸은 것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만족하였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회원들은 동참하여 즐

기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준비하고 수고해주신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동참

기를 동참한 회원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글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의도에 미치지 못하였

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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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고리 지역 일대는 고리 1호기1)뿐만 아니라 총 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수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소의 단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리지역은 특히 고리1호

기가 노후화되어 사고의 위험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단지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원전의 상용화와 상업화의 최초인 고리1호기를 이제 노후 원전으로 인정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중요부품을 교체하거나 시

설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10년 또는 그 이상 계속 운전이 될 경우  앞으로 발생할 천재 또는 인

재로 인하여 기술적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방사능 물질의 대량 유출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없다

고 단정하지 못한다. 특히 방사능 물질의 대량유출로 원전의 인근에 살아가고 있는 인접지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삶의 파괴를 초래하는 대 재앙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스리마일,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대형 원전사고를 통하여 이제 우리

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없다 라는 명제에는 더 이상 동의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인간이 예상하지 않은 불의의 시기에, 불측의 방법으

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여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다. 

✽강 동 규 변호사

세월호 사건을 돌아보며 
고리 1호기의 계속적인 재가동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인가

- 세월호 참사를 통해본 우리의 방사능 방재대책과 그 대응 -

고리 지역 일대는 고리 1호기 1.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현황 

발전소명 용량(MW)
운영허가일
(최고임계일)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설계수명

고리1호기 578
72. 5. 31.
(77. 6. 19.)

78. 4. 29. 07. 6. 18.
30년

(10년 연장 가동중)

안전사고

✽ 법무법인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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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으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우리의 방사능 방재대책

의 현주소를 알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와 당위성

이 생겼다. 이는 얼마 전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는 누구하나 국민의 한사람이라면 내 가족이

그 일을 당하듯 절절이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을 맛보았으므로 문명의 이기인 ‘핵’ 발전소의 가

동에 대항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재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만반의 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핵’

발전소의 가동을 포기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간에게 이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에 있어 안전불감증에서 깨

어나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응책, 대비책, 대피능력 등이 갖추어 졌는지, 만약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2. 들어와서 

가.  고리 1호기의 운전 안전성은 믿을 만한 것인가

지난 2012. 2. 우리에게 안전을 자랑하던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믿음을 벗어나 가슴

을 쓸어내리는 사고로 인하여 가슴을 녹아내리게 하였다. 전원중단사고 일명 블랙아웃이라는 중대사

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고리1발전소측에서 2012. 2. 4.경부터 원자로를 가동중단

한 채 점검 및 보수를 하던 중 같은 달 9. 20:34경 점검과정에서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외부전원이 차

단되어 완전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점검직원의 과실로 외부전원이 상실되었으면 당연히 비

상시 외부 전원대신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었어야 함에도 가동이 되지 아니하여 12분간 완전정전

이라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수원)는 당연히 경위와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고 그 사고에 대한 대처나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러

나 한수원은 오히려  상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사고 내용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1달간 은폐하였고 한수원 부근의 식당에서 직원들이 내뱉는 말을 들은 한 시의원이 소문을 확인과

정에서 발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한수원은 고리1호기를 스스로 가동을 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

원회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한 다음 다시 가동승인을 받아 가동하여야 함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가동중지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같은 해 3.5.부터 같은 달 13.까지 무려 8일간 안전을 무

시한 채 계속운전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국제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분류 및 대표적인 사

고 사례를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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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분류 및 대표 사례

자료 :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

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그 교훈  

원자력발전소가 인간에게 재앙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폭

발사고이다. 2011.3.11.동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에 의하여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동중이던 원자로의 전기계통에 이상이 왔고 비상용 전기도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결국 전원상실

의 상태에 빠져 반드시 필요한 노심냉각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교토전력은 대체수주입 등 중대사고에 부응하는 방사능 방재대책을 시의 적절하게 작동하여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후쿠시마 원전 1·2·3호기에서 압력용기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용융상태로까지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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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원자로용기->원자로 격납건물로 손상이 이어져 대규모 방사능이 방출

되는 최악의 원전사고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의 대기 방출량은 90

만 테라 베크렐(TBq)로 추정되며 방사능 낙진의 40%는 원전 반경 80km 이내 떨어졌으며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50km까지 심각하게 오염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현

재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태이며 그 누출량은 추정조차 하기 힘들다고 한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위와 같은 대량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위나

방사능 누출의 정도, 신속한  대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쇄하는 요오드 복용 등 사고 즉시 필요

한 조치나 내용인식에 대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 현재 피난이 의무화된 지역에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지만 거주가 허용된 지역의 주민들이 집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

고 있다고 한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세계 5대 원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중 이미 3개국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이 원전강국으로서 대형사고에 대한 방재대책이 철저하게 수행되어 현실적으로 실제 대형사고는 일

어나지 않을 것이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자만심에서 더욱

대형 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평가이다.  

이에 놀란 원전가동국가들은 원전시설에 대한 고단위의 점검과 사고 방지책은 물론 사고발생을 전

제로 한 방재대책 등을 내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원전가동의 경험이 선진 원전강국과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은 우리의 원전 방지책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전사고시 방사능 누

출로 인한 영향력의 범위내에 드는 인근 주민들이 사고에 충분히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생겼다. 만약 방재대책이 허술하다면 오히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더욱 이로운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우리의 방재대책의 근거인 비상계획구역의 현황

(1) 비상계획구역이란 ?

이번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방사능 방재대책이 도마에 올랐고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된 것이 방사능 누출사고를 대비한 방재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었다.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원전사용국가들은 원전사고를 대비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mer-



gency Planning Zone: EPZ)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데, 이는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시 원

전 인근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 관리하는 구역인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권고기준안이 있으나 통상 원전이용국가가 지닌 지리적 특성, 원

자로방식에 의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PAZ),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UPZ), 식품제한계획구역(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FRPZ 또는 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LPZ)으로 나뉘어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발전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구역으로서 방사능 사고시

‘결정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능 누출 이전 또는 이후 즉시 긴급보호조

치를 실시해야할 지역으로 사고시의 비상조치는 환경감시 결과가 아니라 발전소 상태에 근거한 예방

매뉴얼에 따라 즉시 시행되는 지역인 것이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방사능 영향에 대한 정부의

환경감시 결과를 기초로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구호와 대피계획을 준비하는 구역이다. 사고

발생시 이 구역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방사능 사고에 대비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구호, 대피,

방호약품 (요오드제) 등을 구비, 배포하는 조치계획에 따라 사고 시 구역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

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역인 것이다. 

식품제한계획구역은 위의 두 구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사고시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식품을 섭

취함으로써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인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후쿠시마 인

근에서 재배되는 식품들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 등 어패류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

는 구역으로 통상 채집된 식품 및 어류의  시료채취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등을  평가하여 식품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인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비상계획구역을 그 목적에 따라 PAZ, UPZ로 구분하여 구역별 반경에 대

한 기본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 원전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값 내에서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AEA 기준 ]

한편 세계 각국은 IAEA 기준을 참고하여 나라별 현황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바,

세계주요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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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기본값

예방적 보호조치구역(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방사능 누출 전 선제적으로 소개 실시 3~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보호조치 시행 5~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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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국 현황 ]

(2) 후쿠시마 사고를 통한 우리의 현실반성과 구역 확대 

종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8~10Km

범위의 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범위의 비상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방재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의 8 ~ 10Km

방재구역 범위를 약 3배인 30Km까지 확대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기준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피난이 이루어지는 5km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도 도입하였다. 

우리의 경우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

법이 개정돼 2015. 5.까지 이를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 (3 ~ 5㎞)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20~30㎞)

으로 나눠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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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비상계획구역 범위

우리나라 •8~10km

일본 •PAZ : 5km, UPZ : 30km

독일
•Central Zone : 2km
•Intermediate Zone : 약 10km
•Outer Zone : 약 25km

룩셈부르크 •갑상선방호약품복용 : 25km

미국 •사전소개 : 2mile(3.2km) 전 지역 및 주 풍하방향 5mile(8km)
•흡입경로 : 10mile(16km)

벨기에 •소개구역 : 10km, 옥내대피구역 : 10km
•갑상선방호약품 복용구역 : 20km

스위스 •Zone 1 : 반경 약 4km(소개)
•Zone 2 : 반경 약 20km(옥내대피)

영국 •1~3km

중국 •내부구역 : 3~5km, 외부구역: 7~10km
•섭취피폭경로구역 : 20km

캐나다 •소개 : 7km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및 옥내대피 : 10km

프랑스 •1구역 : 5km(소개)
•2구역 : 10km (옥내대피 및 갑상선방호)

핀란드 •보호 구역 : 5km
•비상계획구역 : 보호구역에서 약 20km로 확대

헝가리 •소개 고려 지역 : 31km
•옥내대피 고려 구역 : 71km



일본의 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우리나라는 국제 원자력기구의 권고안과 같이 제대로 된 비

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대로 된 방호

및 방재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생겼다. 

(3) 비상계획구역 안의 비정상적 인구 집중 현상

우리나라의 원전의 여러 가지 사정 중 주목할 부분이 바로 원전 주변지역의 인구밀집 현상이다. 특히

기장군 고리의 경우 현재 비상계획구역 10Km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3만 명이고 반경 30Km로 확

대하면 부산, 울산, 그 외 경남 지역 거주 주민을 포함해 약 100배가 넘는 342만여 명이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반경 30Km내에 포함하고 있는 인구수대비 대만(469만), 파키스탄(835만) 다음으로 세

계 3위이다. 현재 ‘고리’ 만큼 많은 수의 원자로를 보유하며 대도시에 근접해 있는 도시는 없다. 우리

의 염려는 원자로가 밀집되면 될수록 사고의 발생 확률이 많다는 점은 경험으로 알고 있으며 원전 주

변의 주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전사고의 피해는 대형화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예로 프랑스는 원전

주변 인구수가 가장 많은  피센아임(Fessenheim) 경우 원전 10Km 내에 16,500여 명, 30Km 내에 93

만 명이 거주하며  30Km 반경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32만여명 정도라고 하며, 벨기에의 경우 30Km

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엘(Doel) 지역은 151만 명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고리지역의 경우 원전의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의 인

구 밀집도에 있어서나 거주 인구수에 있어서도 너무 열악한 환경임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만에 하나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원전주변의 많은 인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가 미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대비한 적절하고 적합한 방호·방재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것은 확실하

다. 그러므로 정부와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하에 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방호 및

방재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라. 우리의 방호 및 방재 대책의 허실 

(1) 자연적, 지리적인 제약 

고리지역의 경우 (경북 월성원전지역도 마찬가지이다.)자연적, 지리적인 현상으로 보아 대형 원전

사고의 발생시 원전 3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

으로 전혀 없다. 지리적인 여건상 수백만명의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대피할 수 있는 도로를 갖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도로상태로 보아 원전사고는 도로를 통한 대피는 그 자체로 희생을 초래

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수 백만명의 인구 밀집지역인 고리지역은 지리적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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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건상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설사 원전사고 지역을 벗어나 안전구역의 대피소로 무사히 도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피

소가 방사능방재에 대비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장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 방호물품의 불비 

대형 원전사고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신속한 대피이다.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방독면, 방호복, 갑

상선약 등과 같은 방재 방호물품의 배급이다. 자연적인 지리적인 조건이나 현실 여건상  신속한 대피

를 주로 하는 방재대책은 그 자체로 이상적이지 않아 이를 가정한 대피훈련은 필수적이긴 하나 신속

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원전주변의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방호 방재 물

품의 지급이 우선적인 방재대책이 될 수 있다. 

현재 갑상선방호약품 구비량은 전국 기준으로 18만 6천명분이라고 한다. 갑상선옥소제의 경우 방

사성 옥소(I-131) 피폭 후 5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피폭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고리인근의

340만 명에게 신속히 투여할 양의 방호약품을 확보하고 이를 신속히 배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방호약품 확보기준은 나라별로 다음과 같다. 

세계 주요국 방호약품 확보기준

유럽의 경우 즉각적인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투여할 충

분한 갑상선방호약품을 비축하고 있고  사고시 신속한 약품 배부 계획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한다. 벨기에는 원전20Km내의 주민에게 약국을 통해 사전배포(Pre-dstribution)하고 있으며 핀란

드는 5Km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프랑스의 경우

도 원전 10Km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사전 배포하고, 정해진 기간에 받아가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따로 우편을 통해 전해준다.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에서 비축하고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의 양은 이미 국가 전체인구가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도 후

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는 뒤늦게 방재지침을 개정하여 원전 50Km까지 요오드제를 구비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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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폴란드 : 1명당 2정

- 일본·프랑스·벨기에 : 1명당 1정

- 캐나다 : 1가구당 5정

- 체코 : 1명당 3정

- 한국·루마니아 : 1명당 10정



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들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호물품을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예산의 확보와 정책적인 배려

등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원전주변의 사람들이 사고시 충분

한 대비가 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온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호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실

정이다. 한수원과 원안위에서는 고리1호기의 계속적인 가동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부품의 교환에 역

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의 개발과 실행, 예산의 우선적인 지원 등이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방호대책이 허술한 점은 방호물품이 22,000개가 확보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실제

확인한 결과  기장군과 울주군의 방호복과 방독면의 수를 모두 합친 숫자라고 하니 이제껏 얼마나 원

전주변의 주민에 대한 방호 방재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방호

및 방재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정밀한 인구 조사와 사고시 영향범위를 역학적으로 검토 분석

하여 방호물품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원자력 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5조를 보면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은 방사선

방호장비 및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을 위한

방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전의 직원이 아닌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원전주변의 지

자체가 방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전주변의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방호장비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결국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하나 아직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책, 즉 한수

원 또는 지자체, 정부 중 어느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할 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

는 점에서 방호물품의 구비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원전사

업자인 한수원이 가장 기본적인 방호약품인 옥소제를 일부만 구비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즉시 필요

한 방호물품이나 방호장비는 외면하고 있어서 결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전의 가동국으로서 원전의 선진국가와 같은 방호물품이나 방호장비의 구비는 결국

우리가 원전의 강대국이 되는 것과 다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원전 주변의 주민들도 한수원

과 정부의 신규원전의 증설이나 수명이 다하지 아니한 원전의 가동에 있어서 불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대피소 및 대피훈련의 허실 

원전 사고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소개해야 하는 대피소 대부분에는 방사선 대비를 위한 시설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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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없다고 한다. 노약자 등을 고려한 주민대피 및 소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피소의

수용 가능 인원도 주민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2010. 12. 기준 고리원전 반경 10km내에 거

주 주민은 5만8,308명, 20km내는 약 55만명, 30km내는 340만명에 이르는 데다 방사능 방재 대피

소 현황은 대피소 290개소, 수용인원은 16만 9,557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원전비상 사고발생시 현장

지휘부 역할을 맡고 있는 고리방재센터 역시 14km에 위치하고 있으나 방사능방지시설을 갖추지 않

았다. 또한 원전 반경 거리에 맞춘 적절한 위치의 대피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집결지와 소개루트, 소

요시간 등을 감안한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호물품 및 방호장비의 구비와는 별개로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훈련 및 대피훈련의 상설화로 실

제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게 함으로써 주변주민의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연중 1~2회 실행하는 합동 훈련이나 연합 훈련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훈련에 불과함을

정부나 한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민관 방재훈련이 4년에 한 번 열리고 그마저

도 생색내기에 그쳐왔다. 최근의 합동훈련은 2012. 9.이 마지막이었고, 그 내용 역시 ‘옥내대피’나 ‘차

량통제’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 훈련은 민방위 훈련과도 같이 평일 낮 시간 대에 이루어지고 있

어서 참여 인원수도 한정적이고 참여하는 연령대도 한계가 있어  방사능에 대비한 방재 및 대피훈련

으로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주민대피 및 소개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주민 대피 및 소개 기준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연감」, 2011.

위 기준은 원자력사고의 발생시 주민이 대피해야할 기준을 정한 것인데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기준이다. 당연히 홍보는 물론이고 대피훈련시 숙지를 하도록 해야 하며 기준에 따른 행동요령

이나 대처매뉴얼이 갖추어져 사고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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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호 조치 결정기준

옥내 대피 10mSv (2일을 초과할 수 없음)

소개 50mSv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갑상선 방어 100mGy2)

일시 이주
30mSv/첫월
10mSv/다음월

영구 정착 1Sv/평생(70년)

2) 갑상선 장기의 피폭에 따른 흡수선량을 의미함.



한편 우리는 꽃다운 나이의 수많은 학생을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나보낸 아

픔을 겪었다. 그 원인은 총체적 안전불감증과 안전대책 부실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지 않을 방도는 있다. 그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훈련과 인명구제책이 제대로 서 있는 지가 관

건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5대 원전 가동국에 해당되어 왔으나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대

형 원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말 행운과도 같고 신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가

동중 발생할 사고의 가능성이 제로퍼센트가 아닌 이상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오히려 우리보다 앞

선 원전강대국들인 미국, 러시아(구 소련), 일본에서 차례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것도 천

재나 인재로 인하여 제대로 대피하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당하고 만 엄청난 재앙을 겪었던 것이다. 원

전의 가동시 사고를 대비한 철저한 훈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을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이 추세로 간다면 새로운 원전의 후보지를 찾지 못하는 이상 추가적인 원전의 설립은

기존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 부지를 확장하거나 인근에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고

리지역만 두고서도 기존의 4기의 원전을 가동하면서 새로운 원전 부지를 물색할 수 없어 바로 옆에

신규원전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 원전을 폐전하여 가동을 그만두어

야 할 시점도 점차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기의 생산에 있어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비 원전, 탈핵정책을 내세워 이를 포

기하지 않는 한 원전의 안전성과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방재대책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다. 지금껏 강조하여온 국가시책중 원전이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명명하여 왔다는

점은 이제 불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원전을 건립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비용이 다른 대체에너지인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

도 원전의 가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우선적으로 크고, 사고 대비비용이나, 폐전

비용, 핵폐기물의 저장고 신설 및 관리 비용 등 건설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값싸고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원전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안전성 구비나 방호대책 등

에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갖추고 있어야한다. 대재앙은 아무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발생하

므로 신도 아닌 인간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숙명이라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1.

3. 11.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였고 바로 곁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제 우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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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우리에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고 후의 대책은 늦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있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번을 기회로 더욱 실질적인 방호 및 방

재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리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에 있어 반경30Km 내에 세계 최고이며 340만명

에 달하는 인구를 위한 방호물품은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여전히 가동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가동을 위한 한수원의 밀실적인 행

위 등으로 보아 더욱 높은 위험을 안은 채 가동될 우려가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

하고 있다. 우리는 대형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무리 철저하게 방호 및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하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여 왔다. 

현재 독일, 스위스 등은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계획하에 대안에너지를 찾고 실

행하여 오고 있다. 그것이 불가능한 정책이라면 위험한 원전을 안고 가야할 것이나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실행은 언제든지 조금씩 가능한 일인 것이다. 원전의 가동을 계속하고 원전을 더욱 건설하는

한 탈핵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에는 늦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의 교훈을 그리고 꽃같은 우리의 아이들을 잃어버린 세월호 침몰사고를 과거의 일로 치부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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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에스토니아(M/V Estonia)호, 2012년 1월 코스타 콩코르디아(Costa Concordia)호. 근

자에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여객선 해난사고의 대명사이다. 앞선 두 건의 여객선 침몰사고

가 먼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라 쉽게 우리의 뇌리에서 잊어 버렸다면, 2014년 4월의 세월호,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역사는 그저 반복되는 것

일 뿐이라고 수긍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아픔이 너무 크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온 국민은 세월호가 가져온 충격파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언제 벗어날지 기

약할 수 없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평형수(ballast water)나 급변침(급격한 항로변경)

등 선박관련 전문용어를 일상적으로 입에 달고 살 정도로 해박한 지식도 갖게 되었다. 이제 진도와

팽목항은 외국에서도 알려진 유명한 지명이 되었다. 그러나 사고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와

함께 아직도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 수습과 선체인양 문제는 온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조선공학의 입장에서 보면 세 선박의 침몰사고 원인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

식적인 사고원인 규명이 제시되지 않거나 세간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의 요인을

다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에스토니아호와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사고원인 규명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남아있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하겠다. 이 글은 너무나 유사한 사고원인과 반면 너무나 달랐

던 사고 이후의 대처에 대해 앞서 두 건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 세월호의 경우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

을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최 경 식 교수

에스토니아호,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그리고 세월호

- 세월호 참사를 통해본 우리의 방사능 방재대책과 그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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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와 크루즈선

에스토니아호,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그리고 세월호, 이 세 척의 배는 모두 여객선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13명 이상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을 여객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는 선내 공간의 70% 이상을 여객설비에 충당한 배를 말하며 화물선과는 달리 여객선에만 적용

되는 사항들이 IMO SOLAS(Safety of Life at Se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여객선의 경우 화물이 아

닌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선박이기 때문에 복원성 규정이 일반 상선에 비해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여객선은 안락한 선내 서비스를 위해 에어컨·동요방지장치를 갖추어 거주성을 향상시키

고, 선내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식당 및 각종 공용시설과 오락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최

근의 경향이다.

인근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작은 규모의 도선이나 공기부양식(Air Cushion) 혹은 워터제트(Water

Jet)로 추진되는 쾌속여객선을 제외하면 여객선은 크게 카페리(Car Ferry)와 크루즈선(Cruise Ship)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카페리는 차량과 승객을 함께 싣고 운반하는 선박인데 주로 롤온롤오프(Roll-on Roll-off) 즉, 화

물을 실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배에 오르고 내리는 방식으로 A항구에서 B항구를 왕복하는 정기노

선을 따라 운항하는 게 일반적이다. 카페리는 RoRo여객선 혹은 RoPax선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유

럽의 발틱해나 지중해에서 대형 카페리가 운항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카페리 운항노선은 스칸디나비

아와 발틱해의 주요 도시인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코펜하겐 등을 연결하는 것이며 지중해의 이

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도 많은 카페리가 운항되고 있다. 

카페리는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선수부와 선미부에는 차량 진출입램프와 밀폐된 출입문을 갖추게

되며 선박의 구조상 제일 아래 바닥부터 여러 층에 걸친 차량갑판에 차량을 싣게 되는데 차량의 크기

와 화물의 무게, 차종 등 선박의 복원성을 해치지 않는 세밀한 배치계획에 따라 각각의 차량갑판을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차량갑판은 선박의 앞쪽부터 뒤쪽까지 구획이 없이 모두 하나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운송 중 흔들리더라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야 함을 물론이다. 발틱해의

카페리 중에는 수십 량의 열차 전체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싣고 운반하는 것도 있다.      

크루즈선은 유람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호화여객선이다. 화물의 수송이라는 선박의 기본적인 기

능보다는, 승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최상급 호텔 수준의 안락함을 창조하는 휴양/레저

설비로 간주되고 있다. 크루즈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차량 선적을 위한 공간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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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지 않는다. 크루즈선은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운항노선에 따라 이동하며 승객을 태우고 A

항구를 출발해 다시 A항구로 돌아오는 방식을 따른다. 크루즈선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총톤수 7만~8

만톤급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규모가 커지는 추세로 20만톤급의 크루즈선(Oasis of

the Seas: 2009년 건조, 길이 362미터, 총톤수 22만5천톤, 승객수 5,400명)도 출현하고 있으며 갑판

수, 승객수, 시설물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반 여객선이나 상선과 구별되는 크루즈선의 특징은 아트리움(Atrium)이라 불리는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승객 편의시설과 오락시설이다. 아트리움이란 크루즈선에서 대규모 중앙 홀로서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수직방향의 이동수단이 모여 있고 다양한 편의/오락시설을 배치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선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승객과 승무원의

동선체계와 수밀 및 방화격벽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크루즈선 내부에서의 수직동선 체계는 식당,

쇼라운지 등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공간의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중앙 홀 주변에서 원활한

흐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수평동선의 주요 통로인 복도는 비상시 탈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활한 피난유도를 위해 굴절된 부분이 없이 전후 방향으로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계획된다. 또한 수

평동선의 격벽에는 자동 방화문이 설치되며 계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이 공간을 통하여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된 구조로 둘러싸여 있다.

에스토니아호

1994년 카페리 M/V 에스

토니아호가 발틱해에 침몰하

여 852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해난사고가 발생하였다.

1994년 9월 27일 저녁 카페

리선인 에스토니아호는 에스

토니아의 수도 탈린을 출항

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는 중이었다. 당시 이 배에

는 총 989명이 타고 있었으며 그 중 803명이 승객이었다. 배는 화물을 적재허용량까지 가득 실었고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항해했는데, 화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출항 당시

에는 항해조건이 나쁘지 않았으나 일단 외해로 나가자 파도가 거세졌는데 초속 15~25미터에 파고

4~6미터였는데 하지만 이 정도는 출항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새벽 1시 경 선수부를 충격

하는 금속성 소리가 10분간 지속되더니 배는 복원력을 잃고 빠르게 기울어졌다. 에스토니아호는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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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돌다가 네 개의 엔진이 꺼지면서

멈추었다. 새벽 1시 30분 경, 배는 완전히

90도 옆으로 기울어졌고 다시 20분 뒤에

는 수많은 승객들이 여전히 객실에 갇혀

있는 채로 수심 약 80미터 해저로 침몰하

고 말았다.

에스토니아호는 재화중량(DWT) 2,800

톤, 길이 157.02m, 폭 24.21m로 세월호

와 아주 비슷한 크기의 선박이다. 이 배는

독일에서 건조되어 선령이 13년인 상태에서 운항 중 사고가 났는데 탈출한 인원 중 137명만이 구조되

었고, 852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스웨덴(501명)과 에스토니아(285명) 국적이었다.

하지만 침몰 해역의 낮은 수온과 깊은 수심으로 인해 33일 동안 94명의 희생자 시신만 수습되었고 나

머지 희생자의 시신과 선체 인양은 과다한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되었다. 757명 실종자

중 650명 정도는 배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제안으로 침몰 지점은 콘크리트

로 덮고 추모의 의미로 선박 접근금지수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에스토니아호의 침몰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빨리 1시간 만에 침몰했는지에 대

하여 사고 관련국들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고원인은 당시의 나쁜 기상조건과

높은 파도에 의해 운항 중 선수부 차량갑판 출입구의 문짝(visor)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며 차량갑판의 출입램프가 열리면서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에스토니아호는 순식간

에 복원력을 잃고 선체가 옆으로 기울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후 선박의 상층부로 해수가 유

입되면서 침수가 일어나 전복 후 침몰하기 시작하여 결국 20여 분만에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결

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스토니아호 승선자들은 선수부 문짝이 떨어져 나가 침수가 시작된 후 선체가 뒤

집어져 전복할 때까지 약 40분간의 탈출이 가능한 시간이 있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대로라

면 선실에서 구명정이 있는 갑판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배가 일단

기울어지면서 탈출로는 사람이 이동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경사가 급해지거나 쏟아져 내린 물건이 통

로를 막기 때문이였다. 기울어진 선체에서는 구명정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음도 확인되었다. 이후에

수행된 에스토니아호 침몰 시뮬레이션 결과는 승선자 989명중 278명만이 갑판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발틱해의 가을철 차가운 수온과 한밤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대부분의 승객들

▲ M/V 에스토니아호 침몰 시뮬레이션 (스웨덴 SSPA)



은 미처 대피할 여유도 없이 선체에 갇혀 바다 속에 가라앉은 것이다. 세월호에서 많은 승선자들이

갑판으로 나올 수 없었던 이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카페리선의 안전 실태와 사고 당시 구명정이 내려지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고강

도의 조사와 사후조치가 수립되었다.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기울어진 배에서도 구명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설계의 구명정 하역설비가 장치되어야 한다는 강화된 새 규정이 IMO SOLAS에 강제

적으로 도입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에스토니아호 참사 뒤 재난관련조직을 총괄하는 사회안전처를 신

설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

게 하였다. 기업체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사고 시 사람의 역할과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재를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호 침몰사고 초기에 보여준 스웨덴 정부와 언론, 연

구기관들의 사고원인에 대한 불투명한 조사와 해명은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 음모론이 제기된 요인

이 되었고 사고 후 20년이 지난 아직도 에스토니아호 침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계속 이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점은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2012년 1월 13일 오후 8시경 승

객과 승무원 4,200여명을 태운

호화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르디

아호가 지중해를 운항하던 중 이

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제도 해안

가에 좌초되었다.  코스타 콩코르

디아호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선

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선체 내부

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옆으로 90

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가 되었다.

길이 290미터, 총톤수 11만5천톤에 이르는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스위트룸 58개, 레스토랑 5개,

바 13개, 온천탕 5개, 수영장 4개 등을 갖춘 초대형 크루즈선으로, 이탈리아 북서부 항구도시 사보나

에서 출발해 시실리섬의 팔레르모를 거쳐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스페인의 바로셀로나로 가던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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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중부 해안에 좌초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다. 사고 당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는 암초에 선체가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심하게 흔들렸으며, 이 충격으

로 모든 선실의 전기가 나가고 각종

집기와 진열대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정에

올라 대피했으나 일부 승객은 배에

갇혀 있다가 바다로 뛰어내려 수백

미터를 헤엄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3~1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선내 수색을 통해 발견된 사망자를 포함 모두 32명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선장의 판단 착오로 배가 암초투성이 해안선을 불과 150미터 떨어

진 지점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선장은 사고 직후 배를 버리고 승객에 앞서 먼저 탈출했다가

체포되어 이후 재판에서 직무유기와 과실치사 등 혐의로 2,697년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라는 것이 알

려진 사실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이 빚어낸 전형

적인 인재라는 점에서 세월호와 닮았고 또한 책임의 소재에 대한 판단에서 세월호와 아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세월호

세월호는 199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건조한 RoPax선으로 마루에 페리사에서 Ferry Naminoue(파

도 위 여객선이라는 뜻)라는 이름으로 18년 이상 가고시마-오키나와 간을 운항하다가 2012년 퇴역

하였는데 이것을 청해진해운이 중고로 도입하여 구조변경작업을 거친 후 2013년부터 인천-제주 항

로에 투입한 배이다. 원래 여객 정원은 921명에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는 구조였으나 화물과 승객

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구조변경작업을 한 결과 선박의 복원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류가 빠른 맹골수도에서의 급격한 항로 변경은 차량갑판 내의 화물 이탈로 이어

지고 이미 과적으로 복원력이 없는 세월호는 통제가 힘들 정도로 기울어지며 1시간 반 만에 침몰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여러 차례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에게 ‘제자리 대기’를 강조

한 것은 자체 수습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는 무고한 희생만 최대로

키운 꼴이 되었다. 기울어진 선박에서 쉽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 앞서 에스토니아호 사

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움직여도 선외로 탈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선내 대기를 계속

부산지방변호사회•43

▲ 좌초사고 후 2년만에 인양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방송했다는 것은 바다와 배에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맡긴 꼴이 되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세월호의 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작업이 지루하게 이어오는 사이 2014년 7월 14일 코스타 콩코르디

아호 사고 이후 인양작업을 진행해 온 이탈리아 당국은 좌초된 지 30개월 만에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를 암초에서 끌어올려져 다시 물 위에 띄우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해체를 위해 제노바 항구까지 무

사히 견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요한 점은 좌초된 선박을 똑바로 세우는 작업은 좌초 후 1년이 지

난 후인 2013년에야 시작되었고 인양 후 제노바 항구에서 해체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신조선

건조비보다 더 많은 총 2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이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인양작업이지만 사회의 강한 요구와 이탈리아

당국의 의지로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세월호를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인양 이후 선체 수색을 통해 마지막 실종자로 처리된 승무원의 시신을 발견

했다는 사실은 최근 수 개월 째 아무 진척이 없는 세월호 수색활동의 방향과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에 대해서도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은 뒤에야 선체 인양 문제를 논의하겠다

는 당국자의 말은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눈치를 보는 듯하다. 진전이 없

는 실종자 수색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로 전환한다

면 이것이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더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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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45

Ⅰ. 들어가며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삼류국가인

지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300여명의 승객들을 손 한번 제

대로 써보지 못한 채, 거친 병풍도 앞 맹골수도에 수장시키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해안경비대

(USCG) 주관 선박안전관리 평가에서 외항해운 선박안전관리 분야에서 2013년, 2014년 연속 최우수

국 지위 획득, 세계의 조선최강국 및 IT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

을 물에 묻어 버리고 전 국가는 비통함과 통탄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

고의 침몰원인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 영 일 변호사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안전 불감증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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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월호 사고의 침몰 경위

세월호는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총톤수 6,825톤, 재화중량톤 3,794톤으로 화

물 최대치는 1,077톤이다. 평형수가 1,565.8톤이나 실제로는 평형수를 761.2톤만 채웠으며, 화물을

추가로 선적하여 총 2,142톤을 실어 1,065톤이 과적되었다. 또한 화물의 고박도 불량한 상태였다. 당

시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325명과 교사 및 다른 승객들

과 선원들을 합쳐 476명이 승선하였다. 그리고 차량 180여대 및 기타 화물 1,157톤 등 총 3,608톤 정

도의 화물이 선적되었다. 

2014년 4월 15일 밤 9시경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 8시 32분경, 전남

진도 앞 맹골수도에 진입하였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상태였으

며, 선박 운항은 당해 항로에 운항 경험이 전혀 없는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가 지휘하였다. 그리

고 조타수는 조타가 미숙한 상태로 변침을 시도하였다. 3등 항해사는 1차로 우현 5도, 2차로 다시 우

현 5도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조타수가 변침이 잘되지 않자 우현 대각도 변침을 시도 하였다. 그러자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기울었고,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이 전도하는 사고

가 발생하였다.1) 이 사고로 피해자는 294명 사망, 10명이 실종되었다. 

Ⅲ. 세월호의 침몰 원인 2)

1. 검찰 측 주장

가. 세월호의 침몰원인

세월호는 화물을 1,065톤을 초과하여 약 3배 정도 과적하였다. 그리고 대신 평형수(Ballast

Water)는 4분의 1만을 적재하였다. 세월호의 무게 중심은 상승하였고,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화물 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선박은 고박을 위한 자재들을 충분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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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청해진해운측의 선박 개조로 인한 선박의 복원성 문제, 둘째, 청해진해운측의 화물 과적과 화물 고박 부실 등 화물 관련 부실, 셋
째, 청해진해운측과 본선 측의 여객 및 선원의 승선 인원 관리 부실, 넷째, 본선 선원의 화물 관리 부실, 다섯째,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 운항관리 부실, 여섯째, 선박직 직원의 직무상 과실과 자질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도종환, “세월호 참사와 침몰하는 대한민국”, 「2014
년 세월호사고,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쪽.

2)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하여는 관련사건에서 검찰 측과 하역회사 측이 고박불량이 침몰의 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검찰측은 서울대, 해양과학기술원,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하역회사측은 한국해양대학교 마린시뮬레이
션센타의 공길영 교수의 연구결과를 각각 근거로 제시하였다.



보하지 않고 규정에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하였다. 세월호는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의

안개 때문에 출항할 수 없어서 2시간 30분이 지난 후, 밤 9시에 출발한 탓에 평소보다 빠른 속도

로 운항하였다. 과적 및 평형수 부족 등으로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기 등의

조작 미숙으로 선수가 오른쪽으로 급선회하게 되고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왼쪽으로 일

시에 쏠리면서 선체가 해수 입사각까지 기울어지고 해수가 일시에 유입되어 전복된 것으로 추

정된다. 즉 야간 항해를 통하여 선저에 있는 연료와 청수를 소모하게 되고 맹골수도에 와서

GM(복원력)이 제로(0)가 되어 선박이 매몰케 되어 피해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한다.3) 세월호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할 때의 GM은 95센티미터였으며, 이를 한국에서 개조

한 평형수 등을 채우는 조건으로 허가한 GM이 105센티미터였다. 

나. 검찰 측의 침몰원인 근거로 내세운 전문가 보고서

1)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 

자문단 보고서에서는 세월호가 화물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였고, 자유로운 조

타가 불가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선박이었으므로 세월호는 이러한 상태로 운항에 투

입되어서는 안되는 선박이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4) 또한 화물에 대한 충분한 고박을 하지 않아

서 복원력이 불량한 세월호가 횡경사를 일으키자 화물쏠림현상으로 인하여 횡경사를 가중하였

다고 분석하였다.5)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크리스) 보고서

크리스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선체에 매우 큰 횡경사각을 유발시키고 이에 따

라 화물의 미끄러짐을 가속시킨 궁극적인 원인은 세월호가 복원성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운

항했다는 점, 즉 세월호의 열악한 복원성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6)

2. 하역회사 측 주장

검찰 측이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와 한국해

양과학연구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서울대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제시하자 관련사건

부산지방변호사회•47

3) 선박에는 무게중심(G)과 회전 중심(M)이 있는데 선박은 무게중심이 밑에 있고 회전중심이 위에 있어 복원력(GM의 거리로 측정)이 생긴다.
4) 2014. 8.12.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 133쪽.
5) 위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 보고서 129쪽.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크리소) 중간보고서 제54쪽, 제68쪽 ; 크리스 최종보고서 69쪽.



으로 기소된 하역회사 측은 한국해양대학 시뮬레이션 센터 공길영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침몰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7)

이에 따르면 세월호는 객실 증축과 우현 램프 제거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화물을 갑판별

적재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적정한 양 이상으로 적재하고 출항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항해 중

연료유와 청수 사용에 따른 평형수 보충을 하지 않아 사고 직전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GoM =

0.37m)에서 운항하였다 라고 분석하여 세월호의 복원성이 극히 좋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8) 이

보고서의 내용이 검찰 측의 보고서와 다른 점은 복원성이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의 고박과

관계 없이 복원성 불량으로 침몰하였다는 것이며 화물의 고박은 침몰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3. 복원성 불량에 대한 견해의 일치

검찰 측과 하역회사간에 관련 공판에서 화물의 고박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서 논

란이 되었다. 그러나 견해의 일치를 보였던 점은 세월호는 객실 증축과 우현 램프 제거로 복원성

이 나빠진 상황에서, 화물을 갑판별 적재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적정한 양 이상으로 적재하고 출

항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항해 중 연료유와 청수 사용에 따른 평형수 보충을 하지 않아 사고 직전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운항하였으며, 변침점에서 타가 우현으로 전타(타각 35도)되어 선체의 최대횡경사가 좌

현으로 급격한 횡경사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복원성 불량이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대학교 선박해양성능고도화연구사업단의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세월호는 복원성이 불량하여 전

복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9)

4. 법원의 판결10)

광주지법은 2014. 11. 11. 선원들에 대한 공판 및 2014. 11.20.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

호는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그 영향으로 세월호

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면서 침

몰되었다고 판결하였다.

선원들에 대하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

의 살인·유기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모(69)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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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10. 10.한국해양대학교 마린시뮬레이션 센터 공길영 교수 보고서 
8)  2014.10.10. 분석. 제32쪽.
9)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연구사업단의 세월호 전복시뮬레이션에서도 “화물 이동이 없는 경우 선체 횡경사 시뮬레이션 결과도 사고

초기 화물이동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서울대 3차 보고서 제37쪽.
10)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공판(광주지방법원 2014고합 180, 384 병합)과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광주지방법원 2014

고합197,209,211,447)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다(2014고합180). 또한 1등 항해사 강모씨는 2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15년, 3등 항해사 박모씨

와 조타수 조모씨는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는 7년형을 선고했다.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

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가 침몰할 당시 부상 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버려둔 채 탈출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는 광주지방법원은 세월호에 대한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를 모두 인정하여 청해진 해운 사장 김모씨

에게는 징역10년 및 벌금 2백만원,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에게 금고5년 및 벌금 2백만원, 청해진

해운 해무팀 이사 안모씨에게 징역6년 및 벌금 2백만원, 청해진 해운 물류팀장 남모씨 징역4년 및

벌금 2백만원, 청해진 해운 물류팀 김모씨 금고3년 및 벌금 2백만원, 청해진 해운 해무팀장 박모

씨 금고2년 6월 및 벌금 2백만원, 휴가를 갔던 선장 신모씨에 대하여 금고2년, 하역회사의 상무

문모씨 금고2년, 하역회사 제주카페리 팀장 이모씨 금고2년,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전모씨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Ⅳ. 세월호의 안전 불감증

해양안전사고의 약 70% 정도는 인적과실(human error)로 부터 기인된다. 이번 세월호 사건도 인

적과실로 인한 안전 불감증이 부른 대참사라 할 수 있다. 

먼저, 청해진해운의 경영진과 실무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적과실이다. 청해진해운은 선원 안

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직 이익 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선박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을 일삼았다. 또한 승객과 선원들 퇴선의 골든타임에서조차도 그들의 사익을 우선

시 하며 퇴선조치를 강력히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과실을 덮으려 하였다. 

둘째, 해양수산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한국안전등급평가협회 약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경

찰의 직무인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의 이행 또한 소홀히 하였다.11) 해운조합은 출항 전 운항감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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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현철, “세월호 사건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안전대비 문제점”, 「지방자치」2014.6. 77쪽 참조.



고 과적과 고박을 점검해서 선박의 복원성이 미비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과적을 이유로 운항을 정

지시킨 적이 없었다.12)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개조한 배를 승인해 주었고, 연안여객선들이 영세하다

는 이유로 특혜를 주었다. 해양경찰은 안전관리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운업체는 ‘선박안전법’

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여객과 화물을 더 선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 세월호 사고 원인 중의 하나는 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의 미흡과 미준수로 볼 수 있는데

위반했다 해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안전운항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

다. 이것은 관료주의가 부르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그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였다. 현재 선박안전에 관한 모든 법과 규정 및 매뉴얼을 재검토하여 이 기관에 대하여도

규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13)

셋째, 현재 우리나라 연안해운에는 국제적 안전관리코드(ISM Code) 보다 좀 더 완화된 코드를 사

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항해에서의 안전기준 정도가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데에는 낮아도 된다

는 안일한 안전불감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내항해운 또한 안전관리체계를 외항 선박의 수준

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내항해운의 안전관리체계를 외항해운의 항만국통제를 하듯 통제할 필요가

제기 된다.

넷째, 해양안전사고의 예방은 선원들의 소화, 방수, 비상조타 및 퇴선훈련 등 안전교육이 그 핵심

이 된다. 즉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안여객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상대피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함도 필요하다.14) 또한 내항해운을 운항하는 선원

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은 아무리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매뉴얼과 법제도를 잘 만들어도 인적유착관계에 의하여 안

전시스템을 무력화 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기 마련이다. 국가적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안전불감증을 감시할 안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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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월호와 관련하여 해운조합은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보험사라는 2중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고객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행사할 수도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13) 이인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결과 최종발표”, 「해양한국」, 2014.11. 85쪽 참조.
14) 김춘진, “세월호가 남긴 과제: 해상재난·안전대책을 중심으로”, 「2014년 세월호사고,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3쪽.
15) 김길수, “세월호 사건원인과 안전확보 방안”, 「National Assembly Review」, 2014.6. 60-61쪽 참조.



Ⅴ. 마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형사고가 만연하다. 성수대교붕괴(1994), 삼풍백화점붕괴(1995),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 올해 초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2014.2), 판교 테크노벨리 지하철 환풍구 붕괴사고

(2014.10) 등 외형적인 성장, 양적 발전의 뒷그림자로 대형 사고가 수없이 발생한다.16) 또한 자칫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의 학

자인 울리히 벡은 이런 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e)라고 부른다.17)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사

회 구조적으로 안전불감증과 비리구조까지 만연하니 ‘악성 위험사회’이다. 정의, 원칙, 기준이 바로 서

고, 윤리적인 사회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운영이 가능해야 진정한 선진국가가 된다. 관행과 유착, 비

리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것들이 발을 못 붙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해운관련 개정 법률안이 43개나 된다. 구체적으로 선원법 개정안 14개, 선박직

원법 개정안 1개, 선박안전관리법 개정안 16개, 선박안전법 개정안 10개, 해운법 개정안 2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가 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깃든 자취가 보인다.

많은 개정 법률안 만큼이나 실효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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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우성·김태진, “세월호 사건 대처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메타거버넌스적 관점의 적용”,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쪽 참조.

17) 위험사회(risk societe)란 역사상 유례없이 거대한 풍요를 이룩한 근대 산업 사회의 원리와 구조 자체가 파멸적인 재앙의 사회적 근원으
로 변모하는 사회를 뜻한다. 도종환, 앞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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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양도와 양도시기

✽김 백 영 변호사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 2037 판결.

◈ 사건의 개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2006. 12. 22. 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

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2006.

12. 22. 로 본 것은 잘못되었고 매매대금을 거의 대부분 수령한 2000. 4. 11. 로 보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① 원고가 1999. 12. 10.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동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 6,825만원에 매도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4,600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4억 225만원은 2000. 4. 10.

에 잔금 2,000만원은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을 2000. 4. 11. 중도금을 각 지급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1999. 12. 16. 소외 회사에 이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 4. 27. 엘지건설 주식회사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 법무법인 삼덕대표,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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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5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등 2000. 4. 27.까지는 소

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사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역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 12. 22. 원고에게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

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세무서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가 2004. 4. 11. 지급받은 매

매대금합계액이 15억 48,250,000원으로서 총 매매대금의 98.72%에 이르지만 잔금을 남겨 둔 경

위와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잔금 2000만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

양도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

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

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

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

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

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

는 비율, 미지급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01논문양도소득세의 양도와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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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석

Ⅰ. 서설

부동산 거래에서 특정한 시기에 거래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식이

나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식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간혹 잔금지급시기

를 불확정시기 또는 일정한 조건성취 때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볼 수 있고, 때로는 중과세 회피

를 위하여 형식적인 잔금시기를 설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양도시기 또는 취득세

에 있어 취득여부와 취득시기가 실무상 문제가 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해결점을 처

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여 흥미를 끌어 평석대상으로 삼아 보았다.

Ⅱ. 양도소득세의 양도와 양도시기

1. 양도의 개념

소득세법(2006. 12. 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유상의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고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어

야 한다. 소유권의 이전이란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

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라고 하

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물권변동 예컨대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

러나 소득세법상 양도는 민법이 취하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자산이 사실상 이

전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는 경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2.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

사실상 이전이란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이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

1)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3누 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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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매매

매매의 경우 소유권의 사실상 이전은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

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 8609 판결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매매대

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

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

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를 몇 개 들어서 사실관계를 중

심으로 판단례를 보기로 한다.

①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두 1911 판결

매도인이 2007. 6. 5. 매매대금의 95.78%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 받았고 매매대상 부동

산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출이 이루어진 사안에 관하여 1심

인 법원(대전지법 20012구단 589)은 2007. 6. 5.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항소심(대전고법 2012누152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계약일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한 사전담보제공동의를 얻기 위하여 잔금을 제

외한  금액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기 곤란하였고, 매매계약 후에도 매도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잔금 5000만원도

상당한 금액인 점을 들어서 잔금 5000만원을 수령한 2012. 3. 28.에 사실상 양도되었다

고 보았고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하였다.

②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 4562 판결

납세자가 2005. 6. 29. 토지를 금 24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183,968,000

원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2005. 8. 31. 금 22억원으로 하고 잔금은 2005. 11. 22. 금

16,031,000원으로 약정하였다가 2005. 9. 8. 중도금조로 3억 7000만원을 수령하고

2005. 10. 11. 잔금일부조로 금 18억 45,031,000원을 수령하면서 가등기를 경료해주고

아울러 토지사용승낙서까지 교부한 사안에 관하여 대구고등법원(2009.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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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 1338)은 2005. 10. 11.에 매매대금의 99.96%를 수령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중과세율을 회피하고자 극히 미미한 100만원의 금액만 2005. 11. 23. 수령한 것에 불과

하므로 2005. 10. 11. 사실상 소유권이전되었다고 판시하였고 납세자가 대법원에 상고

하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③ 조세심판원 2011. 12. 23. 조심2011중 3811 결정

청구인은 2006. 1. 16.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2006. 11. 30. 중도

금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의 99.5%를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2009. 12. 16. 지급받았

으므로 2009. 12. 16. 이 날에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일에

매매계약일 이후의 수익과 조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매수인

의 장부에 매매토지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2006. 11. 30.에 사실상 양

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중도금지급일인 2006. 11. 30.

에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 남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이 되었

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이때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

세관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2) 할부매매

매매 중 장기할부매매의 경우에는 자산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되

었다고 볼만큼 이행된 경우가 언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

매매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매매를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 3호, 시행규칙 제78조 3항).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오던 중 매도인의 사정 때문에 잔금

의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잔금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어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의 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3)

3)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 9639 판결



부산지방변호사회•59

거꾸로 계약이후에 구체적인 계약이행과정에서 최종할부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최

종할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장기할부조건부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장기할부매매의 경우에도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시점에서 양도가 있다

고 볼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할부금 확보차

원에서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미리 넘기더라도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더라도 당해 목적물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이 담보되고

있고 또한 당해 양도자산은 계약금 내지 1회 할부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기간의 다음날부터 마지막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대금의 청산

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자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을 하는 등 그 자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에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본다.4)

(3) 양도소득세 부담부 매매

매매대금 이외에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

정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까지 지급이 되어야 대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

수한 부동산 그 자체 매매대금 지급 시에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본다.

(4) 공용징수

토지수용 등 공용징수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 소송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된다는 보장도 없

고, 증액되더라도 그 증액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 당초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공

탁으로 대가적 급부의 거의 전부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뿐더러 법률상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도 수용개시일에 법률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완전

한 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이상, 증액 보상금의 청산일에 양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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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수용개시일에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5)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직접 지급한 날 또는 공탁한 날에 대

금을 청산한 날이 되어 이때가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 다만

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의재결절차 등에

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한 날에 대금청산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7)

그러나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8) 재결에서 수용개시일이 특정되고 보

상금이 공탁이 되면 그 후 이의재결신청 등으로 대금이 청산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

기를 촉탁하므로 이의 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

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일이 될것이다.

3. 양도시기

(1) 법령상 규정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

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

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5) 구욱서, 사법과 세법(유로 2010) 144쪽
6) 의정부지법 2011. 8. 16. 선고 2011구합 469판결 대법원 2005. 13. 선고 2004두 6914 판결
7)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 654 판결
8) 대법원 2012. 9. 27. 2012두 13900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2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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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시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

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

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

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

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2)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이 먼저 이행되면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을 양도시기로 본다. 이것은 등기·등록시점에 법률상 소유권이전이 되므로 경제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인식하여 양도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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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와 양도시기와의 관계

(1) 소득의 실현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당해 자산이 유

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상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 여부보다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원칙적으로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

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양도차익의 산정, 과세요건 내지

면제요건의 충족 여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 및 적용법령

의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

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따라서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

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

고 한 것이고, 이것은 양도가 있는 경우에라야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의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대금의 대부분지급의 운용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관련된 규정은 조세부과의 통일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의제규

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대금의 대부분’이라는 불확정개념을 도입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가 대부분인지에 관한 저마다의 구구한 결론을 낳을 수 있어 소득세법 제98

조 제1항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닌 대금의 대부분의 지급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데는 매

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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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시기 차이에 따른 실익

양도시기는 소득의 귀속연도, 법령적용, 면세여부, 중과적용여부, 예정 및 확정 신고 가

산시점 등 중요한 기준이다. 과세관청은 조세채권을 조속히 실현하여 징수하려고 가능한

양도시기를 앞당기고자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시기에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경우에

납세자는 양도시기 적용착오에 따라 특히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로서는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주제판결의 검토

1.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관하여

장기할부조건부매매계약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의미에 관하여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판시

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계약 후에 납세자의 임의적인 지급지체나 지급시기조절을 통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적용을 한다면 조세채무성립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법적안정성과 공평과세를 이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정신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시에 찬성한다.

2. 사실상 이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매매대금을 거의 전부 수령하고도 단지 중과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한 조세감면

을 받고자 극히 형식적인 미미한 금액인 최종 잔대금을 남겨 놓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의 98.72%가 이행되고, 전체대금 15억 6825만원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잔

금 2000만원이 위에서 본 극히 형식적인 미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시가 타

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시에 찬성한다(2014. 10. 30.).

01논문양도소득세의 양도와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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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배 기 석 교수

1. 서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사전에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조직이나 기업 내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내 변

호사 증가와 함께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내 변호사가 소

속 조직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품

는 의견도 있으며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사내 변호사 A의 요지

“기업이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기업내 변호사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도 있지만 기업 내 변호사도 다른 사원들 정도의 위법행위 책임만 진다고 보아야 한다.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변호사로서의 신분의 독립성이라고 본다면 변호사가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변호사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기업내 변호

사의 독립성을 개인 등 기업에 속한 변호사의 독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변호사가 기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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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위법행위를 보고서도 지나치는 것이 개인적인 양심에 걸린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정도로 족할 것이다. 기업 내 변호사에게만 독립성을 이유로 위법행위 방지의

무를 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내 변호사 B의 요지

“사내 변호사의 의무는 기업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다.

조언 가운데는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일도 포함된다. 실무상 일반 사원들이 함부로 어떤 일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비로소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사회 구성원이 위법한 행위

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는 위법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이 적

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적법성은 변호사가 전문가로서 가장 적

절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일반 사원의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상은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화이다. 전자는 사내

변호사가 사건처리시 외부(조직)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후자는 조직 내에서 사내변호사의 특수한 지위 및 공익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한다. 위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 나타나는 이유

는 사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상기 논의는 모두 외부 변호사에게는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진행

되고 있는데 실상 사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독립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사내 변호사와 외부 변

호사의 독립성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

가. 조직 내 지휘감독권

조직이 가진 지휘감독권은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요소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내 변호사와 소속조직과의 법률관계는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 성질상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이며, 사용자는 법률상 당연한 권리로서 피용자에 대하여 지

휘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 행정기관 등의 조직에 고용된 변호사가

조직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논제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02논문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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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내 변호사와 조직의 관계를 고용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양자의 법률

관계를 위임계약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 내지는 경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수임자에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자는 수임자에 대하여 지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임자가 가진 재량

권 역시 하나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개개의 계약 형식이 아

니라 계약 내용의 본질이다. 즉, 쟁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현실적으로 조직이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조직이 그 지휘감독권을 포기하고 항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 체계나 업무의 성격상 불가능하다.1) 미국의 회사처럼 최고경영

책임자(CEO) 직속 법무부서를 설치한 뒤 변호사 자격자인 제네럴 카운슬러(General Coun-

selor)를 총책임자로 삼고 그 산하 법무부서 구성원들을 변호사들로 구성한다면 비교적 지휘감

독의 체계를 정리하기 쉬워질 수도 있다. 법무부서 전체를 한 개의 변호사 집단으로 보고 거기

에 모든 구성원이 변호사임을 전제로 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어디까지나 사내규칙상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내규칙이나 부서 운영 변경 등을 통하여 그러한 상황을 변경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조를 취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CEO가 변호사인 제네럴 카운

슬러를 지휘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리고 법무부서 역시 모든 구성원이 변호사라 하

더라도 법무부서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상정하는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일부 법무부서 구

성원이 이른바 ‘개인적 속성’으로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는 더욱 정리하기 힘

들어진다. 후자와 같은 법무부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인 법무부서원의 상사뿐만 아니라 그 동

료, 전임자, 후임자는 변호사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어쩌다보니 변호사 자격

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다른 법무부서원에게는 없는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한다면 조직 전체의 형태가 일그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독립성 = 조직(외부)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독립성 = 조직이 변호

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시킨다면 조직으로서는 이러한 ‘독립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만 부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2) 이는 조직의 구조

적인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다. 또한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나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큰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만으로 조직이 변호사가 하는 말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이다. 

1) 일본 변호사법 제30조에서는 ‘피용자’가 아닌 ‘사용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피고용인과 구별하고 있다고 한다. 木間正浩, “近未來弁
護士論　第10回~組織內辯護士 辯護士 獨立性<1>,” (法律"ひろば、　58면,　2009. 3.).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38조 겸직제한 조문에서도
사용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2) 한편 발언의 자유만 있다면 충분하고 그 의견을 조직이 일절 무시하여도 ‘변호사의 독립’은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면 ‘독립’에 대하여 논
의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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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이 명백히 위법행위를 저지르려 하는 경우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직에

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적 문제에 대한 정답이 항상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

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학설이 분분한 경우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심지

어 사실관계 자체를 해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조직이 취해야할 선택지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는 기업이 취할 행위가 정답이냐

오답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각 해결방안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리스크 중 어떠한 리스크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게다가 그 리스크 자체도 리걸 리스크(Legal risk)와 비즈니스 리스크(Business risk)라는 양

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량화하는 것

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조직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법적인

요소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변호사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기 논의와 같이 법률상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조직과 변호사의 지휘감독 문제를 본다면 사내

변호사의 독립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3) 조직의 지휘감독권은 조직의 당

연한 권리이지만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 중의 하나이다.

나. 사임의 비현실성

외부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외부 변호사가 문제를 회피하는 결정적인 선택지

중의 하나가 ‘사임’이다.4) 그러나 사내 변호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조직을

상대로 사임이라는 카드를 쉽게 내밀 수 없다. 사내 변호사가 사임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사내 변호사가 재직하는 조직에서 사임한다는 것은 그간의 생활기반을 전적으로 폐기하

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한마디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고 할 수 있다. 사내 변호

사는 외부 변호사 같이 한 사건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

가 있다. 그리고 보통 조직이 사내 변호사가 사생결단을 내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다 사내 변호사가 조직의 여러 요소들에 만족하고 있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소속 조직의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내 변호사가 근무하는 조직

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업종 자체가 다양한 법률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한다. 기

업의 경영진이 법적인 문제를 의식하여 진지하게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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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本間正浩, 전게논문 59면.
4) 이 주제는 미국의 법조윤리 교수인 Monroe H. Freedman이 제시한 3대 난제 중의 하나로서 형사변호인이  위증하려는 피고인을 위한

변론에서 윤리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주 거론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사임하는 것이다. 배기석,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
호권의 한계', 인권과정의(35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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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여러 장애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전체 기업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난관을 먼저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위와 같

은 경우에 사내 변호사는 회사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완벽한 대응을 요구하고, 불가능할 경우

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정지하겠다고 통보한 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예로 준법경영(compliance)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 기업 운

영진이 한 가지 문제점을 자각하여 그 기업을 개선코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간

부는 그 업계의 관행에 익숙한 터라 변호사가 관련 실정법을 준수하라고 건의하여도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

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잠정적인 조치가 이

루어지는 동안에는 100%의 준법경영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는 조

직 내 변호사는 경영진 및 기업간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

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현실과 일부 타협이 이루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완

벽한 준법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즉시 사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일까. 사내 변

호사가 조직에 남아서 경영진의 노력을 돕는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물론 이러한 경우 사

내 변호사는 심각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 

사임이라는 행동을 취할 경우 사내 변호사의 수입과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면 독립성 확보의 여

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업무시간 전부를 소속조직을 위하여 투자

하고 수입 또한 전적으로 그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업무에 있어서의 집중 리스

크(concentration risk)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막상 사임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일정기간 수입

이 끊길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내 변호사에게 전직(轉職)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내 변호사가 다른 조직

으로 이적(移籍)할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시니어(senior)가 될수록 그에 걸맞는 자리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로의 전직은 더욱 힘들어 진다. 한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전직한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의 업무와 법률사무소 업무의 성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직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그 조직고유의 실정에 적합한 지식이나 이해가 요구되는 반면 법률

사무소에서는 보다 폭넓은 능력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시니어인 사내 변호사라면 관리 업

무가 대부분이라 서류작성 및 법률정보 조사와 같이 외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적인 능력

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경험이 일천하거나 전혀 없는 주니어(junior)

사내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측에서 젊은 사내 변호사에게 외부 변호사로서의 기초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채용을 꺼릴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계 기업에서 외부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로 전직하는 것은 일반적인 코스이지만(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근무 경험이 없

는 변호사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 조직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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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다.5) 이와 같이 사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은 사내변호사가 조직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기 힘들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 업무의 성질 관련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기업 업무의 성질 자체가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회

사의 업무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과연 사내변호사가 소

속조직으로부터 ‘업무적’으로 독립한다는 관념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외부 변호사가 문자 그대로 조직 외부에 있는 조언자(adviser)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언자라는 입장에 있는 이상 그 책임은 적절한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치며 조직원으로서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직의 배타적인 권리

이며 책임이다. 바꿔 말하면 조직이 외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 변호

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즉, 외부 변호사는 조직이 자신의 조언에 제대로 따르지 않

아서 생긴 결과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 법률분석이 적절했을 경우에는 외

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을 때도 있다. 여기에 사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내 변호사는 외부 변호사와 달리 많든 적든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제

너럴 카운슬러 즉, 법무부서장 내지 법무팀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고

위직에 있는 사내 변호사는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같은 고급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인 경우가

많고 조직의 여러 논의에 참가할 뿐 아니라 표결에 참가하기도 한다. 

앞서 경영판단과 같은 고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다른

회사와의 일정한 거래나 신상품 출시, 계약서 및 기타 문서의 조인 등에 있어 사내 규정이나

조직 내부 시스템상 법무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흔히 있다. 이 때 사내 변호사는 승인

을 하든 부인을 하든 단순한 조언자의 입장을 넘어 조직의 의사결정 그 자체를 행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경우 사내 변호사가 조직과 대치한다는 의미의 ‘독립성’을 관념적으로 상정하는 것 자

체가 곤란하게 된다.6) 결국 사내 변호사는 일정한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대해 일

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사내 변호사가 소속된 조직이 영리기업이라면 영리활동, 기타 조직이라면 그 조직 나름

대로의 각 목적이 있을 것이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항상 그 조직의 목적과 부

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내 변호사도 조직 내에서 그 법적 견해의 당부만으로 능력을

평가받지 않는다. 물론 사내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는 그 조직에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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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nald P. Klein, Law Department Lawyer as An employee(1979) 34 Bus Law pp .845-8; (本間正浩, 전게논문 59면에서 재인용.) 
6) H. P. Gunz and S. P. Gunz (1994), 「Ethical Implic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Professional Lawyers」, 28 U Brift Clum L. Rev.

123, at 136: (本間正浩, 전게논문 6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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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법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 변호

사는 결국 조직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안의 결과가 조직의 목적달성에 얼마나 공헌 하였는가

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법적인 정당성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업무를 넘어서는 사고

방식이다. 그러나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사내 변호사에게 법적 문제만을 생각하고 검토해 달

라고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다. 

각 부서가 조직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영업부문은 재무업무, 제조부문은 제조업무, 조달부문

은 조달업무만 독립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한다면 조직 전체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

은 불가능해질 것이 자명하다. 조직 내에서 법무부서나 사내 변호사만 예외적인 취급을 받으

며 법무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하급직 법무부원과 비교할 때 변호사가 고위직에 올라 회사 고위 의사

결정에 관여하게 될수록 법무적인 측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농후하

다.7)

역설적으로 사내 변호사가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 판단이 존중받게 되어 중요한 의

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깊어질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경영진이 변호사의 의견을 단

순히 참고하는 정도이고 다른 사람이 그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변호사는 오히려 쉽

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 변호사가 개진한 의견과 최종적인 결과의 관련성이 약

하고 책임도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내 변호사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권한, 게다가 거부권까지도 가지고 있

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내 변호사의 발언 한마디에 따라 정말로 당해 조직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직 차원에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과 노력을 들인 일대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가 지게 될 책임은 엄청나게 무거울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사

내 변호사라도 조직의 업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조직내에서의 지위 고하에 따라 그 독

립성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라. 현실적인 장애

위와 같은 법리적,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내 변호사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위

협들도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사내 변호사가 당해조직의 상사나 동료들

부터 받는 압력이다. 동료들이 조직 전체의 업적이나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사내 변호

7) 미국에서 제너럴 카운슬러가 이사직을 겸하는데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우세하고 이를 다룬 문헌도 많이 있다. E. Norman
veasey and Chirstine T. Di. Guglielmo(2006), “The Tensions, Stresse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of the Lawyer for the Corporation”,
62 Bus Law 1 a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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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자기가 바라는 견해를 말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심지어 사내

변호사의 견해를 변경시키려는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외부적인 간섭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압력보다 심각한 문제가 바로 사내 변호사

자신의 내부적인 압력이다. 사내 변호사도 조직의 일부인 이상 소속 조직의 목적추구와 무관할

수 없다. 사내 변호사와 매일 함께 근무하는 비법무부서의 동료들은 모두 조직의 목적을 추구

하며 일한다. 이렇게 지내다보면 사내 변호사가 그 조직 특유의 사고방식, 풍토, 문화에 젖어들

어 사회적 인식과 사고방식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 기업주가 사내 변호사를 어떻게 다루든 사

내 변호사는 그 행동에 영향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관찰결과가 있다. ‘사

내 변호사는 조직이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 장해물이 아니라 회사의 일원으로 보이기를 희망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8) 특히 간부가 사내 변호사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조직에서는 사

내 변호사로서 비즈니스 브레이크(business brake)를 거는데 주저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알게

모르게 사내 변호사의 판단 과정에 개인적인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사내 변호사는 한 개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때 사내 변호사의 의견은 객관적인 분석이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

적인 판단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내 변호사는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이 여러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 결과물인지, 부당한 편견에 영향 받은 판단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독립성을 가진 판단’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 자

체가 불명확하게 된다.9)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개혁 중이라 완벽한 준법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나, 조직 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내 변호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경

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사내 변호사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적어도 그 시점에는

문제 상황의 존재를 감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3. 독립성에 대한 위협의 상대화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조직 내에는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정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

러나 위와 같은 요소가 반드시 사내 변호사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취약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에 대하여 특히 외부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02논문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검토

8) Sarah Helene Duggin (2006-2007) The Pivotal Role of the General Counsel in Promoting Corporate Integrity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51 St. Louis U.L.J. 989 at 1013 

9) 기업 내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책무의 하나로서 많은 논자들이 “NO라고 말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다. 전게 E. Norman veasey and Chirstine T. Di. Guglielmo,전게서, Op cit at 23; 本間正浩 전게논문 6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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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의 지휘감독권

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신이 속한 조직이 설정한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은 사내

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외부 변호사도 일정 범위 내에

서 동일한 제약을 받는다. 관념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외부 변호사의 독립성도 사실

은 정도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사내 변호사는 조직 내의 규율이나 규정에 구속되지만 외부 변호사는

계약의 상대방인 조직의 내부규율에 구속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 변호사가

조직의 법률사무를 수임하였을 때 조직 내 구성원의 소개절차를 밟지 않고 대표자에게 면회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외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회사측의 창구담당자와 추후 관련 사무에 대한 결정방식 및 통보방식에 관한

회사의 내부규칙이 정해져 있다. 외부 변호사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직 내의 구

성원에게 접촉하거나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여도 조직의 편에서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경우

에 따라서는 해임 사유가 될 것이다.10)

결국 외부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활동은 결국 의뢰인인 조직의 내부규율 아래에서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 변호사는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조직 측의 일

방적인 해임통지만으로도 지극히 합법적으로 쉽게 해임당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사내 변호

사는 고용관계로 말미암아,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

이 해임통지를 하는 경우 부당한 취급 소위 부당전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조

직이 사내 변호사나 기업 내 법무부서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

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생산현장에서 어떤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직원에

게 침묵을 명하거나 직원이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법

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51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외부 변호사도 조직의 규율에 따

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일례 중의 하나이다.11) 본 조문은 조직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

우에 사내 변호사는 조직 상층부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내 변호사가

조직에 구속되어 그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

하여 사내 변호사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일정부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지우자는 취지로 보인다.

사실 지휘감독권과 관련한 문제는 사내 변호사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

10) 해임이 의뢰인 측의 부당한 이유- 예를 들면 의뢰인이 부당 내지는 위법한 소송 수행을 요구한데 대하여 외부 변호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해임은 유효하다. 보수 지급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남더라도 특정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머무를
권리는 없다. 

11)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내 변호사 관련 특별 윤리 규정이 없으나 추후 우리 윤리 규정에도 위 일본 규정과 같은 내용이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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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에서 복수의 변호사가 동일사건

을 맡을 경우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

호사 간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뢰인에게 통일된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한 변호사가 자신도 직접 의뢰인으로부터 위

임을 받았다며 법률사무소가 제시하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의뢰인에게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소송을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는 외부 변호사도 개인변호사 사무소가 아닌 합동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하는 한 조직의 틀

속에서 행동할 필요성이 있으며 항상 자신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조직이 사내 변호사의 행동을 규

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개의 문제이다.12)

법무부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법무부서에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을 주

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서장은 보통 제너럴 카운슬러라고 부르며 문자 그대로 당연히 변호사

자격자일 것을 전제로 한다. 제너럴 카운슬러는 대부분 CEO 또는 COO(최고집행책임자) 등

의 직속 기관이다. 

외국계 기업의 해외거점에서는 당해 국가의 자격자가 아니라 모국의 자격자인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제너럴 카운슬러는 신입 사내 변호사로 채용된 이후 순차적으로 승진해서 오르

는 직위가 아니다. 보통 외부의 법률사무소나 다른 기업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일하던 유능한

경력자가 바로 채용되거나 외부에서 시니어(senior) 직급의 사내 변호사로 채용된 후에 승진

하여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법무부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다 같은 변호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13)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의 문제를 예로 들면, 부정을 발견한 경우 조직 내의 부하 변호사라 할

지라도 상사인 변호사에게 그 발견을 보고할 보고의무가 있다. 상사인 변호사도 조직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결국 이 정보가 제너럴 카운슬러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러

한 보고는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최고 간부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윤리와 법무

부서라는 조직의 기능이 서로 완벽히 일치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직의 지휘감독권이 항

상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과 충돌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또한 변호사로서도 직무규율에 따르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징계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직업

인으로서 생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더욱이 외국계 기업이 많이 취하는 조직 원리 중에는

매트릭스(matrix)라는 것이 있다. 자회사의 법무부서 구성원이 모회사 사장의 지휘, 명령 하

02논문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검토

12) 本間正浩 ‘近未来の弁護士論　第1１回~組織內辯護士 辯護士 獨立性<２>~’ 法律のひろば　2009. 4. 69면. 
13) 이러한 개별 변호사들이 변호사윤리 등 직무상 규율에 구속됨으로써 법무부서 전체 구성원들도 직무윤리관련 규율에 따르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本間正浩, 전게논문, 70면.



74•제32호 부산법조

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본사의 법무부서와도 지휘계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부문에 대한 법무 부문의 독립성을 높이고 견제기능의 실효성을 이루도록

만든다.14) 이외에 각종의 계약프로젝트,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일반적으로 법무부

서의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사내 변호사가 조직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지휘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법무부서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사

내 변호사의 독립성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팀을 구성한 실례도 적지 않다.15)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상사가 부하에게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상사가 사내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 특정 의견을 지시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이 강

력한 독립성을 가지는 법무부서를 조직하더라도 법무부서 내부에서 유사한 문제가 생겨날 수

도 있다. 이는 조직의 숙명과도 같은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었

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독립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때 외부 변호사와 비교하여 어떤 평가

를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외부 변호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따르지 않는 것과

사내 변호사의 조언에 조직이 응하지 않는 것이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측면에서 볼 때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가.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조직이 사내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면 조직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외부 변호사도 사실 그 정도의 권

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외부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이는 어디까지

나 조언에 불과하고 의뢰인에게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뢰인인 조직은 어떠한 경우이

건 외부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

부 변호사는 독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차이는 어차피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16)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내 변호사와 관련된 문제는 고용관계인가, 위임관계인가, 또는 조직

내인가, 조직 외인가라는 표현에 따라 추상적, 일반적인 형식론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 그러

나 ‘사내 변호사에게는 독립성이 없다’는 논의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제

는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 변호사의 활동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독립성을 일

정부분 존중하는가 라는 실태론에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내 변호사에게 독립성이 있느

냐 없느냐라는 양자택일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직의 지휘감

독권에 따른 독립성의 문제는 사내 변호사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고찰되어야 한다.

14) 이것은 법무부서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고 재무, 인사, 리스크 관리 등, 법무부서 이외의 부서도 동시에 matrix체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5) H. P. Gunz and S. P. Gunz 도 이점과 관련하여 조직내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경감하는 수단으로서 조직의 규정에 조직내변
호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평가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전게논문 「Eth-
ical Implic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Professional Lawyers」, 28 U Brift Clum L. Rev. 123, 138면. 

16) 本間正浩, 전게논문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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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임가능성

사임가능성 역시 사내 변호사이든 외부 변호사이든 상대적으로 모두 안고 있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사내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로 전직하거나 독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특히

전직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 개별 변호사간의 경력이나 능력의 차이

가 크기 때문에 조직 내 변호사라는 전체 집단을 두고 사내 변호사의 전직의 어려움을 비교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 문제만은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확실히 사내 변호사에 비하여 외부 변호사의 집중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변호사 측에서 함부

로 잘라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항상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한편 유능한 사내 변호사의 경우에

는 외부 변호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전문자격, 즉 단독개업이 현실적으로 가

능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내 변호사는 전직이 용이하다면 조직에 대한 사임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17)

결국 사내 변호사는 전직이 용이할 때에 한하여 사임이라는 선택지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고

외부 변호사는 다른 의뢰인이 많은 경우 사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정도의 차이

는 있을지언정 사임에 따른 리스크는 부담하게 되므로 사임하기 힘들다는 것이 꼭 사내 변호

사의 독립성만을 위협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 업무의 성질 관련

앞서 사내 변호사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그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과 사내 변호사의 업무 자체가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외부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 문제 역시 상대적인 문제에 불

과하다. 즉, 사내 변호사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승인권과 거부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권한을 행사하며 직접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부 변호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한이다. 다시 말해 사내 변호사는 관련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조직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의

존부 정도에 관해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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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인 변호사를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비하여 피용자인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직과
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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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실적인 장애

사실상 사내 변호사가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있다.

회사의 상사나 동료는 형식적으로 규정상의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도(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문제가 따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사

내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의견에 간섭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전항에서

도 검토한 바와 같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알게 모르게 변호사의 판단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부 변호사에게도 많건 적건 그러한 압력이나 영향

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은 결국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설사 상사나 동료가 압력을 가하여 오더라도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대하여 그와 같이 요구하

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역량이나 능력과 관련된 문제도 있겠지만 전문가에게 다른 요

구를 함으로서 추후 변호사가 침묵한 결과 실패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을 각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자신의 보신(保身)과 관련한 리스

크를 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지시를 내린 구성원이 이사라면 대표소송을 당하게 될 리

스크로도 발전하게 된다.19)

현실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결국 당

해 조직이 조직 내외의 변호사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 권한,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4. 결어

사내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막는 요소는 조직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조직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이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소신에 따라 사임하기가 쉽

지 않을 수 있고 조직의 지휘감독권과 주위에서 들어오는 현실적인 압력 등이 사내 변호사의 독립

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요소들이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외

부 변호사에게도 완전한 독립성이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외부 변호사 역시 사내 변호사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사임이 가지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위임인의 지휘감독권과 조직의 압

18) 本間正浩 , 전게논문 71면. 
19) 本間正浩, 전게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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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아래 있으며, 의뢰인인 조직이 가진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 결국 사내

변호사이든 외부 변호사이든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위와 같은 독립성에 대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임에 있어서 양자의 리스크 차이가 결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외부

변호사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조직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 변호사는 사임을

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외부 변호사는 조직이 제공하는 정보만 수동적으로 제공 받을 뿐이나 사내변호사는 조직내의 정

보에 직접 접근하여 소속 조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20)

또한 사내변호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때 당해 조직의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사내 변호사의 지위 고하에 따라 그 영향력이 대소가

바뀌게 될 것이지만 적어도 법적인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에는 전혀 참가할 수 없는 외부

변호사보다 영향력이 크다.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문제는 무조건 사내 변호사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

다. 사내 변호사의 역량과 적극성에 따라 외부 변호사보다 더 조직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내 변호사의 적극적인 태도는 기업문화 발전과 준법경영에 크게 이

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는 조직 차원에서 사내 변호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와 사내 변호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

한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02논문사내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검토

20) 本間正浩, 전게논문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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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상법(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이하 ‘개정상
법’이라고 한다)에서는 250여개에 이르는 많은 조문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1962년 상법이 제
정된 이래 가장 대규모의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래서 혹자는 이를 개정이 아닌 제
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새로운 기업형
태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것, 둘째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강화,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도 도입,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등 주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지배구조분야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 셋째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의 제한 완화, 법정자본금제도의 정비 등 회사재무분야에서의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상법 개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하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
로써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1)

이하에서는 위 여러 가지 개정상법의 내용 중에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이 초래하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
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주식취득의 경제적 본질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
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배당이 허용되는 이상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개정 상법 역시 이러한 논리에 착안하여 자기주식취득을 이익배당
과 유사한 구조로 접근하면서 자기주식취득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Ⅱ. 자기주식의 취득
[관련 조문]

03논문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1)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2011년 12월호

구조문 신조문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
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

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
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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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주식취득의 위험성과 편의성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자본충실에 반하고, 회사지배논리를 왜곡시키며, 회사
자신이 투기의 주체가 되어 주주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이 자기주식취득의 폐단을 설명하
는 전통적인 논리였다.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만큼 주식의 유동물량을 감소
시키고 동시에 우호적인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적대적 기업

구조문 신조문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
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
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
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

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6월 이
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
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
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
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 제2호 및 제3호
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
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
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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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에 대항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유통수량을 줄임으로써 주가를 지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자기주식을 방출하여 주가를 진정시킬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오히
려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은
위험성과 편의성이라는 양면성을 갖는 까닭에 어떤 입법정책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제기
되고 어떤 점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나.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원칙

개정상법이 자기주식취득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는 했지만, 이론적으로 상법상의 원칙은
여전히 취득금지라고 말할 수 있다(341조 1항, 341조의2 본문). 즉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반
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배당가능이익을 가지고 취득하는 것과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에서
열거하는 취득만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의 자유(341조)

1) 입법이유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자기주식의 대표적인 폐단은 자본충실의 저해이다. 회사의 유동자
산이 자기주식과 바뀌어 유출됨으로 해서 회사의 지급능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회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은 어차피 주주들에게 사외유
출이 허용된 자산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폐단
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근래의 입법추세이고 개정상법도 이를 따른 것이다.

2) 요건과 절차

개정상법은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
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2)의 금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341조 1항 단서). 이는 단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금액이 배당
가능이익의 금액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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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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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식을 취득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3)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341조 2항 본
문).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에 의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잉여금의 처분을 뜻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실행할 수 있는 회
사라면 이사회의 결의로 족하다(341조 2항 본문, 462조 2항 단서).

주주총회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 그 한도가 배당
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법은 취득가액의 한도나 취득할 주식수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에 여유가 있다면 1주를 제외한 발
행주식총수 전부를 소각하는 것도 무방하게 되는바, 이에 관하여는 입법적 보완을 요한다
는 견해도 있다.4)

3) 취득의 실행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총회결의로 정한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했다고 해서 이사가 이에 구속
되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재무현황과 주식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취득의 여부, 시기의 선택 등을 이사가 경영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주주총회가 자
기주식취득을 결의한다는 것은 이사의 취득행위를 사전에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
다. 한편, 자기주식은 1회에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차에 걸쳐 취득하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이사는 주주총회가 정한 취득할 주식의 총수
와 취득가액총액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취득방법(주주평등의 원칙)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할 때에는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해 자본충실이 저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주주간에 불공
평이 생길 수 있다. 즉 회사가 일부의 주주를 선정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선정에서
소외된 주주들은 투자를 회수하거나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공평이 생기고, 또 자기주식의 취득가격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주주간에 이윤배분을 차별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법은 이러한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득방법을 거

3) 이철송 “상법강의” 제13판, 박영사 제359면, 정찬형 “상법강의 下” 제255면, 최준선 “회사법” 제6판, 삼영사 제301면.
4) 이철송, “2011년 개정상법 축조해설” 82면, 2011년 10월,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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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소에서 매수하는 방법(341조 1항 1호)과 기타 방법(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방법, 341조 1항 2호)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시세가 형성되므로 가격형성의 면에서 공정하고 또 어떤
주주나 매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상법은 거래소를 통한 취득을 자기주식취득방법
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모든 주주에게 이론적인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지만, 실제는 거래기법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집중적
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래소를 통해 취득하더라도 그 형식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주주
들에게 실질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5) 이러
한 원칙은 회사가 기타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즉,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
칙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정주주로부터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소수견해6)도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7)이다.

5) 취득의 제한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그 유무와 규모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어느 시
점에서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을 근거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의했더라도 이후 실행단계에
서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결손상태일 수도 있고, 자기주식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당해연도
에 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법은 자본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
을 금지한다. 

즉,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즉 결손이 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341조 3항). 결손 여부는 결산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결손이 예측될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말라는 취지이
다. 그러므로 이사는 결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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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4대정판 355면, 박영사 
6)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상사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55면
7) 정찬형 “상법강의 下” 355면, 이철송 “회사법강의” 305면, 최준선 “회사법” 288면, 최기원 “신회사법론” 331면, 송옥렬 “상법강의”

8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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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462조 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
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341조 4항 본문). 결손이 인식되는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는 날이다. 즉, 자기주
식의 취득일은 결손이 인식되는 시기보다 선행한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4항 본문은 결손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했음을 뜻하
는 것이고, 그 예측하지 못함을 비난의 근거로 삼아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사의 증명책임하에 과실이 없으면
면책시킨다. 즉, 이사가 결손이 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341조 4항 단서). 또한, 결산을
하기 전에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그 이후에 결손
이 났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사에게 본조의 책임
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특정목적의 취득

상법 제341조의 2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회사의 목적을 위해 부
득이하게 취득을 허용해야 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제341조가 취득제한의
예외로서 열거했던 사항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만 삭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그대로 가
져온 것이다. 개정 전에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란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및 자본감소를 위
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리고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
데, 개정상법에서는 이익소각을 폐지하였고, 자본감소와 상환주식의 상환은 각각의 근거에
의해 행해지므로 굳이 자기주식취득의 예외로서 열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Ⅲ. 자기주식의 처분

가. 의의

개정 전 제342조가 규율하는 바는, 주식소각을 위해 취득한 주식은 지체없이 실효절차를 밟
고, 제341조가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및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질권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라는 것이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을 의미하고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의 행사 또는 양
도를 말한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주식소각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없어졌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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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었고, 기타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보유를 어떻게 다룰 것
이냐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개정상법은 개정 전과 달리 처분을 강요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보유를
허용함을 전제로 하는데, 다른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해서 이와 차별할 이유가 없다
는 취지로 이해된다.8)

나. 처분주체

개정상법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개정상법은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열거
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장차 취득할 자
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견하여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대부분 이사회
의 결의로 결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고, 이 점에 개정의 의의가 있다.

개정 전에도 자기주식의 처분은 통상의 손익거래로 취급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업무집
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풀이해 왔으므로 개정상법이 이사회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점에 큰 의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었던 것과 달리, 개정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으
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 점에 유의하면 자기주식의 처분이 갖는 의미가
개정전후에 걸쳐 같을 수가 없다. 개정상법 하에서는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사가 회사의 소유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다. 결정사항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다
(342조).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이때 처분할 상대방이란 어의적으로는 자기주식의 매수인이 될 자를 의미하지만, 특정인을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수인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매수인을 선택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것, 모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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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철송, 앞의 논문 제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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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에게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특정인을 정해 상대매매로 처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처분방법이란 법문상 상대방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을 정하는 것 외의 매매
및 이행의 요령을 의미한다.

라. 처분의 범위

자기주식의 처분이란 매각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3조
에 의한 소각 또는 매각이라는 두 가지 용도에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상환주식의 상환, 이익배당, 합병교부금은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345
조 4항, 462조의 4, 523조 4호), 이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시
킬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을 상환주식의 상환, 이익배당, 합병교부금의 지급에 사
용하는 것은 위 관련조문에 의해 직접 허용되고, 상법 제342조는 그 밖의 처분을 규정한 것
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 관련 문제

1)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개정 전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는 “회사는 제342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회사가 예
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밖
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개정상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고, 그 대신 개정상법 제342조(자기주식
의 처분)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
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
득한 경우에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종래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견으로,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을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이에 따라
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즉,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상법
의 태도, 종래에도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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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면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목적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달리 볼 필요
가 있다. 이 경우는 배당가능이익에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본
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
식을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동일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
법의 착오로서 종래의 규정을 부활시켜야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9)

2)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

개정상법상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은 단순하게는 회사의 자본조달이나 운용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처분의 범위, 처분의 대상 등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즉 경영권과 직접 연결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의 신주발행과 비슷하다.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이나 신주발행은 양자 모두 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이고,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자기주식이 처분되거나 신주발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권과 직접 연결되는 점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
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418조)을 준용할 것인지가 논란(긍정설10), 부정설11))이 되어 있다.

사견으로는, 자기주식 처분의 성격과 중요성,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자기주식 처
분에 대해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법상 자기주식은
대부분 회사의 재산으로 보는데(자기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는 전환사채가 아니라 교환
사채이고, 현물배당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등), 회사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면
서 특정주주에게만 유리하게 배정하여 경영권을 확보해준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신주발행제도와 자기주식의 처분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신주발행은 엄격
히 규제하고 자기주식 처분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거래법적 성격을 가지고 신주발행제도는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는 견해12)도
있으나, 양자 모두 회사법 체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배구조와 자금조달이라
는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한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도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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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재열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 과제” 23면, 선진상사법률연구 56호, 최준선 “회사법” 제6판 70면, 송옥렬 “상법
강의” 제3판 840면

10) 정찬형, 최준선, 송옥렬
11) 윤영신 “개정상법상 사채제도”, 회사법 전문가 토론회의 자료집 34면, 송종준 “자기주식의 처분절차규제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06. 11. 9.
12) 이철송 “회사법강의” 91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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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나, 전
환사채 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429조)를 유추적용하는 판례(대판 2004. 6. 25, 2000
다37326)와 같이,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서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해석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하급심 판례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유추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데(긍정하는 판례13), 부정하는 판례14)), 이러한 판결들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제한되는 개정 전 상법에서의 상황을 다룬 것이다. 개정상법에
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자체는 폭넓게 인정하되, 그 대신 처
분대상(주주평등의 원칙, 주주의 신주인수권), 처분가격의 공정성(공정한 가격), 처분절
차(신주발행절차의 준용)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주식취득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상법은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
고,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등 자기주식취득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
였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며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
하는 등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의 괴리를 많이 축소한 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방향
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선진국의 입법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주가관리
및 이익분배 등 재무관리상의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15),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16) 한편, 이러한 개정상법의 내용이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인 지방 중소기업에게도 과연
적합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의 형태로서 주주구성이 단편
적이고, 이익잉여금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 상법 개정 이
후 자기주식 취득을 가장 먼저 활용한 기업은 비상장 대기업인 삼성에버랜드였다는 사실을 볼
때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3) 서울서부지원 2006. 6. 29. 2005가합826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 30. 2007카합30, 서울북부지원 2007. 10. 25. 2007카합1082
15) 최준석, 김순석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39면, 상장협 연구보고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
16)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74면,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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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

✽김 가 람 변호사

I. 머리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제한하는 유류분제

도가 1977년 우리민법을 일부 개정할 때 신설되었다.

오늘 날 가족은 해체가 가속화되어 가족 간의 일체감이나 동질성은 희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하

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본고에서는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제기되는 유류분청구로 인하여 과세상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 의의

✽ 법무법인 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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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로마법에서부터 유언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

으로써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야 하고 이

를 위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한 유증을 하거나 또는 법정상속인을 배제한 유증은 법률상 효력

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해주는 제도였다.1)

2. 현행유류분제도의 구조

우리민법의 유류분제도는 개인재산처분의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전,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조정 위에 성립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지고 있다.2)

첫째,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미리 구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유류분침해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셋째,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일정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3. 유류분의 산정

(1)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진 재산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말한다.(민법제1113조)

다만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는 제외

된다.

(2) 증여재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만 유류분산정가액에 산입된다.(민법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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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주수, 주석상속법(하)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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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행이 1년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포함시키지 않는다.3)

다만 1년 전에 행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

을 알고 행한 경우에는 유류분산정가액에 산입된다.

(3)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상속개시

전 1년전에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민법제1118조, 제

1008조)

(4)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
증여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는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死因)처분도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4)

(5)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한 유상행위
유상행위라도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이루어지고 당사자쌍방이 이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

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정당한 가액에 수수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5)

(6) 공제되어야 할 채무
유류분산정에는 적극재산 등에서 채무를 공제한다.(민법제1113조제1항)

채무에는 사법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채무 즉 벌금이나 세금도 포함된다.6)

4.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되고 있다.

형성권설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증이나 증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잃게 한

다고 하고 청구권설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있다.

3) 김주수, 앞의책 492쪽
4) 김주수, 앞의책 495쪽
5) 김주수, 앞의책 496쪽
6) 김주수, 앞의책 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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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수유자나 수증자등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상대

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이것은 의사표시의 방법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재판상 청구

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7)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효력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된다.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

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 1115조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재산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

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상당액을 반환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물반환주의 원칙에 서 있다고 보여진다.

Ⅲ. 현행상속세법구조

1.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자연인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9)

반면 증여세는 증여등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세

는 사전상속이라고도 말하며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세적인 성격을 지

니고 있다.10)

2.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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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8) 서울지방법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 판결
9) 차병권, 재정학개론(박영사, 1984) 555쪽
10) 이태노/한만수, 조세법강의(2012년판) 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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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전부를 과세단위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자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11)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으로 나누기 전에 유산총액을 과세

단위로 하여 누진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분을 과세단위로 삼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12)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상속인 각자의 몫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13)

3. 상속세 과세가액

(1) 상속재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를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여기에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신탁재

산·퇴직금등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2) 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다음각호와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신고 납부
(1) 상속세신고의 법적성격

11) 구욱서, 사법과세법,(유로, 2010) 703쪽
12) 구욱서, 앞의책 703쪽
13) 차병권, 앞의책 559쪽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가4) 대법원 1977. 7. 26. 선고75누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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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신고의무는 과세관청에 대

한 과세자료의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이 신고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14)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결정 즉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확정이 된다.(국세

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

(2) 상속세 신고절차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

표준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다.(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5. 경정청구특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

은 자에게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이나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

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

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2013. 2. 15. 개정)

Ⅳ. 유류분청구와 세법상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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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2009년판) 163쪽



96•제32호 부산법조

1. 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유류

분청구에 따라 당초의 증여의 효력은 소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0...3)

당초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수증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12제2호에 의하여 수증재산을 반환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납부한 증여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수증자나 유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하고 유류분재산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1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그 권리가 확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를 하고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류분권리자

는 상속세 추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상속세 감액경정청구를 하고 과다납부한 상속세환급을 받을 수 있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동시행령 제81조) 

이 경우 현행세법에 유류분 청구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증가된 때에 추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무신고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① 긍정설 : 상속세신고납부의무에 관한규정은 추가로 상속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추적용

이 되어야 하므로 무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다.16)

② 부정설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의무기간 종료시에는 유류분청구에 관한 권리가 확

정된바 없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고 유류분청구

권리가 확정된 때에 추가신고 납부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

산세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한다.17)

15) 서울고등법원 2012. 4. 27.선고 2011누32784 판결
16)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2014구합20118 판결
17) 조세 심판원 2008. 12. 22. 결정 2008중224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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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어 : 생각건대 조세법은 침해적법규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정설에 찬성한다. 과세실무는 유류분권리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

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이 양도하는 다른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세실무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도 당초 반환 받을 원물과 새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을 교환

한 것으로 보아 원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다.18)

그러나 이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의제로서 위법한 과세라고 본다.

Ⅴ. 맺는말

유류분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수행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

하므로 이러한 조세부담문제를 고려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의뢰인에게 조언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유류분청구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소송실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04논문유류분청구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

18) 국세청유권해석 2006. 6. 12. 서면4팀-1686; 2012. 2. 2. 재산세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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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 (하)

배 소 민 변호사

I. 들어가며

2014년도 부산법조 제31호에서 다나카 마사히코(高中正彦) 변호사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

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이라는 논문의 일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위 논문을 번역

한 (상)편에서는 변호과오의 의미와 변호과오 관련 일본 판례 및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된 구체적

인 사례들에 대하여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II. 본문-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

5.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사례 1)

1)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 (상)에서 1~4항까지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99

이제부터는 그동안 어떠한 보험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습니다. 각 사례들은 변

호사배상책임보험 사례집의 제1집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업무

중에 실수하기 쉬운 것이 어떠한 분야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분류한 것이므로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1) 기간 · 기한의 도과

기간·기한의 도과와 관련된 변호과오 사례들은 카토판사의 분류에 따르면 단순실수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사례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소기간도과나 상고이유서 제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이지만

제1회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결석하여 궐석판결이 나왔던 예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파

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금을 받지 못한 케이스, 면책신청을 잊어버린 케이스

도 있으며, 그 외에도 상속포기 신청기간을 경과해버린 예도 있습니다.

단, 상소기간도과 사례 중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원의 실수가 개입된 경우도 있었고 관

련 판례도 있습니다. 사무원이 판결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문 접수일을 하루 뒤로 잘못

적었는데 상소기간 마지막날 항소장을 제출하였더니 각하를 당한 예입니다. 대부분의 경

우 변호사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지만 송달일과 관련한 사무원 교육을 태만

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케이스는 주로 변호사가 자신의 법적지식에 대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변호사가 민사소송규칙의 정확한 내

용을 모른 채 막연히 상고 신청을 하면 재판부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칙 194조에 상고이유서를 5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

입니다. 

보험금 지급사무 심사회에서는 변호사가 상소기간을 도과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 각 케이스에 대해 심사합니다. 본 심사회의 구성원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는데 각 안건마다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의 성격이 배상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간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심사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부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고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바뀔 것인가 하는 여부도 심사합니

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하게 되며 이때 위자료 금액

은 30만엔에서 50만엔 정도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자비로 소

정의 위자료를 따로 챙겨주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05논문변호사배상책임보험 적용례로부터 배우는 변호과오의 방지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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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론기일을 오해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의 날짜를 수첩에 오기하

였기 때문에 결석해 버려서 궐석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하는 수밖에 없

었기 때문에 항소에 필요한 비용이 보험료로 지급되었습니다. 

파산채권신고서 제출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에는 배당금 상당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일정 기간내에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것을 잊어버린 예

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파산신청 의뢰를 받았는데 이 중 한 명에 대해

어떤 사정이 있어 면책 신청을 늦추고 있다가 얼마 후 잊어버리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로운 파산법에서 파산신청서는 면책신청을 한 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고 보

는 규정이 생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일단 언급하여 두겠습니다.

상속포기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도 단순한 실수입니다. 상속에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 중에

는 위급시의 유언에 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민법 제976조 제2항에 따르면 위급시의 유

언을 하는 경우에 민법에 정한 기간 내에 확인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변호

사가 이러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사례입니다. 아마도 육법전서를 잘 확인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형사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문제와 관련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비용의 보상청구가 가능한데 담당변호사가 재판비용 보

상을 형사보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 청구기간이 2년이라고 착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비용은 무죄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변

호사가 육법전서를 참고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소년법과 관계된 사

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소년심판사건에서 항고장을 작성할 때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않고 나중에 주장하

려고 한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절박한 경우에는 청

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잠시 보류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를 추후 밝히는 때가 있는데 이

를 형사재판에서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해 변호사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는 추후에 밝히겠다고 기재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항고취지를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소년심판규칙 제43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항고는 각하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들은 모두 평소에는 거의 찾아보지 않는 특수한 법률들과 관련된 사안들인

데 변호사들이 관련 법령을 육법전서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귀찮게 여겨 문제가 생겼습니

다. 이러한 변호과오는 변호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지만 육법전서를 자세히 살피

는 습관만 붙인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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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 

시효와 관련된 변호과오도 단순실수형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안에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의사가 좀처럼 증상고정 상태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자 통원하는 것

을 중도에 포기해 버렸는데 당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고 말았

다는 케이스가 전형적입니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법의 단기소멸시효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간 문제가 있는데 이는 법률에

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었다거나 자

력이 없을 때에는 유일하게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만 의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3) 보전처분의 실기

적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한 경우도 있습

니다. 그러나 당해 케이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적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

았기 때문에 당해 토지가 팔리고만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심사회에서는 ‘보

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까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지만 위 사

건에서는 변호사에게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러나 개인적으로는 선관주의의무의 일종으로 변호사는 문제해결에 적합한 적절한 처치를

선택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변호사는 부수적 의무에 의해서 의뢰인에게 보전처분에

관하여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법률상담

다음은 법률상담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기한·기간 도과에 비하면 그 숫자는 현저히 적지만

변호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 케이스도 어느 정도 있으며 세법관계가 특히 많습니다. 전형

적인 것이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

는 문제입니다. 이혼사건의 재산분할뿐만이 아니라 유산분할 사건에 대해서도 세금 문제

가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도산사건 중 재건형(再建型)의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재건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세금문제에 관한 소상한 법률지식들을 모두 체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

릅니다. 그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지인을 만들어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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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지인들을 가까이 두고 의문이 생기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둘 필

요성이 있습니다. 

(5) 당사자확인의 해태

당사자간 확인을 해태한 케이스에는 조금 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잘못하여 피

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송금계

좌를 기재한 합의서를 보내어서 그 계좌에 송금하였더니 후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이 밝

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합의서를 주로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는데 어떤 문제로 나쁜 사람이

우편물을 받게 된 경우 오송금을 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합의서를 전부 본인 입회하에 작

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몇 번이나 피해자를 찾아갈 수도 없으므

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착각한 사례 중에는 법인을 상대방으로 해야 되는데 이를 착각하여 개인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가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 무익한 소송을 제기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두 번째 소송의 소제기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하였습니다. 

화해조서 상에서는 본인명의의 계좌가 송금계좌로 되어 있었는데 변호사가 상대방의 대리

인의 계좌에 입금을 한 딱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본인으로부터 ‘자기와

상대방 변호사는 지금 서로 다투는 상태인데 왜 변호사 계좌로 송금을 하였냐’고 클레임이

걸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상대방과 상대방대리인간의 분쟁에 휘말려버리게 된

딱한 케이스입니다만 상대방대리인은 변제수령의 대리권한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

문에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 확인과 관련해서는 잘못하여 동성동명의 사람에게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마을 내에 같은 성과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있었다고 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도

착하였지만 피고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여 당사자를 착각하였던 것이 판명되었

습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를 착각하여 소를 잘못 제기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당해

피고와의 합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를 착각한 케이스는 행정소송에서도

있었는데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를 착각하여 잘못 제기하였던 케이스입니다. 

(6) 특정 수임사항의 해태

특정 수임사항의 해태라는 분류항목에서는 주로 변호사가 무심코 하는 실수가 원인이 되

는데 전체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측이 손해보험회

사가 이미 지불한 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기지불 금액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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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자백에 해당합니다만, 그 금액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기지

불금의 액수를 항소심에서 수정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즉, 의뢰인으로부터 자백의 철

회를 부탁받았지만 변호사가 철회하는 것을 잊어버린 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경매기일이 정해지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부탁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이를 통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례입니다. 당해 부동산을 타인

이 경락받아 버려서 의뢰인으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게 되었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경락받

지 못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보험에서 지급하였습니다.  

(7) 보고 · 설명 · 조언의무의 해태

설명 의무 등의 해태에 대한 케이스는 건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중에는 변호사

가 변론기일을 무단으로 연기하여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습니다. 

의뢰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단독화해의 예는 판례에는 나타나지만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사

례에서는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심사회에서는 변호사가 행한 화해

이상으로 유리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지어음에 의한 청구 사건이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사례집의 제1집과 제2집에 각 한

건씩 있습니다. 백지어음의 백지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배서인을 피고로 하여 어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백지어음을 지급제시 하여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초보적인 문제를 무시한 것입니다. 백지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 것은 기본적인 사법시험 문제나 다름없는 사안입니다만 변호사는 백지어음을 제시하

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서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인

공부부족으로 보입니다. 

(8) 의뢰인의 승낙을 얻지 않은 화해 · 조정

의료업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납득시킨 다음에 치료하는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제도가 예전부터 주장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변호사 업계에

서도 의뢰인의 주권 존중이 주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내게 모

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의정리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두 명의 동료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동시에 월급에 대한 채무정리를 부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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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주의해서 “당신의 채무정리도 하는 것이지요?”라고 당사자에게 확

인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채권자에 대하여 수임통지를 하고 만 케이스

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당해법인의 의향도 잘 확인하지 않고 법인의 청산수속을 진행시키

고 말았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는 이유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로 의뢰인이 갑자기 변호사에게 적의를 드러낼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가장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의뢰한 변호사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세심한 케어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항상 사건 경과에 관한 보고서를 보내고 의뢰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희망하는지 세심하게

듣고 독단적인 화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집행절차

민사집행절차에 정통한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사집행사건을 수

임하면 민사집행의 실무 등도 해당 책을 꺼내어 열심히 읽어 보지만 집행실무는 참으로 어

렵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례 중에는 집행절차의 실수에 대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액의 오기이며 관련 사건 수도 매우 많습니다. 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금액을 오기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가 배당요구를 잊어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리고 또 많은 것이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민

사집행법은 사법시험과목도 아니고 사법연수원에서도 특강 정도만 있을 뿐 민사집행법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세히 교육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강제집행 전문변호사라

는 용어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 사건처리 시에서 강제집행에까지 이르는 사안은 그리 많

지 않으며 화해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변호사의 민사집행법에 대한 이해도

가 매우 얕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전부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잔부의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생략하

겠지만 역시 민사집행법은 자기도 모르게 태만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10) 파산관재업무

파산관재업무는 말하자면 실수의 보물섬과도 같은 분야입니다. 

파산관재인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배당요

구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파산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에 대한 취급이

변하였는데 납부기한 도래 후 1년 이내의 것만이 재단채권이 되고 그 이전의 것은 우선파

산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파산법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재단채권이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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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세청은 배당요구서를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었고 파산관재인인 변호사는 당해 배당요

구서를 파일에 철하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배당요구가 도착한 것을 잊고 채권자들에게 배

당을 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청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청구를 하면 변호사의 체면이 구겨지지는 않기 때문인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산관재인의 파일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산사건이라는 것은 큰 사건일수록 선, 수임직후 끊임

없이 전화벨이 울리고 채권지급청구서 등의 서류가 산처럼 도착하고 은행으로부터 예금

등의 상계통지와 같은 내용증명도 산처럼 옵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책상

위가 산처럼 쌓인 서면들로 뒤덮입니다. 그 와중에 파일링을 대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

니다. 제 자신도 제게 오는 우편물 전부를 스스로 분류하는 등의 잡무까지 직접 하냐고 묻

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 아니고 하

루 온종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사무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여 활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배당표를 작성할 때에 무심코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을 신청한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채권자로부터 증거서류가 도착하여 이의의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바빠서 깜빡 잊어버리고 이의를 철회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관재업무의 실수는 대부분 파산관재인이 바빠서 생기거나 배당요구서 등을

파일에 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일

링이라도 제대로 해둔다면 대부분의 실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6. 변호과오 방지법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변호과오의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은 변호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토판사가 지적한 변

호과오의 세가지 유형에 대한 방지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단순실수, 케어리스 미스를 막는 방법입니다. 단순실수의 전형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기

간·기한의 도과입니다. 사무직원이 송달일을 잘못 적어 보고하였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도과

하였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항소기간만료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

에는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수첩에 본래

의 항소기간의 하루 전을 항소기한이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루 전에 00사건 항소

기한이라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붉은 색으로 항소기한을 적는 사람도 있습니

다. 왜냐하면 바쁜 변호사들은 수첩을 열어 보더라도 통상 1달 후의 일정까지 살펴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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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길어봤자 사나흘 후의 일정까지만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일은 이 사건, 모레는 이 사건’

이런 식으로 쫓기며 살아가다가 그러던 어느 날 수첩을 보고 내일이 항소기한이라는 것을 알

게 되고 항소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연락이 의뢰인으로부터 오지 않고 위임장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항소기한 중에 병에 걸리거나 긴급한 사건이 들어온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간·기한과 관련된 변호과오에 대해서는 항상 육법전서를 보고 확인토록 하는 습관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사례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

규칙, 소년심판규칙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변호과오를 저질렀던 예들이 있습니다. 앞서 위급시

의 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기본법인 민법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였습니

다. 변호사는 이러한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매우 착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주

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사건심리와 서류편철과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류편철은 각각의 사무소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색 있는 편철방법을 사용하는 사무소를

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사건의 경우에는 파일의 수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저도 도

산사건을 여러 건 가지고 있습니다만 파일이 상당한 수에 도달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서류는 변호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격 탓인지 변호사들 중에는 책상

위에 서류를 산처럼 쌓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서류의 산 밑에서 2

센치 정도 되는 위치 즈음에 자신이 찾는 서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인

사람은 그래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서류편철을 제대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

고 사건을 관리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니 이러한 방법도 좀 더 고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독단적인 처리 또는 불성실로 분류되는 변호과오는 의뢰인에게 철저히 보

고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두면 해결될 것입니다. 우선 의뢰인에 대한 보고서 송

부에 관해 말하자면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중에도 ‘의뢰인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

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의뢰인에게 보내는 한 의뢰인은 어지간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경우 법정에서 변론이 끝나면 보고서를 적어 상대방으로부터 나온 서

면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기 위해 의뢰인을 사무소로 부를 때

의뢰인이 클리어 파일에 매회 제가 보낸 보고서를 정리하여 형광펜으로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

어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의뢰인이 그렇게까지 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있을 줄은 몰

랐습니다. 

보고서에 대해 말하자면 의뢰인용 보고서를 제대로 적게 되는데 적어도 반년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보고서에는 거짓말은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있던 것을 그대로 적어서도 안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선생의 준비서면의 주장은 의미

를 알 수 없다”라거나 “요건사실이 정리되지 않았다” 등의 엄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

로 보고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즉시 해임될 것이 뻔합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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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구석명을 받았다”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적지도 않을 것이지만 거짓말을

적어도 안 됩니다. 여기에 보고서를 적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독단적인 처리에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자인 국민의 권리의식이 종전보다 강해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독단

적으로 처리한 사안 중에서는 의뢰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사건도 산재해 있

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사무관리적으로 사건처리를

진행할 때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유념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부족형’의 변호과오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러한 변호과

오는 변호사의 공부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변

호사들은 상법개정 속도에 따라갈 수가 없다고 자주 말하는데 요즘 회사법은 1000조가 넘는

방대한 법률이 되었고 파산법도 전면개정되어 법률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변호

사가 되었던 1979년도 유비각의 육법전서는 두께 5센치 정도의 한권짜리 책이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유비각의 육법전서는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 세워두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

의 두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법률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에 꾸

준히 법률공부를 하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연

을 마치고자 합니다. 

III. 결어

2회에 걸쳐 다나카 마사히코 변호사의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

호사협회차원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지급사례를 공표하거나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사례집이 발간될 정도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일

본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구체적인 변호과오 사례는 추후 우리나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변호과오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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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의 사회를 혹자는 정보화 사회라고도 한다. 정보는 힘이다. 국가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이 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시대는 지났다. SNS, 페이스북 등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민

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민간기업들의 발 빠른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동

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된다. 정보에의 접근이 쉬워진 덕분에 국민들의 알 권리 등

권리의식은 더욱더 신장되었고, 국방부 등 각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은 엄청나게 쇄

도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자신들의 의견을 국정 운영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의 행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1)

과도한 정보공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유

발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국방부

등의 국가기관은 아직까지도 의식의 전환과정 중에 있고, 북한과의 대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면, 특히 군이 보안이 생명이라는 인식하에서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정보공개에 대해

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잘못된 정보유출로 국가안위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국정불안을 야기하였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들로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보공개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정보비공개나 형식적인 공개를 하

여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기밀보호 내지 보안이라는 두 가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연혁, 정보공개제도의 기능과 법적 근거,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며, 국방부와 그 외 국가기관간의 정보공개 절차상

의 차이점과 차후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II.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연혁 및 기능

1.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권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인정하여 국

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에 의한 행정의 공정화·민주화를

실현하려는 데에 그 기본이념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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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운영의 개선방안, 2008, 35~35면.
2) 김동희, 행정법Ⅰ(신정판), 2004, 박영사, 36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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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적 공권을 말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같은 자기와 직

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3)

2. 연 혁

가. 미국

미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66)은 1946년 연방행정절차법(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1946)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3조를 개정한 것으로,

연방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원칙적 공개주의, 개인의 이들 정보에 대한 평등접근권,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보공개원칙에 대하여, 국가

안전보장정보·행정기관의 내부문서·범죄수사 등의 기록·기업관계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정

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9개항의 적용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

이에 더하여 정보자유법을 강화해 오픈정부법(The Openness Promote Effectiveness in our

National Government Act, 2007)을 제정하여 정보자유법을 개정하였는데,5) 기본취지는 1996

년 정보자유법의 목적이외에 미국의 체제가 개방성에 의해 스스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확

신하고, 의회는 정부가 미국국민에게 열려 있어 접근가능하고, 알 필요(need to know)가 아닌

알 권리(right to know)에 항상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자유법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6)

오픈정부법은 정부정보서비스청(Office of Government Services)을 신설하여 정보청구자와

기관 사이의 분쟁을 소송과 배치되지 않는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기록관리의 목적상 정

부계약에 의해 제3자가 보유하는 기록도 공개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자의적이고 무기준적인

공개청구에 대한 거절방지를 위한 절차적 보완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7)

나.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야마가타현(山形縣) 카네야마정(金井町) 등 일부 지방자

3)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 2009, 박영사, 402면.
4) 김동희, 앞의 책, 369면. 
5)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제23호), 2008, 216면.
6) 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228면.
7) 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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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서부터 공문서공개조례가 제정·시행되다가, 2001. 12.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 1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행정문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완수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와 비판 하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정보공개의 기본이념으로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의 완수를 들고 있는 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고 있다.8)

정보공개는 개시청구권자가 개시대상기관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대상정보에 대해 개시청구

를 하면 당해 행정기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를 개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일본은 개시청구에 대해 개시청구에 관한 행정문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응답하는 것만으

로 불개시정보를 개시하는 것과 같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존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당해 개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일본법 제8조), 이는 예외로서의 불개시정보에

더한 예외를 두었다.9)

정보개시청구자가 당해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해 불복신

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적 구제가 좌절될 경우 행정사건소송법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결정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적 구

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10)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청주시가 1992. 1. 4. 조례 제1호로 최초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시행

하였으며,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제도는 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

영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면서 동 지침은

1988. 1. 8. 자로 폐지되었다.  

3.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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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입법과는 달리 일본 내 반 수 이상의 광역 지자체는 정보공개의 목적으로 알 권리를 명기하고 있다(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292~293
면, 294면).

9) 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300면.
10) 한국언론재단, 앞의 책,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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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정전반의 과정과 그에 따른 정

보에 접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국정활동에 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

고 그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이다. 

III.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가.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에 그 본질적 내포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

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12)

나.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알 권리를 1)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에서 도출하는 견해13), 2)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및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14), 3)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15) 등이 있다.

다. 판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1989. 9. 4. 선고 88헌마22판결에서 “청구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

부보유 정보의 개시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한 부작위는 헌법 제21조에 규

정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 제1조, 제4조의 해

석상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로서 인정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

라 판시하여 전통적으로 헌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제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7조 등도 근

거로 제시하기도 한다.16)

12) 김동희, 앞의 책, 370면
13) 허영, 한국헌법론, 2009, 박영사, 516면.
1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501면.
15) 김철수, 헌법학(상), 2008, 박영사, 982면.
16) 성낙인, 헌법학(제10판), 2010, 법문사,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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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 토

살피건대, 알 권리는 전통적으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이해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적극적 권리로서 기능이 강조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도 근거로써 제시되어야 하고,

알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권리이므로 헌법 제10조도 근거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2. 법률·조례·행정규칙

가. 법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4.

11. 19. 타법개정. 법률 제12844호)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

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

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제3항). 또한, 교육

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일반

법으로 적용된다.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의 공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

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

는데(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국방부는 군사상의 기밀의 제공 및 공개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국방정보공개운

영훈령(2010. 11. 9. 제정 국방부훈령 제1281호)’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방기관17)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운용하고 있고,18) 2011. 10. 19. 일부 개정하여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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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 훈령이 적용되는 국방기관은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본부 및 그 예하부대·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이다(훈령 제2조 제3호).

18)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제정이전에는 국방행정정보공개지시(국방부 지시 08-2003, 2006. 7. 10)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시행하였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10. 7.)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한편, 국방부 자제적으로 정보의 사전공표대

상으로 병역제도개선, 장병처우 개선 등 15건을 추가하였으며,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공개의 실효성이 미흡한 병영문화 개선, 온나라시스
템 확산 등 5건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심의 시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에 법무관리관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및 동법 시행령이 2013. 과 2014. 각 개정된 내용은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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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자 병역사항 등의 정보 공개

간혹 사회지도층이나 관심자원의 병역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직자나 공직후보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

항의 신고 및 공개제도에 대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2014. 5. 9.

일부 개정 법률 제12551호)”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

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지자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등에게 자신과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의 징병검사 내용이나 복무분

야, 계급 등 제반 병역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법 제2조, 제3조), 병무청

장에게 공직선거후보자나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에 대하여 관

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내지 제10조).

라. 정보공개조례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

례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

전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정보공개사무는

국가 전체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법

률에 의하여 체계화된 기준이 마련된 후 그 범위 안에서만 조례가 가능하다할 것이므로 법

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위법하다는 견해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견해

의 대립이 있었다.

법원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사건에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

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

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반

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20)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1999. 9. 21. 선고 97누5114판결에서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

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

2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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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1994. 3. 2. 제정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 행정규칙

중앙부처는 소관업무 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2003. 6. 24. 제정 국무총리 훈령 제442호)에 의거하여 각 부처별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실무

에 적용하고 있다.

IV. 정보공개법의 내용

1.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및 기관

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여기에서의 ‘국

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

단 · 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21)

외국인도 국내거주자이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경우,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

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정보공개기관

정보공개 의무기관은 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부투자기관도 포함된다.22)

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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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명 ‘추적60분 정보공개사건’에서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

법인으로 방송법에 의하여 따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23)고 보았다.

다. 타 국가기관이 생산한 군사기밀의 관리주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데(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아닌 타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생산하여 지정한 군사기밀을 공개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안조치는 누가 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보안업

무규정 제23조 제2항 등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을 제공 또

는 설명할 경우 외에도 비밀취급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 공개할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이 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24)

라. 군 검찰부가 정보공개기관인지  

군사법원법상의 보통검찰부가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보통검찰부는 독립된 조

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통검찰부는 군

검찰사무운영규정(2012. 3.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690호) 제2조 제3항의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검찰관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 군사법원법(2013. 4. 5.

일부개정 법률 제11731호) 제36조 제1항의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2013. 6.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630호) 제2조 제2호상의 “기관이란 국

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

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2000. 6. 27. 제정 대

통령령 제16862호) 제4조의 “군검찰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다.”는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군검찰부는 기관으로서 검찰사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정되어 있고,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검찰사무를 수행할 수 없

으므로 검찰사무의 일종인 군사재판기록 등사거부행위는 군검찰관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자

23) 서울행정법원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판결.
24)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령해석회신, 타 정부기관 생산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안조치를 해야 하는지, 199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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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전고등법원도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장을 피

고로 한 1999. 10. 15. 선고 99누453판결 재판기록 등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 보통검찰

부장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개혁참여연대가 정보공개기관인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개혁참여연대’(이하 ‘개혁참여연대’라 한다)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등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8. 5. 21. 선고 2006구합

43719 판결에서 “개혁참여연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국유재산

매각 등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민법상의 사단법

인에 준하는 사법인으로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수익사

업과 관련된 계약서 등은 개혁참여연대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의 정보가 개혁

참여 연대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개혁참

여연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

약서 등의 공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2. 공개청구대상인 정보

가. 정보의 개념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말

하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나. 방송용 테이프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법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의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방송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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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원본테이프25)는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학교 성적증명서 등 제 증명서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사관학교 퇴교자가 일반대학에 편 · 입학을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 제 증명서발급을 사관학교

에 청구한 경우, 위 서류가 공개거부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정

보공개법은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공개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

는 특별한 경우 발급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퇴교자가 일반대학에 편 · 입학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26)

라.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27)에는 공개대

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28)

3.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공개거부

를 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

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청구인들이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29) 아래에서는 각 호별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25)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
나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
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26)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령질의회신, 사관학교 퇴교자의 편입학 가능여부, 2000. 3. 31.
27) 서울행정법원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판결. 
28)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판결.
29)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229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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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법률 등에 근거한 비공개정보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2008. 12.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군

사기밀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을 둘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법률에 위임한 명령’ 중에 대

통령령만이 열거된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30)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본다.31)

(2) 국가간 협정체결을 위해 작성한 협정문 초안 공개청구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문 초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

여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호상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개

념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

지 등을 의미하는데, 미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

보라고 할 수 없어 그 실질적 내용상으로도 위와 같은 Ⅲ급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정문초안이 적법하게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32)

라면서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협정문 초안 공개청

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국가정보원의 조직 등에 관한 정보 공개청구

06논문군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검토

30)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제10판), 2010, 박영사, 413면.
31) 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6두11910판결.
32) 서울행정법원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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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

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상의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

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 정

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

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하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내용과 범위, 그 조직과 정원을 국정원

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정

보원에 대한 국회정보위원회의 예산심의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구 국가

정보원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

요한 경우로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33)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군수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청구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이하 ‘헬기도입사업’이라 함)에 대한 피고 감사원의 감

사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 감사원의 거부처분취소소송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감사결과보고서는 군사 2급 비밀로서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상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그 기관의 장을 거쳐 공개요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원장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에서 국방부의 헬기도입사업에 대

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군사2급 비밀에 해당하며,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제1항

33)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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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제9조 제2항, 제3항,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공

개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되, 중요 군사기

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

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절차를 거쳐 공개거부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생각하건대, 헬기도입사업은 군사2급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정보와는 달

리 군사기밀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에 별도의 정보공개절차에 따

라 거부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국가간 협정체결을 위해 작성한 협정문 초안 공개청구

앞서 설명된 가. 의 (2) 사례에서 재판부는 “한 · 미 FTA 협정문 초안은 상품의 관세인하 ·

철페,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 · 미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 통상

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 · 미 양국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 · 미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

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34)

고 하면서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상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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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행정법원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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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여기에서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 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

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말한다.35)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

부한 사안36)에서, 대법원은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로 심사 · 의결한 부분은 심사 ·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이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

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간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부분은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여기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상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37)

(1) 국가간 협정체결을 위해 작성한 협정문 초안 공개청구

3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판결.
3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판결.
3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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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가. 의 (2) 사례에서 법원은 “한·미양국은 한 · 미 FTA협상에 있어서 협정문 초안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개시하여 협상진행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협상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단일한 통합협정문을 만들며, 일부 내

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수정제의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문초안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이라고 할 것이다.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전략수정에 대한 요

구로 협정문 내용이 당초 전략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으므로, 한 · 미 FTA체결을 위한 업무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하여 한·미 상호간에 교환한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청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

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

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

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공개청구

법원은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에서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자료’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 등도 포함

되어 있어서 그 원 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

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

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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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

률 제8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군사시설공사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청구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공사 입찰계약에서 낙찰되지 못한 업체가 입찰과정 중 작성된 제안

서 평가 및 심의결과서의 공개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의사형성과정 정

보와 관련 행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신

중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 전과 달리 의사결정 후에도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

행을 위해서도 군부대 오폐수처리시설공사 입찰계약관련서류의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판

단한 바 있다.38)

(5) 자신이 작성한 근무평정표상의 업무실적 기록 공개청구 

공개청구권자가 자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

여 근무평정표상 피평정자 자신이 기록한  업무실적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육군본부

는 군 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는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평정표상의 업무실적이 비공개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정결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 제9조 제1항 제1호상의 비공

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은 피평정자가 작성한 업무실적을 기초로 평정

자가 근무평정표의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정결과 및 평정권자를

삭제하고 자신이 작성한 업무실적만 기재된 근무평정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인사관

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한 바 있다.39)

(6) 인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청구

38)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령질의 회신, 오폐수처리시설 입찰계약 관련 정보공개청구건 법령질의 회신,  2010. 11. 2.
39)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령질의 회신, 평정표상 피평정자가 기술한 내용을 피평정자에게 공개 가능 여부, 20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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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청구

계룡대 체력단련장 직원이 육 · 해 · 공군 공동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하여 실시한 승진심의

결과에 대하여 근무평정표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등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사안에서, 육군본부는 육·해·공군 공동위원회의 심의

와 평가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

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의와 평가업무의 수행 등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무평정표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40)

2) 예비판사 임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평가내용 공개청구

위 1)사례와 같은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은, 2001. 12. 21. 선고 2001구34832 판결에서, “법

관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국가정보원의 원고에 대한 존안자료, 면접관 평가 내용 등과

같이 모두 원고에 대한 예비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와 평가 내용에 관한 정

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법관임용심사위원들의 법관임용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청구

위의 1), 2)사례와는 반대로 인사관련 기록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

례가 있는데, 자신의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취록 일체의 공개를 요구한  사

안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해 개최한 피고 산하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이미

종료된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회의록 및 녹취록 중 인사위원들의 발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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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분은 그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고에게 위 징계에 대하

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

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1)

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1)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하며, 공공기

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42)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

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

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43)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

인의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

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

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4)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의 증빙서류 공개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 증빙서류의 공개청구에 대하

여 해당 정보에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개

41) 인천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구합4753 판결.
42) 전주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43)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4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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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45)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등의

증빙서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수령자정보 공개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

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금품수령

자정보 등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금품수령자 중 공무원이 있음)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

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 ·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

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다.”46)라고 보아 금품수령자정보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제3자의 판결문 공개청구

모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제3자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

구 사건에 대하여 위 정보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

서, 청주지방법원은 위 정보 중 제3자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공개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47)고 판

시하였다.

(5) 타인의 군 인사기록 공개청구

06논문군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검토

45) 서울행정법원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판결.
46)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판결.
47) 청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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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군 인사기록 공개청구에 대하여 권리침해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공개를 결

정한 사례가 있는데,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을 상대로 자신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망한 예비역들의 인사

기록카드 내용 중 일부(1947년 당시 계급, 소속, 직책)를 발췌한 기록 사본의  제공을 요청

한 사안에서, 육군본부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사망한 예비역들의 인사카드기록 중 일

부 내용이고, 청구의 목적이 청구인 자신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보훈심사위

원회의 의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예비역 유족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48)

이와 유사한 경우이지만 상반된 견해를 취한 사례로,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생이 월북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관련자료로 동생의 월북사실

을 부정할 수 있는 증인을 찾기 위해 동생이 복무하였던 1955년 당시 21사단 63연대 2대

대 6중대원(이하 ‘중대원’이라고 함)의 호주, 본적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서, 공개

청구대상인 정보는 중대원의 호주, 본적 등 제3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로서 이는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상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49)

(6) 제대군인의 군 인사기록 공개청구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관리하고 있는 제대 장병의 성명·주소를 재향

군인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육군본부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직접 식별 정보)와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간접

식별 정보)를 의미하므로, 공개청구대상인 정보는 제대 장병의 성명·주소로서 제대장병의

개인정보로 판단되며,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어지

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될 것이나,

재향군인회가 개인정보 제공 요구하는 목적은 재향군인회의 소개 및 가입권유를 위한 것

이므로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결국 사익이 공익보

48)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령질의 회신, 정보공개청구 관련 법령질의 회신, 2008. 9. 3.
49)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령질의 회신, 정보공개 관련 법적 질의 회신,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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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50)

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

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를 제외한다.

(1) 개혁참여연대의 수익사업 운영 관련 자료 공개청구

개혁참여연대의 수익사업에 의하여 얻는 수익금, 그 집행내역 등 예산 · 결산내역 및 이

외 관련된 총회와 이사회의 논의내용 등을 공개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정보가 개

혁참여연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수익사업

계약상대방은 조달청, 방위사업청, 육군군수사령부 등의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인 목적

을 위하여 특수한 지위를 갖춘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상이군경회

의 수익사업은 사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등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

므로 위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데 있

어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거나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상의 비공개대상정

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51)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나 국

방부의 경우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공개법과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기밀보호법, 국가

정보화기본법이 적용된다.

가. 일반 정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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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법령질의 회신, 재향군인회 협조요청에 대한 법적 질의, 2006. 6. 14.
51) 서울행정법원 2008. 5. 21. 선고 2006구합4371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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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장소 등을 명

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

로서 통지하되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

13조 제1항, 제4항).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

당하는지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52)

나. 군사기밀의 경우

군사기밀의 공개절차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해당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고, 중요군사

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거나, 군사외교상 필요한

경우, 군사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

술개발·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군사기밀공개요청

서)로써 요청할 수 있고, 군사기밀공개요청서를 접수한 부대의 장은 그 기밀의 공개에 대한 자

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공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을 거쳐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동법 시

행령 제9조).

5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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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방정보 공개절차

정보공개의 처리기한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방정보공개

운영훈령 제12조). 

정보의 공개여부는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

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국방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DB 등의 정

보는 정보화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국방정보공개

운영훈령 제13조).

청구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장소 등을 명시

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법적 근거, 결정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개결정통지를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국방정

보공개운영훈령 제15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하

되,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국방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DB 등

의 정보는 정보화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제13조). 여기에서의

‘정보공개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제2조 제6호). 

정보공개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법 제11조상의 정보공

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방기관은 자체 실

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데(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제17조), 심의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국방정보공개운

영훈령 제19조). 

라. 부분공개제도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

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4

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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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53)

5. 권리의 보호

가.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1)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해당 정보 관계 공공기관을 상대로 비공개 내지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19조). 

(2) 행정소송

1)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거부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는 어려움이 없다. 판례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

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54)고 본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처분성은 인정된다.55) 헌법재판소도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

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정보공개법 제6조, 제9조, 제18조에 의하여 국민에

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

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수사기록사

본교부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5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판결.
5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55) 홍정선, 앞의 책,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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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의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후 대상정보의 폐기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판례도 정보공

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

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고 한다.56)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 관련 공공기관에게 있다.  

(3) 국가배상

앞서 본 행정쟁송과는 별개로 청구인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청구인이 당해 정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으로서 가지는 알 권리

의 침해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57)

나. 제3자의 권리 보호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만약,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 ·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개대상정보는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

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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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58)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위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임에도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하였을 경우,

당해 정보의 주체인 제3자는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

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 정보공개업무 담당자의 보호

군 관련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에 의거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

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나 징계사유

가 된다(형법 제127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5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군인사법

제56조).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비밀엄수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

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양자간의 적절한 조화가 문제되는데, 정보공개 관련법규에 따라 정보

를 공개한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적용은 배제된다.59)

Ⅳ. 정보공개법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자세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하루빨리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알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령상 비밀’이란 법률 그 자체에서 비공개정보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비공개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사상 비밀’이라는 포

괄적인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즉, 비밀엄수의무 등을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0조와 같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근거로

하거나, 군내 자체적인 내부지침 등 불명확한 근거에 기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국

가안전보장, 국방, 통일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공개거부를 하는 것은 국방부의 존재목적

상 불가피하나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공개거부를 하는 것은 지양되

어야 한다. 

5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판결.
5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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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도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업무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

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체

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질 높은 업무 전문화교육을 정기

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사시스템상의 전문화가 어려울 경우

민간전문가의 확충을 통한 보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예

산확보가 시급하다.

2. 비공개사유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의 문제

정보공개법은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 ‘현저하게 해할

우려’ 등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비공개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예컨대 ‘음란물’의 범위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제도의 성격상 비공개될 정보를 법에서 모두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미

국과 일본의 법도 우리와 비슷한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공개대상정보

의 포괄성과 추상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하여 보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른 유형의 정보에 대해

서는 국민들에게 예측성도 주지 못하므로 공공기관은 나름대로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

들어 운영하되 세부적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부분만 판결로써 확인·시정하는 방

안이 바람직하다.60)

3. 정보공개 업무담당자의 보호제도 마련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데, 현 시스템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

용하는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업무담당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정보공개제도

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많은데, 지

나치게 방대한 자료의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청구하거나 국가기관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항

의표시로 동일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릴레이식 청구를 하는 경우

를 그 예로 들 수 있다.61) 동일 사안에 대한 공개청구 횟수를 제한다든지, 형사적 제재나 행정

06논문군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검토

60) 한위수, 정보공개법-현행법에 따른 운영실태 및 평가(제112호), 2003. 5, 시민과 변호사, 44~45면.
61) 한위수,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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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태료부과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등으로 업무담당자들이 소신 있게 업무처리

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자도 개인의 영리목적, 타인에 대

한 권리침해나 국가기관이나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

민의식이 요망된다.

Ⅴ. 결 론

우리는 매일 매일 SNS, 페이스북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에 접하면서 살고 있

다.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은혜적으로 베풀어주던 정보제공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개인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되어 각 국

가기관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정보의 질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가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뒤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북한의 도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일촉측발의 긴장된 남북대치상황을 생각하면, 국방부

가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잘못된 정보유

출로 여러 번 국정불안을 야기하였던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보공개요구에 응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정보비공개나 형식적인 공개를 하여 국민의 알 권

리를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양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국가기관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부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군사기밀보호법,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 국방행

정정보공개지침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하며, 업무담당자들의

잦은 인사교체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질이 떨어지므로, 직무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국방정

보공개운영훈령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작업을 하는 등의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

요하다. 또한, 공개업무담당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경직화된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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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매일 매일 SNS, 페이스북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정보에 접하면서 살고 있

다.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로만 만족하면서 살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국가

기관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정보의 질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기관은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가기보다는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원활한 행

정운영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개요구를 부담스러워한다. 최근 들어 더욱 긴장된 남북대

치상황을 생각하면, 군이 다른 국가기관보다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 잘못된 정보유출로 여러 번 국정불안을 야기하였던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보공개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정보

비공개나 형식적인 공개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양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국가기관들은 기관별로 세부적

인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방부도 국방정보공개운영훈

령, 국방행정정보공개지침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잦은 인사교체 등으

로 업무의 전문성과 질이 떨어지므로, 직무교육 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의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개정작업을 하는 등의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공개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경직화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마련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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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oday's society is a so-called information-oriented society.The age of information monopoly by
governmental institution has gone. Consciousness of right of the people has been rising because
anyone can easily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the demand for disclosure of in-
formation toward state agencies including Defense Ministry has been increasing as well.
But ROK army responds to the request fo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more sensitively than any
other state agencies, considering a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We have experienced to put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 by the information leakage, so we
can't react unconditionally to request fo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Even though it is true, this
does not mean that their rights can be ignored. Thus, every state agency including army has to
strive for fulfilling the balance of Right to know and National security.

Method
Claim rights of reques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Agency means that individual
can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agencies. Human dignity and worth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it’s rights are actualized by “law”(Act on Disclosure of Infor-
mation by Public Agency) and other rules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Every information, as it a rule, is on public by law, except 8 cases of information like national se-
cur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tc. I organized 8 exceptional cases based on the judicial
precedents in army.

Result
The law not only guarantees the rights to know by responding to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
mation, but also ensures governmental operation transparency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t
the same time. If the information had not released, the public interest on information closing should
be bigger than the sacrifice of specific interest to Right to know.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needs systematic complement in order to revitalize. First, refreshing work processes by state agen-
cies in a way of administrative opportunism, Second, providing professional and institutional strat-
egy for the person in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needing for mature civic awareness not
to do a malicious complaints. Third, preparing standards of judgment in detail and the educational
program for improving specialty and ability of army workers.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hat Army responds sensitively to release of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recent
tens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lthough Army can't ignore people's Right to know
against the stream of times by closing and red taped disclosure of information, army keeps trying
to protect the rights and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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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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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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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사법현황

가. 외국기업의 정보수집활동에 철퇴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데, 기업과 관련한 사법의 현황은 어떨까?

상해시 제1 중급 인민법원이, 영국계 제약회사 Glaxo-SmithKline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기업의 의

뢰를 받고서 기업관련 정보 수집을 하던 사설탐정(corporate investigator) 부부(남편은 영국인, 아내

는 미국인)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중국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명목으로 유죄선고를 하였

다. 그들 부부는 2013년 중반에 구금되어 2014. 8. 8. 비로소 법정에 나와 바로 그날 하루 만에 심리,

평결과 유죄선고가 내려졌는데, 남편 험프리는 2년 6월의 징역과 벌금 20만 위안, 아내 위씨는 징역 2

년과 벌금 1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외국의 사설탐정이 관련된 첫 케이스인 이번 사건은 중국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중국의 개인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왜 사설탐정이 정보수집활동을 했는가?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사업을 하려거

나, 중국인을 채용하려 할 때 중국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중국 자체의

기업회계 서류나 개인신상정보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서 부득이

외국기업은 사설탐정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여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수집이 처벌

✽안 영 문 변호사

2014 海外法曹

(지난 2014년 1년간의 해외 법조 관련 소식을 TIME, WALL STREET JOURNAL ASIA, ASIAN LEGAL BUSINESS, 日弁
連會誌 등에서 발췌하거나, 부산 영미법연구회의 발표내용에서 인용하였다.)

✽ 법무법인 다율 대표변호사, 부산 영미법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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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외국기업으로서 중국내에서 사업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회사들의 재정상태

보고서는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사기적인 경우도 있다. 

중국은 최근에 외국기업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

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9년에 강화되어, 개인의 의료기록, 통화기록을 취

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회계자료를 국외로 내보내는 것은 국가기

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한다.

나. 외국인 기업경영자들의 지옥체험 

한편 2년 전 중국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여성은행원(Ms Wu)이 느닷없이 당국에 연행되어 감금된

일이 있었다. 이유는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한 은행고객이 은행에 예금한 수백만 달러를 인출하여

종적을 감춘 일이 발생하자 중국당국이 그 자가 불법적으로 돈을 번 혐의가 있다고 보아 그 자를 수

배했으나 찾을 수 없게 되자 대신 이 여성은행원을 감금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외국회사의 중역들이 뇌물제공이나 탈세혐의가 있다든가 할 때 느닷없이 투옥, 감금되

거나 허름한 호텔에 연금되거나, 그 밖의 신상의 자유를 구속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민사소

송을 당해도 여권을 압수당하게 된다. 비록 이 여성은 범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후 1년에

걸쳐서 감옥생활, 호텔연금,  출국금지 등을 겪는 와중에 인생이 크게 꼬여버렸다. 2014. 8.에는 중

국 당국이 캐나다 국적의 부부를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로 구속했다. 그 부부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

대에서 커피숍을 경영하고 있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 중국에서는 외국인

이 더 이상 우대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국인에 비해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지경이다.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대기오염 등의 여러 불리한 환경 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얼마나 많

은 외국인이 체포되는지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외국인 여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

국적 기업에 근무한다고 해서 감옥에 안 간다는 보장은 절대 없으므로, 기업경영자들이 신중하게 행

동해야 한다. 중국에서 사법절차상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

지 못하는 점, 경찰에서 알몸 수색을 당하는 일, 정식 기소나 체포절차 없이 구금당하는 점 등이다.

위의 여성 은행원도 그랬지만 범죄혐의가 있으면 느닷없이 체포하여 실컷 조사하고 나중에는 그냥

풀어주어 버린다. 이런 사법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제 인권단체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폭력, 살해협박, 인질로 잡히기, 여행금지 등의 위험에 직면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2012년 중국의 형사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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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문기구 제조 수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고문기구(tools of torture)를 수출하

는 중국의 회사 숫자가 지난 10년간 엄청 늘었다. 그중 많은 고문기구가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의 손

아귀에 흘러들어 간다. 지금 약 130개의 회사들이 전기충격봉(electric shock stun  baton), 못 박

은 봉(spiked baton), 무거운 족쇄(weighted leg cuff), 기타 위험한 형구들을 생산하고 있다. 2003

년에는 28개 회사이던 것이 10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 중국 국영 씬씽수출입공사는 엄지손가락

수갑(thumb cuff), 전기충격총(electric shock gun), 구속의자(restraint chair)를 생산하는데,

2012년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1억불이 넘는 거래를 했다. 엠네스티의 관계자는 “중국은 엠네스

티 인터내셔널이 보기로는 본질적으로 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고문도구들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리

더격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인권침해가 만연하여 고문을 통한 자백을 얻어내기도 보통이다. 고문기구의

제작과 거래에 관하여 법적 제약이 없어서 그러한 장비들이 전세계의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한 상황

하에 있는 곳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기구들이 어디로 수출되는지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도구가 못박힌 봉(spiked

baton)이다. 이것은 특별히 고안된 고문기구인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전기충격봉

(electric shock stun baton)은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허벅지나 목 같은 민감한 신체부위에 손상

을 준다. 무거운 족쇄(leg cuff)는 착용한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엄지 수갑(thumb cuff)은 톱니모

양으로 되어 있어, 단단히 조이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다.

한편 엠네스티는 합법적인 도구들, 예컨대 최루가스(tear gas), 폭동진압용 장비 등도 중국으로부

터 우간다나 콩고 등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라. 중국의 신형사소송법

중국에서는 2013. 1. 1.부터 신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그 입법목적에 보면(법 제2조), 「인권을 존

중하고 보장」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변호권의 보장을 강화하여, 첫째로 변호인을 의

뢰하고 선임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져서, 수사기관에 의한 제1회 신문기일 또는 강제수사가 행해

진 날로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구법에서는 사건이 검찰의 기소심사에 이송된 때로

부터 선임 가능). 

둘째로, 일부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가 피의자 단계에까지 확대되었다. 즉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검찰, 경찰은 법

률원조기구에 통지하여 그 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파견시켜 변호를 담당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구법에서는 피고인에게만 인정).

셋째로,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된 때로부터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단 국가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범죄 등에 관하여는 접견제한이 가능하다.

넷째로, 피의자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가능하게 하여 자백의 강요 등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단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앞의 사건들을 보면 실무는 아직 이와는 거리

가 있는 것 같다.

2.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 손해배상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2014. 3.에 그 회사 소속 MH370기가 행방불명되더니(이 비행기는 남인도

양 어디 가라앉았다고 보고 아직 수색중이다), 7월에는 MH17기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도중, 분쟁지역인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하는 등 연이

은 대형사고를 당하였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한 MH17과 관련하여 항공사에 과실(negligent)

이 인정될 경우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할 것이다. 이 비행기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쏜 미사일에 의하여 격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283명의 승객 중 일부가 국제협정(보통

몬트리얼 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배상액 113,100 SDR(위 비행기 추락일인 7. 17. 기준

으로 174,000달러)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법률가 사이에

서도 아직 말레이시아 항공에 과연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그 항공루트를 그 사고 전에 여러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들도 이용했기 때문에 유독 말레이시

아 항공만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999년의 몬트리얼 협약에 의하면 항공사는 승객 한 사람 당 113,100 SDR까지는 비행기가 전쟁,

테러 등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항공사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사고가 순전히 제3자(예를 들면 무장 반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을 항공사

가 부담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무한책임을 진다.

앞으로 과연 말레이시아 항공사에 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

여 좀 더 살펴보면, 지난 4월에 미연방항공청(FAA)은 미국 비행기의 크리미아 반도 상공의 비행을

금지시켰다(러시아가 합병한 직후).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친러시아 반군들이 우크라이나 정

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을 이용하여 유럽에서 동남아로 비행을 계속했다.

그러므로 사고 전 1주일간에도 여러 항공사가 수백회 그 루트를 이용했었다. 그리고 민간 항공기가

반군의 타깃이 된다는 징후도 없었다. 그러니 무슨 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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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항공사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상공으

로 비행기를 운항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잘못도 없다는

입증을 못하는 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원

칙만은 변함이 없다(The airline will be completely

liable for all damages until they can prove that fly-

ing over the war-torn area was not negligent as a

matter of law).

3. 미국의 사형집행상의 문제점 

가. 사형집행 사고 발생과 그 원인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많으나, 사형제도가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사형집행방법도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교수형에서 전기의자를 거쳐 지금은 독극물 주사(lethal injection) 방식이 대

세이다. 독극물 주사는 신속하고, 고통 없고,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세 가지 약물을 혼합하여 주사하는 방

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 세 가지 약물이란 다음과 같다.

1) 진정제로서, 소디움 티오펜탈(sodium thiopental)

2) 마비제로서, 판쿠로늄 브로마이드(pancuronium bromide) - 브롬화 판쿠로늄이라고 함

3) 심장정지약으로, 포티시움 클로라이드(potassium chloride) - 염화칼륨이라고 함

위 세 가지 약물의 혼합 방식은 종전에는 약물 구입하기도 쉬웠고, 신속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

기 때문에 전형적인 집행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주마다 독극물 혼합방법이 제각각이고 그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각 주들은 전부터 사형집행을 위해서 대형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독극물을 구입해 왔다. 그런데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사형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단속을 강화했다(유럽에서는 사형이 전반적으로 불법이다. 단 한 나라 벨라루스만 사형제

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독극물 재고량이 줄어들자 각 주는 종전의 약물 외에 그에 대체되는 약물

을 구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의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심지어 교

도소장이 자기 이름으로 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무너진 공급체인 때문에 여러 주들이 새로운 약물의

결합을 시도하게 되었다. 2010년 이래로 사형제가 있는 32주 중 15개주가 새로운 독극물 주사 방식

을 사용했다. 지금 9개주는 치명적 독극물을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 공급원을 숨기고 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항공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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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과정에서 사고들이 일어났고, 이는 앞으로 사형집행의 가장 인간적 방법으로 여겨져 온 독

극물 주사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2014. 1. 9. 오클라호마주는 사형선고 받은 마이클 리 윌슨이란 자에게 펜토바비탈, 베크로니움

브로마이드,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이 세가지 악물을 투입했더니, 윌슨은 죽기 전에 온 몸이 불에 타

는 것 같다 하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약 4개월 후에 오클라호마주는 또 다른 약물을 시도했다. 4.

29. 주에서는 클레이튼 라킷이라는 자를 사형집행했다. 이 자는 2000년에 19살 된 여자를 쏘고 산

채로 매장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자인데, 이 자에게 미다졸람, 베크로늄 브로마이드, 포타시움 클

로라이드를 주입했다(어디서 이 약물을 구입했는지 당국은 밝히지 않음). 미다졸람은 원래 라킷을

무의식상태로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 두 치명적 약물이 처방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첫 약

물을 투입하자 겉보기에 정신을 잃은 것 같던 그 자는 눈을 뜨고 중얼거리고 눕혀진 침대를 쥐어 뜯

고 하였다. 안 되겠다 싶어 교도소장은 형집행을 연기하고 이후에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형집행

시작된 지 43분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또한 2014. 1. 16. 오하이오주에서는 처음으로 전에 사용해 보지 않은 방식인, 진정제 미다졸람과

진통제 하이드로모폰 두 가지의 약물을 사용하여 어떤 자를 사형집행하였더니, 사형 집행에 통상 걸

리는 11분을 15분이나 초과하여 무려 26분이 걸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독극물 주사 방식을 재검토하기를 명하고 모든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금의 독극물 주사 방식이,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한 미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미대

통령 오바마도 법무장관에게 사형집행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9개주는 사형집행을 보류했는데, 그 이유의 일부분은 사형대기자들이, 누가 공급하는지도

모르고 종전에 테스트해보지도 않은 새로운 약물을 그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비인도

적으로 죽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주리주, 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에서는 종전의 사형집행방법 - 즉 총살, 가스살 등 - 을 되살릴지 검토하고 있다. 

<1976년 이후 미국 각주의 사형집행 숫자> <2013년 각국의 사형집행자수>

Global executions for 2013
China 1,000+
Iran 369+
Iraq 169+

Saudi Arabia 79+
United States 39

Somalia 34+
Sudan 21+
Yemen 13+
Japan 8
Others 42+(in 12 countries)
Source: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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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사형집행 방법의 변천

미국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그 범죄자들은 존엄

한 죽음을 할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19세기에는 교

수형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전기의자에 의한 집행으로 바뀌었다가, 1920년대에

가스실에 의한 집행 방법이 도입되었는데, 이 방식은 아주 깨끗이 죽이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1930

년대 사형집행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는 하루걸러 한 명씩 처형되었는데, 이때 전기의자, 가스실,

총살이 병존했다. 사형집행은 점점 줄어들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는 중지되었다가 1977

년에 다시 집행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집행된 유타주에서는 총살로 집행했다. 이후 좀 더 인도적 집

행방법을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제이 챕프만이 발명한 이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서 1977년에 오클

라호마주가 처음으로 약물에 의한 집행을 한 이래로 다른 주들이 이를 따랐다. 지금까지 이 방식에

따라 약 1,200명 이상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마취전문의사들이 일부 사형집행을 당한 자들이 사형집행 중에 의식이 있

으면서 마비만 된 상태였다는 의심을 가졌는데, 데이비드 러바스키(마이아미대학  마취전문의사)는

49명의 사형수의 사후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 중 21명이 마지막 독극물이 주입될 때 의식이 있었고,

잠재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세 가지 약

물의 투여 방식에 대하여 2008년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Baez v. Rees). 

이 사건에서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방식에 대하여 합헌 판단이 내려졌으나, 이를 계기로 몇몇 주

에서는 독극물 주사 방식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9년에 오하이오주는 독극물로 단 한

가지 주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취용 소디움 티오펜탈이다.

그런데 2010년에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제약회사 호스피라가 제조상의 문제 때문에 소디움 티오

펜탈의 제조를 중지했다. 이유는 이탈리아 정부가 미국 감옥용 약의 생산을 중지하도록 호스피라 회

사에게 명했기 때문이다. 호스피라가 소디움 티오펜탈의 생산을 중지하자 오하이오주 관리들은 바

비튜릿 펜토바비탈이라는 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덴마크 신문에 이 약에 대해서 일련의

비판적 기사가 나가고, 60명의 의사와 학자들이 서명한 편지가 영국의 주요 의학 저널 “Lancet"에

실린 이후 그 약의 덴마크 제조사는 미국 교도소에 대한 판매를 막았다. 

주요제약사들이 유럽에 있고 유럽은 대체로 사형을 금지하므로, 미국의 사형집행에 치명적 영향

을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 각 주는 이 약 저 약 실험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 더 복잡한 문제

독극물 구입이 막힌 몇몇 주에서는 약의 구입을 위해 제약회사가 아닌 조제전문 약국(compound-

ing pharmacies)으로 방향전환을 했는데, 이러한 약국은 주문에 따라 소량의 약을 섞어 제조하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주정부의 가벼운 관리감독을 받는다. FDA의 감독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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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까 약의 질이 약국마다 다르다. 2012년 뇌막염 발생시에 64명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

이 이러한 약국의 오염된 약의 공급과 관련이 있다. 그 약은 매사츄세츠주의 어느 약국에서 공급한

것이었다.

병원들은 그런 약국의 약을 기피하지만, 교도소의 관리들은 그런 약들도 마다 않고 구입한다. 적

어도 7개주가 그런 식으로 독극물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주들도 앞으로 늘어날 거지만 정확한 통계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도소 관리들이 더 이상 공

급자들을 안 밝히니까...

라. 더 깨끗한 집행방법은 무엇인가

사형제도 찬성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론조사에서는 63%의 미국성인이 사형제를 찬성하

고 있다. 사형집행에 전문가들인 의사가 참여하면 좋을 테지만,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위

반된다고 참여하지 않고 교도소 관리들은 비전문가이다. 2013년에 사형대기자 3,088명 중 39명만

집행되었다. 집행자 숫자가 적어 교도소 관리들도 사형집행에 숙달될 수가 없다.

독극물 주사 방식에 관해서도 단 하나의 약물의 과다투여 - 티오펜탈 같은 진정제 -의 방식을 고

려하기도 한다. 이것이 집행하기에 훨씬 수월하기도 하다. 정책입안자들 중에는 비문명적이라고 해

서 포기했던 이전의 집행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도 있다. 어떤 사람을 의자에 잡아매고 10번

이나 바늘을 찔러대고, 개처럼 잠재우기 위해 약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비인간적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인도적이라고 여겨졌던 독극물 주사 방식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문제

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 영국의 변호사 제도

세계 각국의 변호사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법정변호사

(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 두 종류가 있어 도대체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을 위하

여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1)

가. 법정변호사(barrister)

법정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변호를 담당하고, 사무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한다. 법정의

재판절차에서 법정변호사가 필요한 당사자는, 바로 법정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우선 사무변호사를 선

임하여 사무변호사가 법정변호사를 선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현재는 양자의 업무가 접근하고 있다.

1) 이 부분은 우리 영미법연구회의 박문학 회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현재 영국유학을 가서 수학 중이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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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현재 법정변호사수는 15,270명이다.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는 되는 과정이 다르다. 법

과대학을 졸업하고(영국 법대는 3년이다), 법정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사무변호사가

되려는 자는 또 나름대로 각각 실무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정변호사 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Queen's Council의 구성원이 되는데(Silk 라고 하고, 勅選변호사라고 번역한다), 이들은 법원고위

직 법관으로 임용되기도 한다(법정변호사 중 10% 가량이 칙선변호사이다). 법정변호사는 Bar

Council에 소속되어 있고, 또 네 개의 Inns of Court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 동업이나 법률회사

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법정변호사들이 모인 chamber의 구성원

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법정변호사(barrister)의 주요업무>

▶ giving legal opinions in an area of specialism, including on non-contentious matters(i.e.

where there is no dispute) such as advice on drafting a contract, warranty or other project

documentation

▶ giving advice on the merits of a case, the relevant issues and evidence needed to persue it

▶ oral and written legal argument and cross-examination of witness of fact and expert wit-

ness in court proceedings, arbitration and other types of hearings, relating to both UK

cases and those in other jurisdictions

▶ advising parties undertak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mediation and adju-

dication

▶ appearing as expert witness on English law in foreign litigation

▶ acting as mediator to try to achieve settlement bewteen disputing parties

▶ acting as arbitrator or adjudicator in hearing and resolution of disputes

나. 사무변호사(solicitor)

사무변호사는 소정의 학위과정과 실무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며, 2010년 현재 그 숫자는

149,000명이다. 분쟁당사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무변호사의 역할이 중시되다 보니 숫자가 법정변호

사보다 월등히 많다. Law Society에 소속되며, 제도상 법정변호사와는 독립,대등한 관계로 상하관

계가 아니다. 

Superior Court(상위법원)에서의 변론권은 법정변호사가 독점하지만, 그 경우에도 변론의 전제

가 되는 소송절차 대행권은 사무변호사의 독점으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정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할 수 없다. 그리고 하위법원(Inferior Court)에서는 사무변호사

에게도 변론권이 인정된다. 근래 법정변호사와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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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및민조시

수필·기행문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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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天悲感

백제의 꿈

저문 나라

저문 해

부소 백마강

파르르

금동향로

칠백 년 숨결

초등달이

애잔한

구드래 나루 蕉校津

2014. 5. 3.(음 4. 5.) 19:25

古桐 진 병 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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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암

하늘하늘 가는허리 가물가물 꽃잎이여

한 시대의 찬란함이 속절없이 스러지니 용행하던 그

기상도 자취조차 아련한데, 해와 달과 별이 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오직 하나 붉은 마음 푸른 강에 살아 있다

아름다운 님의 넋은 다시없는 그 순수여!

2014. 9 28. 13:45

***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나가는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고 가는 것이지요. 

가슴이 아플수록 서러움이 많을수록 그 아름다움을 함께 지녀 다음 세상의 밝은 별이 되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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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국 로마

저 아래 시칠리아 섬 요코하마항에는

해적선 소탕하러 떠나는 전함들 우글거린다

고비사막을 넘어 신장 위구르까지

게르만족들 다시 쳐들어왔다

갈리아에서 급파한 파발은

벌써 장백산맥을 넘는다

몸은 황제가 지어준 목욕탕에 담겨 있어도

머릿속에는 이미 작계(作計) 펼쳐져 지휘봉을 이끈다

마음 다급해 급히 몸 일으키려 하니

웬일인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깜짝 놀라 퍼뜩 눈 떠 보니

아 벌써 이천년이 지났다

2011.  10.  31.

헬스클럽에서 땀 뻘뻘 흘린 뒤

사우나에 앉아서

류 도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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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

자욱한 안개속에

홀로 서 있어 보았는가

위 아래도 전후 좌우도

구분되지 않는

짙은 적막속

허공에는 방향이 없다

오직 나 하나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의 어둠속 텅빈 공간에서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있어

귀 기울이다가

그 간절함에

그 애절함에

먼 여행 떠나고 말았다

가득한 사랑과 은총 

깨닫지 못하고

헛되게 보내다 보니

어느순간

사라져버렸다

귓전을 맴돌던 그 부름

영원할 것 같던 그 소리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불러보아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빙그레 미소만 지을뿐

부르기전에

어찌 알려주지 않았는가

헤어짐의 고통을

원죄(原罪)의 아픔을

발길 돌려 먼 하늘 바라보니

눈에 선하구나 잘 다녀오라며 

손흔들던 그 모습들 

돌아가고싶어 눈물 글썽이며

고개숙여 내려다보니

어느새 온 세상은

부름을 기다리는구나

파릇파릇 새싹으로

천진난만 웃음으로

어느덧 마음 풀어져

터벅터벅 걷는다

새생명을 맞으러

- 2010.  4.  23.

선학산을 거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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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시
봄비

제비가

물어 올린

삼월 하늘을

한 올 한 올씩

풀어 놓는 봄비.

소낙비

맨발에

배꼽 위로

흘러내리던

소낙비의 참 맛.

흙가슴

그 어느 

가슴엔들

싹 하나 틔울

흙가슴 없으랴.

가끔씩 

무심하게

불며 오가는

바람도 있으니

봄이면

꽃 한송이

못 피울 이유

그 어디 있으랴. 

지다.

꽃잎은

비에 지고

꽃 같은 낙엽

바람에 진다.

약속이나 한 듯.

그 밤 그 달

저 달이

니내없이

수줍어하던

그 밤 그 달인가.

게슴한

눈꼬리를 

몰래 비추던

그 밤 그 달인가.

지금도

니내 가슴

달뜨게 하는

그 밤 그 달인가.

이 철 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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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를 이기는 장사(壯士)는 없습니다.”

-- 백내장 이야기-- 

1 년 전의 일이다.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는데도 난시(亂視)

가 심해졌다. 

하루는 볼일이 있어 서면(西面)에 나간 길에

거래처에서, 이름있는 안과(眼科) 원장님을

소개 받았다.

진찰결과는, 백내장(白內障)이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이다.

아직은 수술할 정도가 아니니 수시로 검안

(檢眼)하여 때가 되면 수술하자는 것이었다. 

연로(年老)하면 자연히 노안으로 인해 생기

는 병이니 간단한 수술로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연로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에, 뭐라? 내가

나이 먹었다고? 그 순간, 평소의 엉뚱한 자만

심이 발동하였다. 

나이는 들었어도, 매일 만보 걷기 와 아령운

동으로 40대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는 식으로 은근히 건강자랑을 늘어 놓았더니

만, 원장님께서 불쑥 “나이를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는 경고로도 들렸다. 그렇다. 

세상일은 알 수 없지 않은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한 순간에, 

이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산업재해사건을 심사할 때의 일이다. 

과로에 지친 근로자들이 젊은 나이에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례들을 더러 보았다.

아침에 부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잠든 남편을

깨우러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다는 사안들이다.

진단서의 사인(死因)란을 들여다보면 “급성

심장마비” 또는 그냥 “심장마비”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건 의료법상의 “사인”이 될 수 없지 않은

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기억이 난다. 

사인(死因)이 따로 있어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다.

身邊 雜談

황 진 호 (黃 振 灝)
변호사



의사들은 사체를 검안하고 부검하여도 병명

을 알 수 없는 급사(急死)인 경우에는, 사인을

“청장년 급사 증후군(靑壯年 急死 症候群”이라

고 적어 넣는다. 

갑자기 죽었는데 사인은 알 수 없다고 자인하

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원장님은 “사람이 늙으면 자연스레

백내장이 생기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을 맞받아, 즉석에서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항변해 보았자, 나르시서스(Narcis-

sus)의 우(愚)를 범할 따름이다. 

의사의 눈에는, 당연히, 내가 그 수많은 노인

환자 중의 한 사람으로밖엔 보이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두 달에 한 번씩 내원하여 검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몇 차롄가 검안을 받아보았지만, 진행이 느리

다는 이유로 수술은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바쁘기도 하고 병원 다니기가 귀

찮아져서 시력이 아주 나빠지면 의사를 찾기로

작심하고, 내원하라는 안내메일을 무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달에 접어들어, 7일부터 5일 동안

수안보를 거쳐 서울을 다녀오기로 했다.

진주를 지나서 중부고속도로에 접어든 후부

터 내내, 시계(視界)가 가물거리고 전방의 장애

물에 초점(焦點)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무얼 확인하려면 애써 눈을 깜박거려야만 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단순히 난시(亂視)가 심해진 것이 아니라 백

내장이 악화한 것이다.

귀가하는 길로, 안과에 들러야만 했지만, 그

다음 주에는 동창회 모임과 주말 2일간의 제주

도 수련회 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었다.

6월초에는, 경주에서 막내 가족을 만나, 사흘

동안 함께 지내기로 일정이 잡혀있어, 중순을

지나서야 병원을 찾을 수가 있었다. 

때마침,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나 할까.   

뒤뜰의 사철나무, 배롱나무, 목련나무와 가시

나무들이 어림잡아 10 미터 높이로 웃자란 것

을, 중간 부위에서 잘라내고 전지(翦枝)하는 작

업을 하다가, 우견(右肩)과 우완(右腕)의 근육을

다쳤다.

사다리 위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사방에 뻗

친 가지를 쳐내는 작업이 쉬운 줄로만 알았더

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할 때에는 몰랐는데, 일

을 마치고 쉬면서부터 통증이 밀어닥치기 시작

하였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다.

거기에다, 작년에 서울에서 보철했던 앞니가

깨져 떨어져나가 버렸다. 또 그 이 하나 건너 앞

이 하나가 깨진 것이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일

찍이 치과에도 들러야 될 것 같았다. 

다음날, 재작년에 임프란트를 했던 이웃 치과

를 찾았다. 

원장님은 앞쪽 이 4개를 한꺼번에 손을 보아

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깨진 것 두 개만 손을 보자”고 하였으

나, 의사는 한목에 4개를 이어서 보철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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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앞니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

다가, 4개의 이 안쪽에 받침대 보철물이 끼여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언제 그런 보철물을 끼어 넣었던 것일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재작년에, 임프란트 시술을 할 때,

덤으로 지지대를 끼어 넣었던 것이나 아닐까?

그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6월 16일, 다시 치과에 들렀다.

간호사는 그전 날 촬영해둔 X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니 보철 외에도 안쪽 어금니 둘

째 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에는 앞니만 손을 보자. 다른 것은 날

씨가 시원해지면 하기로 하고 --.  앞니 진료

비는 얼마냐?”고 묻자, “이 한 개에 60만원인

데, 원장님이 특별히 개당 5만원씩 깎아드리

라고 하셨어요.”라는 것이다.  

5만원씩 깎아준다? 

하기야 임프란트 시술 후 내왕을 안 하다가

오래간 만에 찾아갔으니, 반가워서도 그러실

거야. 

역시, 한국적인 디스카운트 냄새가 풍기는

구나. 

진료기간은 앞으로 한 달 간이라 했다. 

치료비는 두 번에 나누어 선불하란다. 

환자야 병원에서 내라는 대로 지불하기 마

련이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미

리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매주 한 차례씩 치과에 들러 진료를 받았고,

꼭 한 달 만인 7월 16일, 보철진료가 끝났다.

어깨 팔의 근육통은, 7월 중순경, 이웃 병원

에 신설된 한방진료실에 들러, 일주일간격으

로 두 번 침을 맞고 나서 부항단지를 붙였더니

신통하게도 통증이 싸악 가셨다. 

6월 18일 서면 안과에 들렀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으려니

까, 간호사가 호명한다.

원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다. 다행히도 오

랫동안 내원지시를 무시했던 나를 꾸짖지는

않으셨다.

검안한 뒤, 몇 장의 사진에 나타난 백내장

진행 상태를 자상하게 설명하신 뒤, 수술 적기

라고 일러주셨다.

6월 23일에 우안, 하루건너 6월 25일에 좌

안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주변 이야기로

는 백내장수술이 매우 간단하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시술받고 보니 그 전후에

귀찮은 일들이 많았다.  

수술 전 3일간의 점안액(點眼液) 투약 외에도,   

① 수술 후 2개월간, 매일 여섯 차례씩, 3시

간 간격으로 두 가지 점안약(點眼藥)을, 5

분 사이에 차례로 투약할 것. (후일, 증세

에 따라 의사가 투약회수를 줄일 수 있다.) 

② 수술 후 1주일간 목욕금지 (하반신 샤워

는 무방.)

③ 수술 후 1개월간 두발 염색. 파마 금지.

④ 수술 후 2개월간 항시 보안경을 착용할

것(취침 시, 반드시 병원에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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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를 착용할 것.)

⑤ 수술 후 2개월간 음주금지.

⑥ 수술 후 2개월간 총 8회 정도 내원 진료를

받아야 함(진료횟수는 변동될 수 있다)  

⑦ 진료 중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

은 절대금지.

병원 측에서 미리 알려준 주의사항들이다.

괴로웠던 일은, 두 달 동안 매일, 시간에 맞추

어 점안약을 넣는 일과, 즐기던 반주(飯酒)를 끊

어야 했던 일이다. 

그동안 주위에서 자주 수술비용이 얼마더냐

는 질문을 받았다.

수술비는, 한 눈 당 28만원이어서 합계 56만

원이었고, 

수술 후의 진료비는, 통 털어 약 10만원(약값

제외) 가량이었다.

과거에는 좀 비쌌다고도 한다. 이보다 더 싼

의원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어느 병원인지

는 알지 못한다.

수술받기 전, 대기실에서 호명을 기다리고 있

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

다. 자기는 3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상

태가 나빠져서 다시 치료 받으러 왔다는 것이다.

그렇구나.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

수술을 받고나서 1주일 뒤, 시력검사에서는

양쪽 모두 1.0으로 나왔다. 안경 없이도 환하게

잘 보인다. 난시 안경은 벗어던졌다. 

돋보기만은 도수를 낮추어 안경알을 갈아 끼

었다.

8월 25일이 마지막 안과 진료일로 지정되었

으나, 그 날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진료날짜

를 이틀 뒤로 미루었다.   

8월 27일 마지막 진료일. 

시력검사 결과, 두 눈의 시력은 여전히 1.0이

다. 수술부위는 잘 아물었다. 지병인 당뇨가 눈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앞으로 3개월마다 검안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검안실 간호사는, 친절하게도, 백내장 수술

시, 안구에 특수렌즈를 끼웠는데, 3년쯤 지나서

혹시 시계(視界)가 흐려지면 내원하여 레이저로

렌즈의 오염부위 제거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알

려주었다.  

이렇듯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의 ‘두 달 반

동안’은 안과, 치과, 내과를 번갈아 다니며 “노

후 부품 교체와 수리”에 여념이 없었다.

한편,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눈의 피로를 달

래가며 마을문고에서 책을 빌려다 읽었다. 

김명호 교수 저 “중국인 이야기” 두 권, 무라

카미 하루키 저 “이치큐 하치욘 (1Q 84)” 세 권,

그리고 조정래 저 “정글 만리” - 1권 등이다.    

눈 수술 후, 꼭 한 달만인 7월 25일에는, “바

람 쐬고 가시라”는 서울 사위의 초청을 받았다. 

오래간만에 차를 몰고 수안보온천에 들렀다

가 상경하여, 8일간 쉬면서 영양보충을 하였다. 

잘 먹고 잘 쉬다보니 본의 아니게, 체중이

1.5kg이나 늘어났다 !

앞으론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운동을 열심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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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중을 줄이고,  나이를 이겨내는 노장 (老

壯)이 돼야 하지 않을까 !

눈을 감고 찬찬히 신체 내비게이션 (Phys-

ical navigation)을 더듬어 보았다. 오늘은 어

제와 다르고, 또 내일은 오늘과 달라지겠지 !!

생사일여 (生死一如)라지만, 내일 일을 어느

누가 알랴 !!

2. “ 옛날에 검사가 살던 집이래요.”

--- 續 종암장 (鐘岩莊) 이야기--- 

하루는, 밤늦게 퇴근한 사위가 “내일 아침은

하이얏트에서 합시다”라고 말한다. 

상경할 때면, 가끔 딸의 재촉으로 워커힐의

W호텔이나 하이얏트 호텔에 들러 아침뷔페를

즐긴 적은 있었으나, 솔직히 말해서 아침소식

(小食)을 선호하는 나로선, 별로 환영할 일이

못된다.

“나는 집에서 쉴 테니까 너희들끼리 다녀오

라” 고 말해두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반소매 반바지차

림으로 가벼운 실내운동을 하고 있는데, 딸 내

외가 나와선, 함께 가자며 재촉한다.

“이 차림으로? 너희들끼리 다녀오라!”고 사

양했지만, 막무가내다.

집사람마저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며 부추긴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 (自意半 他意半), 반바

지 차림 그대로 나서기로 했다. 

운전은 사위가 맡았다. 딸의 운전솜씨가 능숙

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위도 딸에 못지않다. 

반바지 차림으로 호텔에 들어서기가 좀 꺼

림칙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반바지 차림의 투숙객

들이 더러 눈에 띄었고 여름철 옷차림으로도

호텔 내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였다.

식사를 마치자, 사위는 “시내 드라이브나 할

까요?” 라며 앞장선다. 참 오래간만에, 사위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 느긋이 기대앉아 시내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직접 운전하고 다닐 때에는 운전에 집

중하다보니 주변구경을 잘 하지 못한다. 

차는 남산옆구리를 돌아, 시청 앞으로 나갔

다가 세종로를 거쳐 삼청동으로 들어섰다. 삼

청터널을 지난 뒤로는 비탈길 좌우에 호화주

택들이 즐비한 ‘대사관 길’로 접어든다. 

오래간만에, 북악스카이웨이를 한 바퀴 돌

고 나와선 자하문을 거쳐 평창동 앞길과 북악

터널을 지나 정릉길로 들어섰을 때, 딸이 “옛

날에 살던 종암동 집에 들러보자”고 제의했다. 

“아 아니, 그 AID 주택이 여태 남아 있어 ?

도대체 몇 해 만이냐. 그래 한번 가보자“는

내 말에 사위는 종암로길에서 월곡로 샛길로

차를 몰아갔다.

종암동 옛집은 난생 처음 내 힘으로 구입하

여 내 명의로 등기를 마친 AID주택이었다. 

그러니까 1966년 8월, 서울로 발령이 나서

얻은 한옥전셋집 이웃에 널브러진 AID 주택

단지(住宅團地) 모서리에 자리 잡은 대지 20

여 평, 건평 14평정도의 단층 블록조 기와집이

었다. 단지 내의 가까운 이웃에는 이름난 고대

교수와 유명화가도 살고 있었다.

1967년 4월경에 입주했다. 

나중에 앞쪽 공대지 20평을 사들여 대지를

43평으로 늘렸고, 건물 동쪽의 부엌 옆 작은



162•제32호 부산법조

방을 3평가량 증축하여 서재로 사용하였으니 건

평은 17평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나는 한잔하고 나면 으레 한국에 3대장이 있

으니 이화장, 경교장 말고도  종암장이 있다고

큰 소릴 치곤했다. 

물론 술김에 장난삼아 해본 소리였다. 

70년 대 초의 일이다. 

하루는 공안 담당 최대현(崔大賢) 부장이 은

밀히 나를 불렀다.

“보안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영감집이 보안

상 취약점이 많아서 부득이 옮겨야 된다고 하니

이사를 가도록 하시오” 라는 것이다.

“무얼 보고 취약점이 많다고 했는지는 모르

나, 딴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좋아합니다. 부장님이나 옮기시지요!”

맨 끝에 붙인 말은 화(?)가 나서 해버린 소리지

만, 괜한 말을 했다싶어 나중에 후회했다.

내 불같은 성정(性情)을 잘 아는 최 부장은, “글

쎄, 옮기라는데 어쩌나!” 라며 계면쩍게 웃었다.

“아 아니 그 애들이 내 집을 두고 이사 가라

말라 간섭을 해 ! 

건방진 놈들 ! 종암장을 두고 이러니저러니

하다니 !”  

그날 밤 한 잔 들이키면서, 모욕감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혼자서 쓰다듬었다.

10.26 사건이 나기 얼마 전의 일이다.

청와대 경호실책임자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비밀리에 나를 만나자며 청으로 차를 보냈다. 

“청와대 구내에서 극비리에 모종사건을 해결

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내가 검사인 이상 검찰청 사무실에서

수사를 해야지 아무리 특명사건이라 하더라도

후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구내에

서는 수사하지 않겠다 ” 고 고집을 부렸다. 

더욱이 “경호실에서 일주일동안 조사를 해도

해결 짓지 못한 일을 검찰에 맡기겠다면 검사인

나에게 전권(全權)을 위임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그들은 윗사람의 결재를 받고서 “3일안에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무실에 돌아와 밤샘수사를 한 끝에, 24시간

내로 그 사건을 해결하였다. 

그동안, 경호실에서는 내 주변조사를 철저히

했던 모양이다.

며칠 뒤, 책임자의 저녁초대를 받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그 책임자는 내 귀에다 대고 살

며시 속삭였다. 

“검사님 집이 너무 작습디다.

저희들이 적당한 집 하나 마련해드리기로 했

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아니, 내 집이 어때서? 다들 왜 이러는

거지?--

그 얼마 뒤, 내가 청주에 가 있는 동안에 10.

26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내 집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

--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청주 임지에서 객고를 달래고 있는 동안에,

선처(先妻)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누나 부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잠실 장미아파트로의 이사를

단행했다.  1980년 4월경이었다.  

그 후로 나는 종암동에 가본 일이 없다. 그해

6월에 서울로 전근한 뒤에도 종암동엔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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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질 못했다.

그러니, 이번 종암동 방문은 그곳을 떠난 지

꼭 34년만의 일이다.

동네가 재개발되었다는데 옛 집 흔적이나

남아 있을까?

골목길 입구의 성심사약국은 그대로 남아있

었다.

옛날에는 약국이 꽤나 넓었는데 지금은 점

포가 반으로 줄어 있었다. 주변의 집들도 모두

변해있었다. 신축하거나 개축한 것이다. 

그런데, 골목 안, 종암장 옛집은 앞마당을

없애고 길가 담에 붙여 증축한 외에는 변한 것

이 없었다. 

내가 세운 철제 대문도 녹 쓴 채로 달려있었다. 

대문 앞 비좁은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

서 보니 마침 60대로 보이는 집주인이 지붕위

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잠깐 실례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집에 살

았던 사람인데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한번 집안을 살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아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주인이 내려와서 대문을 열어준다.

“오랫동안 한 번도 와보질 못했어요. 집이

조금 커진 것 말고는 옛날 그대로네요. 모두들

안녕하시지요?” 

초면인 집주인은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이 집은 옛날에 검사가 살던 집이래요. 이

집이 재수있는 집이라 소문나서 들어왔는데 -

- 여기서 4남매를 키웠고 모두들 잘 되어 있

어요. 지금은 막내 하나만 데리고 있는데, 박

사과정을 밟고 있답니다.” 

안에서 주인아주머니가 쫓아 나오더니 “ 참,

딸이 유기농 토마토를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주

스를 만들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며

쫓아 들어간다. 곧 떠나야한다고 사양했지만

막무가내다.

집주인 이야기는 즐거웠다.

나 역시 한 때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만

했지, 내 신분이나 가족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갖다 준 주스를 마시고나서 작

별인사를 나누었다.

다정한 사람들이다. 

그 집에서 잘 살고 있고, 또 아들딸들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눈물겹도

록 고마웠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초라

하고 낡은 AID 주택이 옛 모습을 지닌 채로 남

아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옛날에 검사가 살던

집’으로 기억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던가 !  

일반 서민의 눈에는, 그 집이 ‘검사가 살았

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집’으로 비

치었던 게 아닐까. 

하기야 후일 정계에서 여당의 거목(?)으로 자

란 P검사는, 공판부 검사실에서 공개적으로 “검

사가 그런 집에 살아서 되겠느냐 ! 넓은 집으로

옮기라”고 호통을 쳤을 정도였으니 ‘한국에 살

고 있는  이상’ 나로선 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3.  춘천 드라이브 길에서 생각난 일

---그 날은 수요일이었다.--- 

사위는 오후 시간이 휴무인지라 춘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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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친(사돈어른)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으니 함께 가자고 권한다.

골프를 그만 둔 지 15년이 넘었으나, 기회만

있으면 늘 PGA 나 LPGA 중계를 즐겨보았다.  

스크린 골프란 게 있는 줄은 알았으나 한 번

도 구경한 일은 없었다. 어떤 장치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호기심도 일었다.

사돈어른은 골프를 잘 치신다. 

요즈음은 30도를 넘나드는 혹서를 피해 스크

린 골프를 즐기신단다. 사돈어른은 같은 중학교

1년 후배이지만 사돈 맺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

랐다. 나와는 갑장(甲長)이다. 

“그래 드라이브 삼아 가자꾸나. 가는 길에 옛

날 춘천 역전 쪽도 돌아보자” 고 응했다.

춘천은 1963년 4월초에 발령받은 초임지다.

해마다 내 뒤에 발령받아온 후임자들이 1년 정

도의 임기를 마치고 타 청으로 전근해갔는데도,

나만은 3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 묶여있었다. 

3년 넘게 오래 있다 보니 좁은 바닥에서 독종

(?)으로 소문나서 그랬는지, 시장거리의 아이들

마저 나를 알아보고 “황검사 간다, 황검사 간다”

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희한한 일이 종종

일어났다. 

한번은 대중탕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탕에 들어가려는 순간 탕 안에 있던 어른 하

나가 뻘떡 일어나면서 “영감님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하는 게 아닌가 !

깜짝 놀라 눈여겨보니, 한 달쯤 전에 내가 직

접 쇠고랑을 채웠던 목상(木商)이었다. 이 친구

여러 곳에 줄을 대고 있어 사안이 중대한데도

여기저기서 불구속청탁이 들어왔고 동료 선배

한분마저 선처를 부탁했던 것이나, 법대로 처리

하겠다며 직구속했던 자인데 법원에서 재판받

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자였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발가벗고 마주쳤으

니 놀라기는 피장파장이었겠다. 탕 안에서 바라

보니 그 친구 덩치가 마을 입구의 장승만 하였다.

내가 알은 체를 하자, 그 친구 부랴부랴 탕 밖

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그 당시 춘천은 그토록 좁은 곳이었다.

검찰청만 하더라도,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에다 그 아래 평검사는 단 세 명뿐이었던 때다.

서울 출장 간 길에 법무부에 들렀다. 

초임 때의 춘천 검사장이셨던 윤운영(尹雲永)

검찰국장을 사무실로 찾아뵈었다.

“오오, 그렇지 않아도 항상 황검사 일을 걱정

했어요. 인사 때면 벽지로 보낼 수는 없고 --

서울에 오려면 검찰총장에게 줄이 닿아야 하는

데, 그럴 수 있겠나?”

(빽줄이 있어야만 서울에 갈수 있다는 말은

일찍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저는 도저히 그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희망지가 있어요?”

“저는 초임 때의 희망지가 부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부산이라면 내가 보내줄 수 있어요.

다음 인사 때 부산에 꼭 보내드릴 테니 기다리

고 있어요.”  

“초지일관(初志一貫) 부산이다!” 라고 내심 기

고만장(氣高萬丈)해 있는데, 하루는 뜻밖의 일

이 벌어졌다.

서울 다녀온 최찬식(崔燦植) 검사장이 한 밤중

에 전화를 걸어 요정술집에 나오라는 것이다.

“요정에? 무슨 일일까? 서울에서 큰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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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모양이지?”

한 밤중에 검사장이 요정에서 독대(獨對)하

자니 보통일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부리나

케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한 순배 잔을 돌린 후 주위를 물리치고, 조

용히 말씀하신다.

“申稙秀(신직수) 총장이 만나자고 해서 다녀

왔는데, 이번 인사에 영감을 서울 공안부로 발

령 낼 생각인데, 최검사장은 그 친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틀림없는 검사’라

고 잘 말하고 왔어요. 그동안 춘천서 고생이

많았소. 서울 공안부는 요직인 만큼 가거든 열

심히 잘 하시오” 라고 격려해주신다.

“저는 부산에 가길 희망했고, 이번에 부산에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이라니 난감합니다.

서울엔 아무 연고도 없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

습니다.” 

“남들은 다아 가고 싶어 하는데--- 이미

결정된 일이고, 영감은 서울에서 커야 해요.”     

나중에 그 경위를 알고 보니, 서울 공안부에

근무하던 박찬종 검사를 내보낼 일이 생겨 그

자리에 앉힐 대타(代打)를 찾다가 화살이 나에

게로 떨어진 것이다.

신직수 총장이 백방으로 적임자를 찾다가

주위에서 천거한 나를 박검사 후임으로 찍은

것이다.  

그리하여 햇수로는 4년 만에 춘천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하던 최상엽

검사는, 인사차 들린 나에게 “메모(인사 청탁

의 뜻) 없이 서울로 발령 난 검사는 당신 하나

뿐” 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후로 얼마나 지났을 때였을까 ?  

춘천의 내 사무실 의자에 앉은 박 검사로부

터 전화가 걸려왔다.

“인사 때마다 소식이 없으니 답답하다. 영감

은 어떻게 그리도 오래 잘 견뎠느냐!”는 찬사

아닌 하소연이었다.

내 충고는 간단했다.

“그 의자는 굉장히 질긴 거라 한 번 앉으면 주

인을 떠나보낼 줄 모르니 의자부터 바꾸시오.” 

그 후로 박검사가 의자를 교체했는지는 물

어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4. “여행은 심신(心身)의 청량제(淸凉劑)입니다.”

가. ---공기마을과 한옥마을 그리고
순천만 정원과 낙안읍성 ---

두 달 반 동안 몸에 배인 병원 냄새를 털어

버릴 방도를 생각하다가

“공기번데기”와 “공기마을” 이란 두 단어를

떠올렸다.

당초 이 두 단어의 공기가 ‘空氣’ 인줄로만

알았는데, 대기 중의 공기가 아닌 ‘空器’ (위쪽

이 벌어지고 밑이 좁은 작은 그릇) 이란 사실

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공기 번데기”는 일본의 인기 작가 무라카

미 하루키 (村上春樹)의 환상적인 장편소설

‘이치큐하치욘-1Q84- 양윤옥 번역’에 나오는

단어이다.

이 소설은, 대학교수로 있던 자가, 사이비종

교단체의 교주가 되어 동경근교 산간지역에다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치외법권적인 성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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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놓고 절대자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친딸

뿐만 아니라 신도의 딸들 중에서 초경(初經)을

앞둔 처녀만을 범하여 무녀(巫女)로 삼았는데,

이 곳을 탈출한 친딸 ‘후카에리’ (후카다 에리코

17세)가 자신의 체험을 소설 “공기번데기”로 만

들어 신춘문예에 응모하자, 이를 당선작으로 만

들어 대박을 노리던 출판사 부장의 사적(私的)

인 부탁을 받고, 후카에리의 승낙을 받아낸 작

가지망생 ‘덴고’라는 젊은이가 가필·보완하여 최

우수작으로 당선시킨 전후에 일어나는 환상적

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그 사교집단 교주와 딸 후카에리

는 초능력과 투시력을 가진 “마더와 도터”로 묘

사되고 있는데, 특별한 계기 때 마다 여섯 명의

“리틀 피플”이 어둠속에서 나타나 환상적인 ‘공

기번데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리시버’인 복

제인간을 잉태시킨다는 것이다.

이 소설을 스쳐 읽으면서, 나는 그 “공기” 란

단어가 우리가 숨 쉬는 공기(空氣) 인 줄로만 알

았다.

그런데, 우연히 전북 완주군에 편백나무 숲으

로 이름난 “공기마을”이 있는데, 공기가 좋아서

“공기마을” 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형

태가 밥공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공기 번데기’의 공기 역시 그

릇을 의미하는 공기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다.          

7월 중순경, 마쯔바라(松原) 변호사에게

“1Q84” 소설에 나온 “공기 번데기”란 단어의 일

본어 원어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2, 3년 전에 후루야 (古屋) 변호사로부터 그

책을 빌려다 놓고 아직 읽지 못했다”는 회답이

돌아 왔다.  하기야 권당 700페이지가 넘는 대

작 3권을 읽어낼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궁금해 하니 당장 책을 들쳐보

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언젠가는 책을 읽고

나서 알려주겠지. 

일단은 편하게 짐작만으로 “공기그릇번데기”

라고만 알고 있자.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완주의 “공기마을”을 찾

아가기로 결심했다.

추석연휴를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아이들에

게는 여행 떠난다고만 일러두었다. 

우선 인터넷부터 검색했다.

1976년도쯤, 전국적으로 산림녹화사업이 추

진되었을 때, 벌거벗은 산에 나무를 심으면 국

가에서 밀가루를 지급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완주군 구이면의 동쪽 옥녀봉과 한오봉 자락

의 마을 주민들은 너도나도 나서서 주변의 민둥

산에 10만여 그루의 편백나무를 심었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자, 이 나무들은

20-30m 높이로 성장하여 울창한 편백나무 숲

을 이루게 되었고, 이 숲 아래 마을의 형상이 꼭

밥공기처럼 생겼다고 하여 “공기마을”이라는 이

름이 붙어서 유명해진 것이다. 

삼림욕이 몸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만, 특히 편백나무 등의 침엽수에서 내뿜는 피

톤치드 (Phytonchide)는 신체내의 유해균을 제

거하여 몸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올 4월 초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온

전남 장흥군의 천관산 자연휴양림은 주로 소나

무, 편백나무, 동백나무, 비자나무, 참나무류와

난대성 상록활엽수 등 “잡다한 나무 숲”으로 이

루어져 있었으나, 이번에 찾는 공기마을은 “편

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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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지 여행일정 ==2014. 9. 4 (목)
부터 9. 9 까지의 6일간.

9. 4 아침 일찍 부산을 출발하여 화엄사 옆

지리산 한화리조트에서 일박한 후, 다음 날 아

침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에 있는 공기마

을로 향했다. 

먼저 19번 국도를 타고 구례 부근을 지난

후, 27번 순천·완주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전주

(全州)방향으로 가다가 상관 IC에서 고속도로

를 벗어난 뒤, IC아래쪽 갈림길에서 남원, 임

실 방향으로 17번국도 (춘향로)로 들어가 약

900m쯤 남행하면 오른쪽에 “편백숲 가는 길”

안내판을 보게 된다.

이곳에서 우회하여 좁은 포장도로를 약

2km 진행하면 공기마을 주차장이 나타난다.

여기서 일단 주차료 (소형; 2천원) 를 낸 다음

주차장 옆으로 난 좁은 도로로 진입하여 5분

쯤 직진하면, 휴게소가 있는 넓은 마당에 들어

서게 된다. 이곳이 “편백숲 쉼터”다. 

등산객들은 이 쉼터 마당에 주차 시켜놓고

산행하고 있었다.  

별도의 주차비는 받지 않는다.    

이 쉼터를 기점으로 난 임도를 얼마간 올

라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우측 길은 편백숲

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길이고, 왼쪽 길은

편백숲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왼쪽 임도를  50m쯤 올라가면, 왼편 길가

에 “편백나무숲 오솔길 입구” 라는 표시판이

보인다. 

초행자는 여기서 머뭇거리게 된다.  

빽빽한 편백나무 숲 사이 오솔길로 들어서

야만 제대로 된 삼림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그재그로 오르내리막이 교차하는 경사로(傾

斜路)를 오르내리기가 노인들에게는 힘에 부

친다.

그래서 노인들은 편하게 비포장 임도를 따

라 산행하더라도 피톤치드의 효과를 볼 수 있

다고 한다.

나는 임도를 택했다. 

임도를 따라 2.7km 올라가면, 오솔길을 돌

아 나오는 출구와 만나게 된다. 여기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최종병기 활’의 셋트 장이 지금도 울창한 숲속

에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그 곳 우측으로 “유황샘 족욕탕 가는길” 표

시판을 따라 사잇길을 내려가면 두 개의 통문

이 나타난다.

오른쪽 것은 삼림욕장으로 통하는 문이고,

왼쪽 것은 유황샘으로 내려가는 문이다. 통문

에서 유황샘까지는 약 650m, 다시 유황샘에

서 출발점인 쉼터갈림길까지는 약 550m로 나

와 있다. 

그날, 쉼터를 떠나 임도를 한 바퀴 돌아 나

온 거리는 약 3km 내외에 불과했지만, 일주

편백숲 속의 2개의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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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1시간 남짓 걸렸다. 

그날따라 30도의 햇살이 따가웠다. 

애써 그늘진 곳을 찾아 걸었지만, 무진 땀을

흘렸다.   

당초에는, 공기마을에 있는 민박집이나 “편백

숲 랜드” 찜질방에서 일박해도 되지 않을까 생

각도 해보았지만, 오전 중에 산책을 마치고 가

까운 전주로 가서 한옥마을을 둘러볼 시간을 갖

는 게 좋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알아본 전주 완

산구 풍납문 근처의 “성원게스트하우스”에 2박

예약을 해두었다. 

편백숲 산책을 마치고나서, 곧장 전주(全州)

로 향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성원오피스텔

건물 안에 있었다.

원래는 오피스텔로 분양하려다 안

되니까 숙박업소로 개조한 것 같았다.

4인용 방은 넓고 깨끗했다. 

주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우리 같

은 부부여행객에게는 편리하였으나

요긴한 TV가 놓여있지 않은 게 흠이

다. 

많은 곳을 다녀보았지만  TV 없는

숙박업소는 처음이었다.

“전주에 왔으니 TV는 보지 말고 한옥마을이

나 실컷 보고가라”는 거냐? 며 웃을 수밖에 없

었다.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과연 이곳은 숙박업소 허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것일까? 

객실에 TV를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숙박업

소 허가가 나는 것일까? 화재 시의 대피시설은

제대로 되어있는 것일까?

물어보려했지만, 관리실에는 늘 “외출 중”이

라는 표지가 붙어있었다.

예약할 때, 주차편의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지

하 2층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길래 편할 줄 알

았는데, 이건 지상에서 좁은 기계틀(들어가면

차문을 열지 못한다)에 들어가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었다. 

이런 기계틀에 익숙하지 못한 나로선 불편하

기 짝이 없었다.

그날 오후는 한옥마을의 ‘경기전(慶基殿)’과 ‘전

동성당(殿洞聖堂)’ 부근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경기전은 숙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오목대에서 바라본 전주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안의 한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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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남문(豐南門)교차로에서 한옥마을 한 복

판을 가로지르는 태조로로 들어가 동쪽으로

약 50m를 걸으면, 경기전 정문에 와 닿는다. 

경기전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太祖

李成桂)의 어진(御眞)을 전시한 곳이다. 본전

외에도 전주사고(全州史庫)등 부속건물이 널

려있는 경내는 꽤나 넓다.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거닐다가 예종대왕 태실 쪽에 있는 작은 대

나무 숲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한참 쉬면서

땀을 식혔다. 

부근에 있는 전동성당에도 방문객이 넘쳤다.

대한제국 말기에 짓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인 1914년에 완공되었다는데, 가톨릭 성당 특

유의 로마네스크 양식이라 주변의 한옥들과

재미있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1801년 정조(正祖)가 죽고, 나이 어

린 순조(純祖)가 왕위에 오르자 정순대비(貞純

大妃)가 섭정을 하게 되면서 노론(老論)등 집

권보수세력이, 반대파인 남인(南人)을 비롯한

진보적 사상가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교·서교

(邪敎·西敎) 금압령(禁壓令)을 내림으로서 일

어난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전주지역의 수

많은 천주교신자들이 참수(斬首)당한 순교(殉

敎)의 현장이기도 하다. 

마침 미사시간외에는 본당 내 출입을 금하

고 있어 성당건물 안엔 들어가 보지 못했다.

다음날 순교자의 묘역이 있는 승암산에 들르

기로 작심하고 발길을 돌렸다.

전주 한옥마을은 면적이 7만 6천여 평에 달

한다.

이 마을 안에는 700채가 넘는 한옥들이 남

아있고 모두가 골목길로 이어져 있다. 

골목길을 거닐다보면 이내 큰길과 마주치게

되고, 여기저기 전통문화 체험관과도 만나게

된다. 거의가 무료입장이다.

마을 안 큰 거리와 골목마다 볼거리와 먹을

거리로 넘쳐난다.

정처 없이 헤매다가도 문이 열려있는 한옥

안을 기웃거리게 된다. 이 한옥들은, 이웃 길

가에 널려있는 현대식카페나 매점들과도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때마침 추석연휴를 맞아 방문한 관광객들과

젊은이들 인파로 거리는 넘쳤다. 여기 저기 전

통공예품 가게들을 기웃거리다가 일찌감치 숙

소로 돌아와 쉬었다.

전주 한백교 아래 굴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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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옥마을 이틀째 일정은 트렉킹 산책
으로 정했다.

코스는, “경기전앞 — 전주공예품전시관 —

당산나무 —양사재 —귀거래사 — 도자기갤러

리 — 전주향교 —완판본문화관 — 전주전통문

화관 — 한벽당 (한벽교아래 굴길) — 전주천 수

변생태공원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 승암교

— 천주교순교자묘 순례길 — 이목대 — 오목

대 —당산나무길 — 태조로—” 로 돌아오는 꽤

나 먼 길이다.  

이 코스는 전주여행지도에 나오는 “5 가지

길” 중 “한옥마을둘레길/숨길”을 본뜬 것인데,

“숨길”이라 명명한 이유는, 옛 이야기 넘치는 한

옥마을과 생태하천 전주천(全州川)을 따라 차분

히 “한숨 한숨” 걸어보라는 뜻에서 이름지은 것

이라 한다.

이 중 안내도에 적힌 천주교순교자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입구에서 되돌아가도록 권유하

고 있었다.

그 입구 위로 순례 길이 45도 가깝게 경사진

비탈길로 지그재그로 오르내리기 힘든 산길 일

주로(一周路)이고 보니, 힘겨운데다 산행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교에 이르기까지의 길가에는 특색 있는 한

옥들이 널려있었다.

향교마당에는 수령 400년, 수고 30m 가 넘는

암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예스럽게 서있다.

본당인 대성전(大成殿) 에는 공자의 존영(尊

影)이 안치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우암(尤庵)

송시열을 비롯한 유명 유학자들의 위패(位牌)들

이 배열되어 있었다.

향교길을 벗어나 전주천 동로(全州川東路) 로

들어서자 인적이 드물어졌다. 여기서부터 전주

천변을 따라 천주교 순교자묘 입구까지는 차도

를 겸한 산책로로 이어진다.

도중, 전주자연생태박물관에 들렀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전시물도 많았다. 

마침 기온이 30도가 넘는다. 땀을 흘리며 순

교자묘입구에 다다랐을 때에는 갈증이 심해졌

다. 잠깐 쉬는 동안에 “순례길 일주를 할 것이냐

그만두고 돌아갈 것이냐” 한참 망설여졌다.

입구 왼쪽 산길로 올라가 보니 “순교자 7인의

가족합장묘 안내판”이 서있었다. 거리 표시가

50m라 적혀있기에 그곳만이라도 가보자고 나

섰다. 그런데 그 50m 표시는 묘지 위치가 아니

라 묘지로 가는 출발점 즉 순례길의 시발점을

표시한 것이었다.

그 출발점에는, 높이 2m가 넘는 대형 나무 십

전주 순례길의의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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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세워져있었다. 그곳은 예수님이 형장

인 골고다 언덕 위로 오르기 위해 맨 처음 십

자가를 맨 자리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 뒤로 오르막길 굽이굽이에는 못 박혀 돌

아가시기까지 일어난 열세가지 사연을 상징하

는 곳마다 하나씩, 1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있

었다. 오르는 도중, 아내는 힘겨워 주춤거리

는 나의 손을 잡아끌면서 십자가 자리마다 멈

추어 기도를 올렸다. 순례길 꼭대기에서 내리

막길로 돌아서자 비로소 발길이 가벼워졌다. 

그 가파른 흙길을 지그재그로 다듬어내고,

굽이굽이 대형십자가를 메고 가서 세운 일꾼

들의 수고와 믿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 

진심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만에, 전주 지역 성직자들

과 순교자들의 합장묘역에 도달

했다. 근년에 묘역이 좁아져서 개

별 묘를 정리하여 합장묘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순례길을 일주하는데 만도 1시

간 넘게 걸렸다.

한벽당에서 기린대로 옆길로

돌아 나와 인도를 따라 걷다가 이

목대를 지나 오목대에 올랐다. 그

작은 언덕위에서 내려다본 한옥마을은 정말

아름다웠다.

한옥마을 은행로 거리를 지나서 경기전 옆

전주 비빔밥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가 가

까워서였다. 때늦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시켜

먹고 풍남문 북쪽 골목길을 지나 숙소에 돌아

갔다.

저녁 식사는, 집에서 준비해간 삼겹살과 과

일로 간단히 때우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전날 낮에 비빔밥을 시켜 먹은 식당의 김치가

너무나 맛있었고 지금 꼭 먹고 싶다는 바람에,

전주 보건소 옆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김치를

사오기로 하였다.

그때가 저녁 7시쯤이었던가? 

그런데 식당 주인아주머니는 손님상에 놓을

김치는 바닥이 나서 팔 것이 없다며 난감해하

다가, 자기네들이 먹는 김치라도 좋다면 가져

가라며 듬뿍 담아 주는 것이었다. 돈을 주어도

받지 않았다.

넉넉한 마음씨였다. 그 김치는 손님상에 올

리는 김치 못지않게 맛이 있었다.

순천 갈대밭의 한 풍경

순천만 정원 호수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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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순천만 정원과 낙안읍성 ---

순천만 갈대밭은 몇 차례 가보았다.

3, 4년 전, 갈대밭을 찾아갔을 당시 한창 공사

중이던 순천만 정원엔 여태 가보질 못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연휴 때에는 공기마을. 한옥

마을 방문을 마치고나서 꼭  순천에 들러보기로

했다.

우선 순천시에서 가장 청결한 숙박업소로 이

름난 호텔급(?) 모텔에 숙소를 정하고 미리 예

약을 해두었다.

그 모텔은 ‘신대지구 신시가지’에 있었고, 지

도상으로 보아서도 갈대밭이나 정원 다니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9월 7일 아침 9시 반, 전주숙소를 떠나 순천

숙소에 도착한 것은 10시 반경이었으니 1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주행거리를 보니 110km에 불과했다.

숙소에서는, check-in 시간이 오후 7시부터

라 하여 오후 6시까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 정원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곧바로 Navi.에 ‘생태공원 주

차장’을 찍고 나서 출발했다.

공원 안 무진교 너머 강하구의

갈대밭과 갯벌은 여전하였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가족위주

의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2003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2006년에 람사르습지(-세계적

인 습지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

어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로 등록, 2008년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지로 지정, 2013년에 한국 생

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었다니, 내가 마지막으

로 둘러본 때 이후에 더욱 잘 개발, 보전된 셈이

다.

30도 가까운 무더위인지라 갈대밭사이로 대

충 둘러보고 나서 주차장 옆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순천만 정원’으로 이동했다.   

정원은 동천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뉜다.

Navi. 도 주차장을 동서로 구분해 놓고 있다. 

입장하는 문 역시 동문과 서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느 쪽 정원을 택하느냐에 따라 출입구가

달라진다. 나는 국제정원과 호수정원이 있는 동

문을 택했다.

동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인공호수안의 언덕

산책로를 돌고나왔다.

호수동쪽의 태국정원을 비롯하여 일본, 터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미국, 네델란드, 독일,

중국, 프랑스 등 11개국의 정원과 무궁화정원을

잇는 산책로를 느긋하게 돌아보았다. 모두들 규

모는 작지만 잘 가꾸어져 있었다.

그 뒤, 동천에 걸려있는 “꿈의 다리”를 건넜

순천만 정원 호수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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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정을 입힌 다리 양쪽 벽에는 세계 16개

국의 어린이 14만 명이, 각자의 꿈과 소망을

그림으로 그려낸 회화작품들이 빽빽이 전시되

어 있었다.

다리건너 서편에 순천만정원과 갈대밭자연

생태공원을 잇는 ‘스카이큐브’ (무인궤도차)

승하차장이 있었다. 

스카이큐브를 타고 도착한곳

은 순천문학관 마을이었다.

순천이 낳은 두 유명작가 김

승옥과 정채봉의 성장과정과 작

품세계를 볼 수 있도록 두 가옥

으로 나누어 잘 전시해 놓은 마

을이다.

그곳에서 김승옥 소설집 1,2

권을 구입했다.

꿈의 다리를 건너 흑두루미 미로정원을 지

나 호반으로 돌아와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데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

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저희는 순천에 살고 있는

데 마침 딸이 친정나들일 와서 데리고 나왔지

요. 딸은 지금 저기 호수 쪽 언덕으로 갔어요.

순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

워요. 나는 자주 여기 와서 놀다 갑니다. 순천

만 정원은 순천시민의 자랑꺼립니다. 낙안민

속촌엔 가보셨나요?”

“내일 가볼까 합니다.”

“꼭 가보세요. 거기도 잘 단장되었어요.”  

그때 호수가의 잔디마당에서는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음악회 놀이판이 신나게 열리고 있었다. 

구경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시간이 오후6

시 30분쯤이었다.

‘체크인’ 시간과는 상관없이 곧바로 객실 배

정을 받고 입실했다.

안을 살펴보니, 시설 면이나 관리 면에서

“순천에서 가장 청결한 숙소”라는 평가가 거

낙안읍성 연지에서

낙안읍성 안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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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은 추석.  아침 9시경에 낙안읍성을 향

했다.

숙소에서 읍성까지는 대략 30km의 거리다.

시내를 벗어나고부터는 굴곡이 심한 시골 산길

이 이어졌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지방

계획도시인 3대읍성의 하나라는 것이다. 

1983년 6월에 사적 302호로 지정되었다. 

자료를 보니, 그 후로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

이 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고, 지금도 120세대

288명의 주민이, 석성(石城)의 성벽 안 한옥에

서 살고 있다고 한다. 대개가 민박집을 경영하

거나 식음료 또는 민속기념품 판매로 생계를 유

지하고 있단다.

이곳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엔 시

간을 갖고 마을 안을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코스는 동문에서 서문쪽으로 가다가 왼쪽 한

옥 골목길로 들어가서 옥사(獄舍), 연지(蓮池)를

거쳐 남문, 큰샘 옆길을 지나 대장금셋트장에 들

렀다가 부근 그네 마당에서 그네 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잠깐 쉬었다가 서문 쪽으로 빠져나갔다.

도중의 길가에 즐비한 민박집 중, 한 곳 “이방

집 민박” 마당에 들어가서 집안을 살펴보았다.

겉보기와는 달리 아래 위채 방들이 깨끗했고 현대

식 주방과 화장실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숙박객의 차들이 마당에 서있는걸 보니 동문

으로부터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추석을 맞아 가족끼리 모여 많이들 민박집에

묵으면서 다소곳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광경이

정겨워 보였다.

서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왼편의 낙민관 자료전시관, 동헌(東軒), 객사(客

舍)와 임경업장군비각을 둘러보았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읍성안길 117

호 초가집이었다.

이곳에는 방안에 전통상제 (傳統喪祭) 의상과

뚜껑열린 관(棺)이 놓여있었고, 상제에 쓰인 소

도구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마루 처마 끝에 천상병(千祥炳)

시인과 기생 황진이(黃眞伊)의 시구(詩句)가 적

힌 액자들이 비명(碑銘)처럼 큼지막하게 걸려있

었던 것이다.

낙안읍성 상제 초갓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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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천 (歸天)”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중학교 선배인 천상병시인의 시를, 거기서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동문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벽 밖의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에 들렀다

가, 가을 풍취(風趣)가 넘치는 마을 골목길을

따라 주차장까지의 시골 길을 산책했다.

추석 다음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은 예상

외로 잘 소통되었다.

순천 숙소를 떠난 지 2시간 10분 만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아본 6일 동안, 나

는 아내와 더불어 한없이 즐거웠고 행복했다. 

그 사이 사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즐겁고  행

복했으리라 믿고 싶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다.

아직도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오늘 이 순간, 나는 최

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이 아

름다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 한다.

“인생은 항상 지금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Because life is always just at the begin-

ning ! - Konrad Adenaur -)

(2014. 9. 26.  서재에서.) 

상제 초가집에서 만난 시인 천상병의 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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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단지의 상가에는 아파트단지의

이름을 딴 조그마한 슈퍼가 하나 있다. 몇 평이

나 될지 좁은 면적의 점포에 이것저것 잡다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파는 가게인데 말이 좋아

“슈퍼”이지 실상은 그냥 “구멍가게“이다.

요즈음 흔한 24시편의점과도 달라 어딘지 모

르게 어두컴컴하고 너저분하며 미처 정리가 끝

나지 않은 듯 흐트러진 느낌을 주는 곳이다. 더

구나 바로 그 아래의 지하에는 무슨 “마트”라는

이름의 대형 잡화점이 있어 도대체 왜 그곳에

그런 가게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의문

까지 들게 하는 곳이다.

그 슈퍼에는 그리 늙지도 젊지도 않은, 5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가게를 지키고

있다. 언제나 잠이 덜 깬 듯 부수수한 얼굴에 후

줄구레한 입성을 하고 있어 어찌 보면 노곤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여느 가게의 점원들과는

달리 손님이 찾아가도, 물건을 사서 돈을 지불

하고 나올 때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어서 오십

시오”라든지, “안녕히 가십시오”라든지, 그 흔

해빠진 인사 한 마디 없는 것이다. 그냥 뻔히 쳐

다보는 눈길로 무엇을 사려는지 묻고, 물건값을

받고 거스름을 주면서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낸다. “뭐 이런 점원이 다 있나”,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할 정도로 민망

하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벙어리인가? 그런데 벙어리가 아닌 것은 분명

하다. 한번은 그 가게에 들어가고자 문을 밀었

으나 잠겨 있어 돌아나오려고 하는데 안에서

“잠깐만 기디리세요”하더니 문을 열어 준다. 벙

어리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가게 안에 점원이

있으면서도 문을 잠궈 놓고 있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손님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가게일

텐데 출입문을 잠궈 놓다니!

이 아저씨는 가게 문을 몇 시쯤 여는지 모르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

조 진 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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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하여튼 일찍 열지는 않는다. 내가 출근

하는 시간대에는 가게 철문이 항상 닫혀 있으

니 아마도 9시나 10시쯤 되어야 문을 여는 모

양이다.

그래 가지고 장사가 될까? 많이 남지도 않

을 잡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겨우 남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 모양으로 늦게 문을 열

고, 기껏 찾아가는 손님에게 건성으로 하는 인

사말 한 마디조차도 아끼며, 심지어 문을 잠궈

놓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서야 장사가 될

리가 없다.

장사가 되지도 않는데 가게는 뭐하려고 열

어 놓고 있는 것일까? 가게 임대료, 전기요금,

관리비 등등 비용이 꽤 달아날 텐데 장사가 안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

로똔지 뭔지 무슨 복권을 사서 대박을 터뜨

렸는지도 모른다. 

너무 큰 횡재를 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나머

지 은행에 넣어 놓고 꺼내어 쓰며 남들 보라고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장

사를 하여 이문을 남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저 남들이 장사를 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라

고 봐주면 그로써 족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굳이 구멍가게를 할 이유는 없

을 듯하다. 하루 종일 가게에 갇혀 있으면 답

답해서 견디기 어려울 테니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유유자적하는 방법이 그것 말고도 얼마

든지 있을 것이다.

혹시 무슨 공장에라도 다니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뭉텅 받아 돈이 많은지도 모

른다. 장해등급이 높으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

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신체장해는 없는 것 같다.

그 외모가 어수룩하여 언뜻 보기에도 부잣

집에서 자란 사람으로는 여겨지지 않으니 처

갓집이 큰 부자여서 그에게 많은 돈을 대줬는

지도 모른다. 그 돈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하므

로 굳이 고된 일거리를 찾아나설 필요가 없고,

그저 소일거리로 구멍가게를 열어 놓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 몰골이 딸

가진 부잣집에서 사윗감으로 탐낼 정도로 비

범하지는 않은 것이다. 오히려 꽤나 꾀죄죄하

여 보통사람이라도 선뜻 믿고 딸을 내주기에

망설여질 듯하다.

그렇다면 그 부인이 비범하게 돈을 잘 벌어

생활비를 대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재

래시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능숙한 솜씨로 생선비늘을 치며 생선가게

를 하여 억척스레 돈을 벌고 있는 아줌마들을

보노라면 “그 남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아저씨

가 바로 그 남편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가장 그럴 듯한 짐작인 것 같다.

게으르고, 험한 막노동은 힘들어하며, 다른

마땅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남편이 집에서 빈

둥대는 꼴을 보기에 지친 아내가 시장에서 생

선가게를 하여 번 돈으로 생활비며 아이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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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까지 대고도 여유가 있어 그 남편더러 소일

거리로 삼으라고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 주었을

듯하다. 돈 버는 비범한 능력과 함께 그 심성 또

한 비범하게 착한 아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착하고 능력있는 아내를 둔, 게으르고 무능한

남편이라니! 세상에 참 복도 많은 남자라는 생

각이 든다. 그 정도면 로또복권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런데 아내 등에 얹혀 지내는 남편이 행복할

까? 복이 많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이 항상 같은

뜻은 아닐 수도 있을 듯하다. 복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복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 아저씨의 모습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언제나 무표정하고 잠에서 덜

깬 듯한 얼굴이니 행복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아내가 착하고 능력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니!

딱한 일이다.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슬쩍슬쩍 스쳐지나가며

보는 구멍가게 아저씨를 두고 온갖 쓸데없는 생

각을 다한다. 남이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피해만 입지 않으면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어디 이치대로만 진행되던

가?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남의 일에 참견도 하

게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남에게 어

떻게 비치고 있을까? 혹시 그 구멍가게 아저씨

처럼 보이지 않을까?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구멍가게를

열어 놓고 국선사건, 떠돌이사건이나 취급하며

파리를 날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그 슈퍼라는

이름의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

과 어떻게 다를까?

그렇다면 나도 남들의 눈에는 착하고 능력있

는 아내를 둔, 게으르고 무능한 남편쯤으로 보

이는 것이나 아닐까?

나도 착하고 능력있는 아내를 둔 것은 사실이다.

젊은 시절, 바깥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살림

은 내몰라라하고 팽개친 채 무심하게 지내왔으

니 그 알량한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며 저축까지

하여 오늘 이만큼이라도 집 갖추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아내의 덕이다. 그런 아내

가 없었더라면 내 주제에 월급 없으면 그날로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야 할 형편이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에 대하

여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나 나

나 근본적인 형편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는 것

이다.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 우리 같이 힘 좀 냅시

다! 좀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착하고 능력

있는 아내들에게 우리 함께 씩씩한 남편의 모습

을 보여 줍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씩씩한 남편

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당장 떠오르는 묘책은

없으나 하여튼 노력해 봅시다! 노력해도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행복한 얼굴이라도 하고

지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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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삶은 이야기다. 베틀에 걸린 날줄을

시간이라고 한다면 북에 담겨 그 틈을 좌우로

넘나드는 씨줄은 이야기다. 그렇게 시간과 이야

기가 날과 씨로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 것이 사

람의 일생이다. 이야기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

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고 표

현한 우리들의 수많은 사연들이다. 

2. 언어는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가장 유용

하고 보편적인 도구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듣고 읽는 것이며 세상을 표현한다는 것

은 세상을 말하고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방식으로 일상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 평생의 큰 이야기가 되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큰 이야기(story)가 모여 마침내

인류의 역사(history)가 되는 것이다.

3. 언어예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시(詩)다. 시인

들은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간결하게 표

현한다. 순간적으로 핵심을 포착하여 감동적으

로 드러낸다. 이러한 시인의 언어구사 방법을

우리가 다소나마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이

삭막한 삶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지리라.  

4. 남자가 여자를 보듯 시인은 세상을 관찰한

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한 것을 그는 연서를 쓰

듯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그렇다. 시인의 눈으

로 세상을 보고, 시인의 귀로 세상을 들으며, 시

인의 가슴으로 세상을 느낀다. 또 그렇게 이해

한 것을 시인의 어법과 필력으로 세상을 표현한

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만인소통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세

상을 건너는 유용하고도 멋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칭되는

삶과 사랑, 그리고 이야기와 시편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시인의 눈과 가슴, 그리고 시인의 어법으로) 

✽고 종 주 변호사

✽ 법무법인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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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된 시편이 우리 민족의 가슴을 서늘하게

적신 것이 100년, 이제 우리는 보물과 같은 아름

다운 시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복된 민족이 되

었다. 그런 시인들의 가슴과 시편들의 중심에 무

엇이 있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

름 아닌 사랑이다. 결국 시(詩)가 우리에게 세상

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

은 세상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라

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므로 그 사랑

으로 화답(和答)하여야 하는 것 - 세상의 모든 사

람과 생명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름답

게 표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점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어느 봄날의 시골 풍경

6. 도시의 삶에 지친 한 남자가 피곤한 몸을 돌보

기 위하여 어느 날 시골로 내려온다. 텃밭이 딸린

쓰러져 가는 자그마한 집을 빌려 혼자 간단히 끼

니를 해결하며 시간을 보낸다. 해가 뜨면 일어나

서 주변을 걷기도 하고 한 곳에 조용히 앉아 풍경

을 감상하기도 한다. 해가 지면 앉은뱅이 탁자에

불을 밝히고 책을 읽는다. 행간으로 지나가는 바

람소리와 빗소리, 드물게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듣는다. 연필로 노트에 몇 자의 글을 쓰기도 한

다. 부치지도 않는 편지를 적어보기도 한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챙겨온 물건을 뒤져 여러 종류

의 씨앗 봉지를 열어 호미로 땅을 헤집어 묻고는

물을 뿌려두었다. 그러고는 잊고 있었다. 이 남자

는 어쩌면 세월을 견디면서 어떤 좋은 일을 하염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7. 그는 씨앗이 묻힌 대지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

고 햇빛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는 고대의 현인들

이 이 세상 모든 물질의 4원소가 물, 불, 흙, 공기

라고 한 말을 생각하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깨달

음을 얻기도 한다. 아마 2, 3주는 족히 지난 어느

봄날 아침,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밭고랑에 일

제히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아이들이 와아하고 함성을 지르며 아주 먼

데서 달려오는 것처럼 말이다. 그 광경은 마침 갓

떠오른 아침 해가 그 푸른 새싹들을 비추면서 아

주 긴 무지갯빛이 하늘로 뻗치기도 하는가 하면

어디서 맑은 새소리까지 어울려 살아 숨 쉬는 대

단히 아름다운 한 폭의 입체적인 그림이자 동영

상이었다. 그때 문득 그 남자에게 언어가 찾아왔

고, 그는 그 언어가 불러주는 대로 마음속에 그 말

들을 깊이 새겼다.  

8. “이름 모를 비슷비슷한 씨앗을 뿌린 뒤 이윽고

얼굴을 내민 새싹의 떡잎을 들여다보는 이 봄날

의 아침을 누구에게 주랴 / 아직은 그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송이 꽃의 삶을 갖기엔 초라하기 그

지없는 이 여윈 가슴을 누구에게 주랴 / 이 크고

작은 새싹들의 오선지에서 문득 하늘로 날아오른

저 새, 빛이라거나 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저

밝음을 누구에게 주랴 / 청명한 저 새의 날아감

뒤에 그리움처럼 내 가슴의 밑바닥에 괴어 잔잔

히 떨리는 햇빛의 무늬, 이 무늬를 그 누구에게 주

랴 / 먼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 소리의 울림만 구름으로 남아 떠도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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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아직 이름 지어지지 않았으되 한 송이 꽃

으로 피어날 이 새싹의 아픔을 누구에게 주랴.”

9. 시인 박제천은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위와 같

이 ‘춘뢰(春雷)’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시 한편을

남겼다. 흔히들 인생이란 무엇이냐? 라는 인간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주고받으며 고대

이래로 참으로 많은 논의들을 하여 왔다. 어찌

보면 그 대답은 모두 개별적인 것이어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으로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델센이 자서전의 제목을 ‘내 인생의 동화’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은 결국 서로 섞여서 한 편의 동화처럼 멋진 이

야기를 엮어가는 과정에 다름없다는 말이 아니

겠는가. 

세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

10. 누가 내게,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

은 어떤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조금 전에 보

여드린 한 폭의 그 그림으로 답변을 대신하겠

다.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

다. 한 남자는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실

제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물론이

고 우주만물과 교감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 잠

든 머리맡을 어지럽히는 빗소리, 가슴 한켠을

훑고 지나가는 스산한 바람소리, 맑고도 울림이

있는 새소리를 듣는다. 가끔은 밖에 나가 사람

들의 말소리와 전화를 통하여 그리운 사람들의

음성도 듣는다. 자연을 읽고, 책을 읽고, 사람

들의 표정과 태도를 읽기도 한다. 가까이 마주

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고, 때

로는 글을 쓰기도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매일

같이 듣고 읽고, 말하고, 쓰면서 살아간다. 듣

고 읽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말하고

쓰는 것은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

상은 곧 사람과 사물 즉 자연이나 우리 곁의 생

명체는 물론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나

이에 이른 요즈음 이렇게 인생을 규정한다. “인

생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

렇게 말이다. 

11. 나는 변호사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정

의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이렇다. 의뢰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자기가 이

해한 방식으로 변호사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설

명을 한다. 그러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

고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 법정에서 구술로 변

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사건의 내용을 표

현한다.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건이 이렇

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야 합니다” 하고 말이다. 법률가로서 자기가 이

해한 사실과 법률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

면 법관은 당사자나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읽

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서면으로 표현한다.

바로 그것이 판결이다. 이와 같이 소송사건의

해결은 이해 → 표현 → 이해 → 표현 이 연쇄적

인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다.

12. 소송 사건은 곧 이야기다. 이야기 중에서도,

말하자면 이야기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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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깨어진 이야기다. 이 깨어진 이야기를 복원하

는 것이 재판이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도 결

국 이야기이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

해하고 표현한 결과로 생성되는 많고 많은 사연

들의 복합체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나는 생

각한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

을 받으면서 자라나 이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일을 하면서 늙어가는 이 모

든 과정이 한 편의 이야기며, 이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표현

하거나,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고 이해한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소명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인생이란 세상을 이해하고 표

현하는 과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13.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은 한 세트의 이야기 꾸러

미다. 작은 시내가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이

되고, 강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이, 사람

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가 떨어져 나

가기도 한다. 동화라든가, 신화나 전설, 그리고

종교경전 등 모든 것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자료는 인간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다. 

14.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주

로 말과 글이다. 물론 음악, 미술, 건축 등 다른

표현 방식이 많이 있지만, 주된 도구는 언어와 문

자다. 그러므로 언어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

라 그 사람의 이해와 표현능력은 다를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유명한 논리철학자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

의 한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람은 어휘가 풍

부하여야 하고, 모든 현상을 언어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휘

가 풍부하면 사물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상상력

의 폭도 당연히 넓다고 보면 된다.

15.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주된 도구

인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 듣기와 읽기 그리고 말

하기와 쓰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들이

영위하는 언어생활의 네 분야를 지칭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느냐에 관

하여는 그러한 구분만으로는 아직 정확한 답을

말하지 않은 셈이다. 어떤 눈과 귀, 가슴으로 세

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어떤 어법으

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16. 동리와 미당이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만났다.

술이 거나해지자 젊은 동리가 젊은 미당 앞에서

“어젯밤에 잠이 안와서 시를 한 수 지었다”고 하

자 미당은 “그래 한 번 읊어보게” 하였다. 사실 동

리는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전에 시를 써서 등

단을 했고 이후 시집을 두 권이나 낸 바 있었다.

동리가 자작시를 낭송했다.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그러자 미당이 들고 있던 술잔을 탁

내려놓고 무릎을 치며 탄복해 마지않았다. “벙어

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이라. 내 이제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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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를 시인으로 인정컸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아미도 이 일화가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만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동리가 대춧

빛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대꾸를 했다. “아이다,

이 사람아. 벙어리도 꼬집히면 우는 것을…이

다.” 미당이 나머지 한 손으로 술상을 쾅 내리치

면서 소리를 쳤다. “됐네 이 사람아!”

17. 미당이 왜 그토록 화를 내었는지 짐작이 갔

으리라고 본다. 동리가 읊는 그 짧은 한 구절에

감동한 미당이 “그래 당신은 시인이야” 하고 일

껏 추켜세웠는데, 이어서 한다는 말이 “벙어리

도 꼬집히면 우는 것을” 이라니, 이건 시도 아니

고 넋두리도 아니고 무슨 글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도 기가 차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리라. 동리가 처음 제시한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하는 글은 그 행간에 수많

은 사연을 품고 있다. 침묵의 형태로 생략된 그

이야기들이 단 한 줄의 짧은 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은 상당한 정도의 긴장과 탄력을

얻은 것이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

을 하게 한다. 

18. 그런 문장을 얻으려면 사람과 사물을 자세

히 관찰하여야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들여다보

아야 하며, 또 그렇게 깊이 이해한 것을 핵심을

간파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에 정확한 의미

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언어예술

의 정점에 있다는 시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

는 방법이다. 겨울나무가 일체의 군더더기를 털

어내고 맑고도 도저(到底)한 모습으로 엄동을

당당히 견뎌내듯 오직 사물의 중심을 곧바로 찌

르고 드는 칼날 같이 매서운 문장이 시문학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런 방식의 이해와 표현을

위하여는 창조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세상을

넓고 깊게 이해하되, 그렇게 이해한 것을 짧은

구절에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 자세는

바로 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19. 미당이 실망하여 마지않은 뒷구절 “벙어리

도 꼬집히면 우는 것을” 하는 문장은 그 선후가

인과관계로 이어진 너무나 당연한 현상을 말한

것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입을 벌려 말

할 필요도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들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

을이 되면 나뭇잎이 지는 등의 사소한 일일 것

이나, 이런 자연법칙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

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평범한 일

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언제나 세상을 재해석하

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알려진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고와 표현

방식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20. 이상의 예화에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이, 비

범함과 평범함이 갈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자면, 익

숙한 것을 낯설게 표현하며, 같은 의미를 실어

도 오래 기억되는 감동적인 어법을 구사함으로

써 오래도록 기억되는 글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모름

지기 상대방의 가슴에 가 닿아야 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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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읽으며, 시인의 귀로 세상을 듣고, 시인의 가슴으

로 세상을 느끼는 것이다. 나아가 시인의 어법과

필력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 삶의 그림자인 나의 모국어 또는 시(詩) 

21. 법정 스님은 “누가 뭐래도 나는 모국어에 대

한 애착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고 말

하였다. 누가 내게, “당신에게 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국어와 시는 내 인생의 그림자

이자 은총이며 다함없는 위로입니다.”라고 말하

겠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다.  

22. 책만 책이 아니라 자연도 책이고 사람도 책이

다. 사귄 순서로 보면 아무래도 자연과 사람이 먼

저이겠지만 책 안에 자연과 사람이 있다는 점에

서 특히 그렇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두 눈 가

득 바다가 들어오는 외진 섬마을, 그런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나 같은 사람

에게는 특히 그렇다. 어려서는 책보다는 자연을,

그리고 사람을 즐겨 읽었다. 주변에 책이 없기도

했거니와 내 앞에 끝없이 펼쳐진 자연의 품이 너

무나도 강한 힘으로 나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나

는 우선 사람들과 더불어 계절에 따라 자연이 들

려주는 신비로운 말과 글을 듣고 읽었다. 그 시절

의 비와 바람, 햇빛과 눈보라, 풀과 나무, 소와 토

끼, 하늘을 나는 새와 잠자리, 나비와 꽃은 모두

모국어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로부터 하나하나 우리말을 배워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 초등학교 시절,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외삼

촌의 책상 위에서 학원 잡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소월과 영랑, 그리고 윤동주, 이육사의 시집

을 발견하였다.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

치 혼자서 피어있네” 하는 소월의 시편, “내 마음

아실 이 / 내 혼자 마음 날 같이 아실 이 /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 푸

른 땀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방울방울 / 보밴 듯 감

추었다 내어드리지.” 이 같은 영랑의 시편들이 내

게 다가왔다.

24.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

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 가슴 속에 하나 둘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런 윤동주의 시편, “내 고장 칠월은 / 청포도가 익

어가는 시절 /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

고 / 하늘 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 내가 바라는 손님은 청

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

아이야 우리 쟁반엔 은식탁에 / 하이얀 모시수건

을 마련해두렴“ 이런 이육사의 시편들은 의미를

떠나 우리말의 멋진 리듬과 그 리듬에 실린 아련

한 어떤 슬픔 같은 것을 느끼면서 나를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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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로서는 책에서 또 하나의 다른 자연을 확

인한 것이다. 내가 자연에서 배운 언어들이 그

런 시집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고, 그 뿐 아니

라 그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시를 읽으면 그 소리는 곧 파도와

바람이 되고 비와 새소리가 되었다. 나는 일찌

감치 우리의 모국어가 자연의 호흡과 자연의 노

래를 완벽하게 복원하고 있음을 알고 감격스러

웠다. 시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베껴 쓰면서

시는 곧 사람의 숨결이며 이것을 가락으로 우리

의 일상 언어가 노래가 되는 과정을 눈여겨보았

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우리의 모국어에 서서

히 매혹되어 갔다. 

26.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대학입시 준비

대신 농사짓는 법을 배웠다. 농고생이었던 나는

한 손에는 책을, 다른 한 손에는 벼 포기를 움켜

쥐고서 3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허송한 날

들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나는 더욱 자연과 그

속의 아이들에게 몰입하였다. 교과서를 통하여

만난 가람 이병기 선생의 아름다운 시조를 외우

고 다녔으며, “노랑 장다리 밭에 나비 호호 날고

/ 초록 보리밭골에 바람 흘러가고 / 자운영 묽

은 논둑에 목매기는 우는 고” 하는 정훈 선생의

현대 시조 또한 내게는 모국어의 보석이었다.

청마 유치환 선생의 춘신(春信) 이란 시가 그 시

절 고교생들의 애송시였다. “꽃등인양 창 앞에

한그루 피어오른 / 살구꽃 연분홍 그늘가지 사

이로 / 작은 멧새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

나니 / 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메서 / 작은

깃을 얽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 이 보오얀

봄 길을 찾아 문안하러 나왔느뇨 / 앉았다 떠난

그 자리에 여운이 남아 / 뉘도 모를 한때를 아

쉽게도 한들거리나니 / 꽃가지 그늘에서 그늘로

이어진 끝없이 작은 길이여.”

27. 진주에 거주하는 설창수 시인이 그 무렵 학

교에 찾아 와서 자신의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그 고장 출

신의 이형기 시인의 시를 알게 된 것도 그 즈음

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등단한 그분의 초기 시

는 감수성이 풍부한 한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뭐라고 말을 한다는 것

은 / 참 믿을 수 없는 일이다 / 손목을 쥔 채 그

냥 더워오는 / 우리들의 체온을 /내 손바닥에

점 찍힌 하나의 슬픔이 있을 때 / 벌판을 적시

는 폭넓은 슬픔으로 오히려 다사로운 그대 / 이

만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 내가 그대를 부른다

/ 그대가 또한 나를 부른다 / 멀어질 수도 없는

가까워질 수도 없는 / 이 엄연한 거리 앞에서 /

나의 울음은 참회와 같다 / 제야의 촛불처럼 황

홀이 켜졌다간 꺼져버리고 싶다 / 외로움이란

내가 그대에게 그대가 또한 나에게 / 서로 등을

기대고 울고 있는 것이다.” ‘그대’라는 시편이다. 

28.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

는 이의 뒷모습은 /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

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

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

금은 가야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

아 / 열매 맺는 가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

게 죽는다 / 헤어지지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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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눈.” ‘낙화’라는 또 한

편의 시다. 특히 이 두 편의 시는 내 삶의 진정한

그림자로 언제나 나를 졸졸 따라다녔고, 나의 입

술 위에 살아 있었다. 고교 시절에 그런 좋은 시

가 내 가슴에 새겨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없는

축복이자 은총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너

무나도 고마운 일이었다. 

29. 그 무렵 우연히 또 하나의 보물이 내 품에 들

어왔다. 현암사에서 나온 동양의 명저 중 한 권인

채근담(菜根譚)은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둘도 없는

벗이자 내 책상 위에 항상 윗자리를 차지하는 스

승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인연이다. 책을 펼치자

마자 조지훈 시인이 번역한 그 아름다운 문장들

은 나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바람이 성긴 대 숲

에 오매 바람이 지나가면 대가 소리를 지니지 않

고 기러기가 차운 못을 지나매 기러기 가고 난 다

음에 못이 그림자를 머무르지 않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

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나니라.” 홍자성

원저의 중국 서책을 번역한 책이지만, 그 번역문

자체가 이와 같이 개개의 산문시 자체였다. 우리

의 모국어가 운반하는 그 도저한 동양의 정신, 동

양의 지혜, 동양의 자연에 끌려들어갔다. “그렇구

나. 우리말은 이리도 맛깔스럽게, 때로는 낭창낭

창, 때로는 도도하게, 때로는 가슴 저미도록, 때

로는 유쾌하게, 마치 강물이 들판을 흐르듯, 바람

이 산맥을 넘듯, 파도가 해변에서 튀어 오르듯,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휘잡을 수 있는 것이로구

나. 그런 힘과 멋을 가진 언어로구나” 석양을 등

지고 저문 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항용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30. 이후 군 입대 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다. 포연이 자욱한 전쟁터에서

나는 신구문화사에서 나온 ‘한국전후문제시집(韓

國戰後問題詩集)’을 품고 살았다. 대학을 졸업하

고 나서 두 번의 국가고시를 거쳐 5년간의 행정부

공무원으로, 28년 6개월간 법관으로 근무하는 기

간 내내 한 번도 시는 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시가

내게 가르쳐 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

았다. 시인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들으며, 시

인의 어법으로 세상을 표현한다는 그 방법 말이

다. 모든 것을 시에서 배웠으며 시가 주는 위로와

은총 그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었다. 시

덕분에 나는 행정공무원이 되었고, 시 덕분에 나

는 법관이 되었으며, 시를 인연으로 배우자를 만

났으며, 시를 좋아했던 연고로 뜻밖에도 신은 내

게도 시를 주셔서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하기도 하

였다. 그간 내가 썼던 모든 판결과 글들은 바로 아

름다운 우리 모국어의 정점에 있는 시의 정신과

필법에 기인한 것이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우리 시(詩)의 명편들

31. 나는 지금도 수많은 시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50편 정도의 시를 따로 프린트하여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읽고 있다. 두 권

정도의 시집도 나를 항상 따라다닌다. 그 중 여전

히 내 곁에 있으면서 읽을 때마다 나를 즐겁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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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동을 주는 시 몇 편만을 골라 추가로 소개

하고자 한다. 우리 모국어의 맛과 멋과 향기를

전한다는 의미에서 굳이 그러는 것이다. 짧은

시는 전편을, 비교적 긴 시는 부분만을 인용한다. 

32. 김관식 시인은 우리나라 신라시대를 일컬

어, “꽃으로 치면 / 활짝 핀 석류꽃과 같은 꽃 /

우리나라에도 해와 같이 황홀히 광명하던 시절

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라 / 아하, 빛이여 눈이

시리다 / 눈이 멀을까 눈을 뜨지 못하겠네.” 라

고 하였다. 지금부터 1260년 전 신라인이 창건

한 석굴암의 본존불상 뒤편의 벽면에 돋을새김

으로 연꽃대 위에 서있는 관세음상은 전문가들

또한 그 부드럽고도 정교한 솜씨에 놀란다고 하

지만, 왼손에 꽃병을 들고 오른손은 내려서 몸

에 두른 긴 구슬 줄의 일부를 살짝 사려 잡은 자

세로 입술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얼굴에 자비

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금

방이라도 가볍게 날아올라 승천해 버릴 듯한 

형국이다. 

33. 바로 그 관세음상 앞에서 눈과 귀를 열고 마

음을 열어 둔 채 오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린 끝

에 마침내 한 시인은 한자 한자 침묵 속에서 들

려오는 언어들을 포획한다. “석련이라 / 시들

수도 없는 꽃잎을 밟으시고 / 환희 이승의 시간

을 초월하신 당신이옵기 / 아, 이렇게 가까우면

서 / 아슬히 먼 자리에 계심이여 / 어느 바다 물

결이 다만 당신의 발밑에서 찰락이겠나이까 /

또 어느 바람결이 그 가비연 당신의 옷자락을

스치겠나이까 / 자브름하게 감으신 눈을 / 이젠

뜨실 수도 벙으러질 듯 / 오므린 입가의 가는 웃

음결도 / 이젠 영 사라질 수 없으리니 / 그것이

그대로 한 영원인 까닭이로라 / 해의 마음과 꽃

의 훈향을 지니셨고녀 / 항시 티어 오는 영혼의

거울 속에 / 뭇 성신의 운행을 들으시며 그윽한

당신 / 아, 꿈처럼 흐르는 구슬 줄을 / 사붓이

드옵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시고.” 박희진

시인의 ‘관세음상에게’ 라는 제목의 시 일부다. 

34. 그런가 하면 같은 관세음상 앞에서 오랜 시

간 무릎을 꿇고 있던 미당은 이윽고 당신 자신

이 벽면의 관세음상이 되어 다음과 같이 노래한

다.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 호수와 같은 그

리움으로 / 이 싸늘한 돌과 돌 사이 / 얼크러지

는 칡넌출 밑에 / 푸른 숨결은 내 것이로다 / 세

월이 아조 나를 못 쓰는 티끌로서 / 허공에 허

공에 돌리기까지는 / 부풀어 오르는 가슴 속에

파도와 / 이 사랑은 내 것이로다 / 오고가는 바

람 속에 지새는 나달이여 / 땅속에 파묻힌 찬란

헌 서라벌 / 땅속에 파묻힌 꽃 같은 남녀들이여

/ 오, 생겨났으면, 생겨났으면 / 나보단도 더 나

를 사랑하는 이 / 천년을, 천년을 사랑하는 이 /

새로 햇볕에 생겨났으면.”

35. 조선조의 개혁군주인 정조의 지원을 받으며

실학을 집대성하여 부국강병을 꿈꾸던 다산 정

약용 선생은 당쟁에 휘말려 오랜 기간 유배생활

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간

난신고의 불우한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수

많은 저작을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지

적 자산을 남겨주었다. 그런 다산이 유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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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애절하기 그지없으면서

도 그 도저한 인격과 품위에는 마음이 숙연해진

다. 다산 선생의 당시 그 심정을 정일근 시인이 절

절이 바로 눈앞에서 보듯 그려내고 있다. 아마 명

문장가인 다산 자신도 그 이상은 표현하지 못했

으리라고 본다. 

36. “아직은 미명이다. 강진의 하늘 강진의 벌판

새벽이 당도하길 기다리며 죽로차를 달이는 치운

계절, 학연아 남해바다를 건너 우두봉을 넘어오

다 우우 소울음으로 몰아치는 하늬바람에 문풍지

에 숨겨둔 내 귀하나 부질없이 부질없이 서울이

기별이 그립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의

안부가 그립다. 저희들끼리 풀리며 쓸리어가는

얼음장 밑 찬 물소리에도 열 손톱들이 젖어 흐느

끼고 깊은 어둠의 끝을 헤치다 손톱마저 다 닳아

스러지는 적소의 밤이여,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구나. 목포, 해남, 광주 더 멀리 나간 마음들

이 지친 봉두난발을 끌고 와 이 악문찬 물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아득하여라. 정말 아득하여라. 처

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

인가 무덤인가 등잔불 밝혀도 등뼈 자욱이 깎고

가는 바람소리 머리 풀어 온 강진 벌판이 우는 것

같구나.” 

37.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품인 이 시

를 읽은 72세의 노시인 김광균 선생은 21세의 새

파란 청년에게 친필로 엽서를 써서 보내 찬탄을

마지않았다. “정일근 씨, 신년호에 개제된 시를

읽고 대단히 감동하여 책상머리 비망록에 끼워놓

고 가끔 생각나면 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

안 신문지가 누렇게 변색하여 다산 유배지의 해

지는 하늘빛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시를

쓰면 시의 유지만도 큰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38. 김광균 시인은 1914년 생으로 일제강점기에

모더니즘과 이미지즘 운동을 주도하면서 언어로

그림을 그리시던 분이다. 와사등이라는 시에서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있다 / 나

홀로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하였고, ‘설

야(雪夜)’라는 시에서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

어 가며 / 서글픈 옛 자췬 양 흰 눈이 나려 / 하이

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표현한 분이다. 눈이

내리는 소리를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이다. 그런 대가가 손자 나이의 어린 사

람이 쓴 시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이다. 오

죽했으면 언어예술의 귀재가 대가로서의 자존심

을 모두 내려놓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 라는 취

지의 친필 편지를 보냈겠는가. 시란 바로 그런 것

이다. 좋은 글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의

심금(心琴)을 울리는 것이며, 그리고 사람이 진정

으로 어떤 사물에 감동할 때 우리는 마음이 정화

되어 낮아질 뿐 아니라 감사하는 힘이 생겨나고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39. 이수익 시인이 어느 날 골동품 가게에서 옛날

을 생각하면서 호롱을 하나 샀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물건이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이

면 아주 흔하디흔한 빛의 도구였다. 그는 그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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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한 그릇 값으로 가져왔다고 아주 미안해하면

서 지금은 대접이 너무나 소홀하지만 그 고전의

기물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한가운데

잔잔한 기쁨이 차오른다면서 그 이유를 글 몇

줄에 실어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적어내려 간

다. “가물대는 이 호롱의 불빛을 이마에 쓰고 /

터진 식구들의 옷가지를 땀땀이 기웠을 / 그런

아낙과 / 이 호롱 아래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 불빛 따라 희미한 새벽의 여명 속으로 건너갔

을 / 한 꿈의 소년과 / 이 호롱의 불빛으로 잠 못

이루는 해수의 밤을 / 혼령처럼 앉아 지샜을 그

런 노인과 / 이 호롱 아래서 잠든 아이들 얼굴

을 지켜보며 / 나직이 두런대던 근심어린 대화

의 / 한 부부와 / 이 호롱의 불빛에 부끄러움과

갈증을 느끼며 / 칠흑 어둠 속으로 자지러들던

초야의 / 한 신혼과 / 아, 어쩌면 그들은 내 부

모였고 /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증조부모 / 아

니면 내 이웃들의 선친이었을 그런 가까운 사람

들의 / 그립고 눈물겹고 간절한 사연들을 / 호

롱, 이 침묵의 유물은 / 가만히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40. 물푸레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담가두면 푸

르스럼한 물이 우러난다. 흔히 보는 나무이고

그 잎 또한 특별한 것이 없지마는 작고한 시인

오규원은 그런 평범한 나무와 잎에서 자기가 사

랑하는 한 여성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골라낸다.

이와 같이 전혀 이질적인 사물에서 공통점을 발

견하는 이런 기법을 통하여 독창적인 사고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

네. 물푸레나무 한 잎 같이 쬐끄만 여자, 그 한

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푸레나무 그 한 잎의

울림, 그 한 잎의 맑음, 그 한 잎의 영혼, 그 한

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 보일 듯한

그 한 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안 가진 여자, 여자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

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 물푸레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41. 글을 쓸 때, 우리가 외롭다, 슬프다, 그립다

고 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버리고 만다면

독자로서는 바로 그 표현에 수긍하기도 힘들뿐

더러 독자 나름대로의 상상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셈이 되어 문장의 탄력과 긴장이 떨어져

읽을 맛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T. S. 엘리

엇은 “사상을 장미의 향기처럼” 표현하라면서

추상적인 생각은 언제나 구체적인 자연물로 대

체되어야 하고 이것을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고 이름 붙였다. 

42. 아취볼드 매클리쉬라는 사람은 ‘시법(詩法)’

이라는 시를 통하여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시는 둥그런 과일처럼 / 만질 수 있

고 묵묵해야 한다 / 엄지손가락에 닿는 오래된

메달들처럼 / 딱딱하고 / 새들의 비상처럼 / 시

는 말을 아껴야 한다 / 시는 구체적인 것이지 /

진실된 것이 아니다 / 슬픔의 긴 역사를 표현하

기 위해서는 / 텅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 /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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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 비스듬히 기댄 풀잎들과 바다 위

두 개의 불빛 / 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 단지 존재할 뿐이다.” 말하자면 좋은 글과 좋지

않은 글을 가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글 쓴 이

가 자신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냈는가, 아니

면 그런 감정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물에 빗대어

뜻을 그 사물 뒤에 잘 숨겨두었는가 하는 그 차이

를 가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3.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 한 사람과 그 시인의 시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희성 시인은 과거 ‘저

문 강에 삽을 씻고’ 라는 제목으로 하층민의 애환

을 아프게 그린 시를 써서 당시 화제의 중심 인물

로 떠올랐던 분이다. 그런 그가 몇 년 전에는 그

리움과 슬픔의 감정을 의인화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운, 그리하여 연인들이 자

신들의 앞가슴에 꽂고 다니고 싶은 한 송이 꽃과

같은 아름다운 명편 하나를 남겼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라는 제목의 시다. “어느 날 당

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우리들의 꿈이 만나 / 한 폭의 비단

이 된다면 /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 오

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

게 손을 주고 /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

한 눈을 들여다 볼 때 /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44. 그런 그가 쉰일곱의 나이였을 때 이런 재미난

시도 한 편 남긴다. 일상의 사소한 대화 또한 시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이다. “배낭을 둘러메고 나서는데 / 등 뒤에서 아

내가 구시렁댄다. / 지가 열일곱 살이야, 열아홉

살이야. / 구시렁구시렁 눈이 내리는 산등성 / 숨

차게 올라가는데 / 칠십 고개 넘어선 노인네들이

/ 여보 젊은이, 함께 가지 / 앞지르는 나를 불러

세워, 올해 몇이냐고 묻는다. / 쉰일곱이라고 대

답한다. / 그 중 한사람이 말하기를, 좋을 때다. /

살아 천년, 죽어 천년한다는 태백산 주목이 / 평

생을 그 모양으로 허옇게 눈을 뒤집어쓰고 서서 /

좋을 때다, 좋을 때다. / 말을 받는다. / 단골집,

귀때기 새파란 그 계집만 / 괜스리 날보고 늙었다

고 한다.” 어떤가. 앞서 읽은 시를 쓴 사람과 같은

시인이 썼다고 보기 어려운 놀라운 시적 변신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시인들이 내게 가르쳐 준

바에 따라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

하는 것이 좋을 지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해(1) - 왜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45. 시인의 귀로 세상을 듣는다는 말이 어떤 모습

이겠는가. 상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고 잔뜩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리라. 마치 사

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

듯이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말일 것

이다. 갓난아기는 먹고, 자고, 오줌 싸고, 칭얼대

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

끊임없이 세상을 듣고 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빗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는다. 때로는 부모

가 들려주는 동화, 부모가 틀어주는 클래식 음악

도 듣는다. 그저 듣기만 한다. 바로 이 자세,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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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판단과 평가 없이 우선은 남의 말을 경청하

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람은 듣지 못

하면 말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첫 걸음은 바로 듣는 것이다. 

46. 아이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라는  한 단어를 발음하

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가. 그런 인

내심과 배려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

이다. 아이들은 또 동화나 전설, 옛날이야기를

유난히 좋아한다.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임에도 아이들은 그 무한한 상상력

으로 가공의 세계를 날아다니고 마법의 춤을 추

기도 한다. 그렇게 그들은 들으면서 세상을 배

운다. 어린이가 아니면서 그렇게 여전한 호기심

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바로 시인이다. 그렇게

듣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시를 쓸 수 없기 때문

이다. 어찌 보면 피터 팬처럼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있는 어른들이 시인이다. 비단 시인뿐이겠

는가.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말을 하고 글

을 쓰려면 우리는 우선 제대로 들어야 하고 그

런 코드를 통하여 상대의 의중을 먼저 읽어야

할 것이다. 

47.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의 재판에 관

한 부분에서 청송지본(聽訟之本)은 재어신독

(在於愼獨)이라 하면서 소송을 청송(聽松)이라

고 별칭하였다. 남의 송사에 임하여 재판을 하

는 일의 기본은 곧 잘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리라” 했을 때

“백성들을 재판함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다(열왕기상 3장 9

절).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이 대단히 감동하여,

“네가 자신을 위하여 수명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 네가 너무 기특하여 네게 재판에 필요한 지

혜와 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더하여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에 세상의 수많은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다. 실

제로 솔로몬왕은 이로써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를 다 누렸다. “세상을 잘 듣게 해 주십시오” 하

고 구했을 뿐인데 그 보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컸던 것이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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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은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수녀는

“그분도 들으십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기

도는 고백과 발언의 양식임이 분명하지만 이처

럼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철학자 키르케고르

의 다음과 같은 말도 같은 취지다. “처음에 기도

는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이 고

요해지자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

달았다.” 

49. 유대인 수용소에 살아남아, 의미에 의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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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라는 로고테라피 기법을 창안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겪은 실화다. 박사는

어느 날 새벽 3시의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고 한다. 방금 막 자살을 결심했다는 어떤 여

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는 것이

다. 그 여자는 자신의 그런 결심에 대해 박사가 무

슨 애기를 할지 궁금하다고 했단다. 박사는 자살

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한참동안 자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

고, 결국 그 여자는 넌지시 계획을 접고 이튿날 아

침 9시에 박사를 찾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다음날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병원에 모습

을 드러낸 여인은 박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박사님, 오늘 새벽에 제가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

나 결국 마음을 고쳐먹은 것은 한밤중에 단잠을

깨웠는데도 박사님이 조금도 화를 내거나 투덜거

리지 않고 삼십분 동안 참을성 있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 세상

같으면 다시 한 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

나 하고요.” 그저 듣기만 하였는데도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경우다.

50. 정현종 시인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경청(傾聽)’이란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

다. “불행의 대부분은 /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 비극의 대부분은 / 경청하지 않아서 그

렇게 되는 듯 / 아, 오늘날처럼 / 경청이 필요한

때는 없는 듯 / 대통령이든 신(神)이든 / 어른이

든 애이든 / 아저씨든 아줌마든 / 무슨 소리이든

지 간에 / 내 안팎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 세

상이 조금은 좋아질 듯 / 모든 귀가 막혀 있어 /

우리의 행성은 캄캄하고 / 기가 막혀 / 죽어가고

있는 듯 / 그게 무슨 소리이든지 간에 / 제 이를

닦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 그걸 경청할 때 / 지평

선과 우주를 관통하는 / 한 고요 속에 / 세계는 행

여나 / 한 송이 꽃 필 듯.” 이 시에서 시인은 세상

의 모든 문제가 잘 듣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

정하고 있다.   

이해(2) - 우리는 왜 사람, 자연, 

책을 읽어야 하는가

51. 아이들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글을 익히게 된다. 이제 아이들은 언어의 세계에

서 문자의 세계로 나아간다. 언어가 가진 시공간

의 제한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 문화부 청사에 내걸었던

인상적인 슬로건처럼 한글은 그야말로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다. 우리가 한글을 가졌다

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총이다. 소중한

보배로서 갈고 닦아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하고 오

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

지겠지만 어른들 역시 책은 우리 인생의 듬직한

반려라고 아니할 수 없다. 책이 없이 우리가 어찌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살 수 있었겠는가.

모름지기 우리는 책을 넓게 읽은 후에 자기 취향

에 맞는 소수의 책을 가려 깊게 읽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람도 뜻이 잘 맞는 사람이 있듯이 책 또

한 자신과 뜻이 잘 통하는 책이 있기 마련이다. 초

기에 그러한 책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드문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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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52. 무슨 책을 골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시중에 수많은 조언들이 깔려 있

으므로 여기서는 굳이 그 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본다. 명작으로 분류되는 문

학고전들을 비롯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철

학 및 예술 분야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양서들

이 많이 있다. 다만 좋은 우리 시를 많이 읽으라

고 권하고 싶다. 적어도 한 100권 정도는 읽으

라고 말하고 싶다. 

53. 그리고 그 중 마음에 드는 시집 한 두 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책들을 언제 시간이 나

면, 조용히 책상에 앉아 펜으로 필사(筆寫)해 보

기를 권한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우

리나라의 모든 시인들은 거의 대부분, 선배 시

인들의 시집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선배시인의

어법을 터득하여 스스로도 시인이 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을 정도이다. 필사는 시인이 되는 필수코스로

여겨진다. 시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시인이 사

용하는 어휘의 종별과 그런 어휘의 구사방법은

고스란히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될 것이

다. 그 어휘와 필법이 기억 속에 숨어 있다가 어

느 날 우리가 쓰는 말과 글에 자신도 모르게 숨

어들어 그 문장의 품격을 은연중에 높여 줄 것

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다.

우리나라의 좋은 시를 읽으면 정말 우리글이 이

토록 멋진 글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

다. 나아가 덤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시인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

게 될 것이다. 

54. 작가 권지예가 국내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불문학을 공부해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유학 중 어린 딸을 데리고 갔다. 그런

데 그 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프랑스 시인들의 시

를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암송시킨다고 한다.

초등학교 5년 동안 적어도 시 100편은 외어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어린 딸이 그

자그마한 입술로 위고, 베를렌, 랭보, 발레리,

아폴리네르, 프레베르 등 프랑스의 기라성 같은

시인들의 시가 줄줄이 흘러나와 자신의 가슴을

서늘하게 적시고 지나갈 때 감개가 무량해지곤

했었다는 것이다.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는 프랑

스 청소년들이 천개의 시구를 외우지 않고는 중

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

겠다고 한다. 누가 천개가 많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최소한이라고 대답했다. 

55. 올해 87세인 노익장의 낭만적인 논객으로,

청중들의 얼굴에 쓰인 원고를 읽는다는 인기 많

은 연사인 김동길 박사는 젊은 시절 우리시, 영

시, 한시를 포함하여 모두 300편의 시를 암송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 시들을 줄줄이 외우

고 있을 뿐 아니라 강연에 자주 활용한다. 그러

면서 그 시들이 기억나지 않을 때 자신은 연단

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통섭원의

석좌교수인 최재천 박사는 젊은 시절 꿈이 시인

이었다. 그가 글을 그렇게 쉬우면서 품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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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깔스럽게 잘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시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명문으로 소문난 평론가 김

화영 고대 명예 교수, 서울대 미대 김병종 교수는

젊은 시절, 모두 시인으로 등단한 분들이다. 광주

에 사는 아동문학가 문길섭이라는 분은 1998년부

터 시를 암송하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2008년

당시, 우리나라 시를 정확하게 1,000편을 외웠다

고 한다(2008. 11. 1. 자 조선일보). 천편의 시를

암송하다니,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는 생애 최종 목표가 2,000편을 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불혹을 넘긴 어느 날 한 문학 지망생의 시

낭송을 듣고 불현 듯 시를 외우고 싶어져서 시작

했다는 것이다. 외울 때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백

만장자처럼 언제든 꺼내 쓸 재산이 넉넉한 마음

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56. 우리 조상들은 본래 시문을 좋아하여 관리도

시문을 통하여 뽑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학자들도 초야에 묻혀 살면서도 언제나 책을 손

에서 놓지 않았다. 주로 사서삼경을 비롯한 고대

경전을 낭송하였지만, 대갓집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가 하도 낭랑하여 이웃집의 처녀들이 더러

담장을 넘었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병에서 물을

따르는 듯한 그 소리를 스스로 즐긴 분들이 대부

분이다. 일일부독서(一日不讀書)면 구중생형극

(口中生荊棘)이라고 하여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

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는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이 끊임없이 읽고 또 읽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맹자삼천독(孟子三千讀)이면 유(有)툭탁지성(之

聲)이라고 하여 맹자를 삼천 번 읽으면 문리 터지

는 소리가 툭탁 난다고들 하였다.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57. 기독교인인 우리 부부는 매일 같이 저녁예배

를 드리면서 성경을 한 챕터(chapter)씩 읽는다.

혀의 훈련으로 그 이상이 없음을 종종 느낀다. 하

루라도 빠트리면 다음날 대화 중에 혀가 잘 구르

지 않고 더러는 말이 헛나오는 것을 발견한다. 성

경의 역대 상을 읽게 되면 거기 나오는 유대 사람

들의 이름을 발음하기가 대단히 힘이 든다. 그러

나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를 쓴

다. 그러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 쪽으로 넘어가

면 어떻게 혀가 잘 돌아가는지, “아, 정말 혀 운동

한 번 정말 잘 하였구나.”하는 절로 실감이 난다.

마치 자동차가 비포장도로를 기우뚱거리며 달리

다가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에 올라선 듯한 느낌

이 든다. 요즈음 책을 읽을 때 대개는 묵독( 讀)

을 하지만 한 세기 전만 하여도 혼자서 묵묵히 책

을 읽으면 음흉하고 사특하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좋은 시집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마

땅하다. 시를 묵독한다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는 살아 숨 쉬

는 자연과 인체의 리듬이 문자 형태로 응고된 언

어예술이다. 그러므로 시는 소리 내어 읽어 그 응

고를 풀어주어야 한다. 강은교 시인은 “시는 읽는

순간 한편의 시로써 완성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묵독이 아니다. 낭독이나 낭송이

다. 낭송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낭송을

하게 되면 그 시의 리듬이 읽는 사람과 일체가 되

어 시가 살아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시를 읽

어도 세월은 가고 시를 읽지 않아도 세월은 간다.

그러나 시를 읽은 사람은 세상을 조금은 더 행복

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시를 읽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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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

어도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가

그 사람의 세상 지위를 높여주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높여줄 것이다.

58. 책과 함께 사람과 자연도 읽어야 한다. 사람

을 읽는다는 말은 사람과 교제한다는 말이다.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태도를 읽기도

하고, 표정을 읽기도 한다. 마음에, 태도에, 얼

굴에 문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가 가진

어떤 상징이나 상형과 유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인간을 깊

이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이며, 이

는 곧 진심으로 그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기도 하다. 자연을 읽는다는 말은 자연의 리듬

과 색깔, 향기, 형태 등을 즐긴다는 것이다. 산

책을 통하여, 그리고 멀고 가까운 곳의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예술의 세계로 나아

갈 수도 있고, 사람과 자연을 진정으로 깊이 이

해할 수 있게 될 때, 참으로 좋은 말과 글이 표

현의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

다. 표현방식이 아주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시

와 그림, 그리고 음악, 건축 등으로 말이다.

표현(1) - 이 시대에 필요한 화법은 

무엇인가

59. 줄곧 듣기만 하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이야기를 짜깁기 하거나 지어내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식이다. “옛날 옛날 먼 옛날에 저 먼 나라에 잘

생긴 왕자가 살았대. 그런데 이웃나라에는 아름

다운 공주가 살았어. 그 둘이 말이야, 숲속에서

왕자는 사냥을 하고, 공주는 꽃을 따다가 한 눈

에 반했대.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

다고. 재미있지? 또 해줄까?” 참으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 구술을 통하

여 아이는 스피치를 점차 익혀 가면서 세상을

표현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60. 이 시대는 방송, 인터넷, 강연, 강의, 일상

적인 대화 등을 통하여 말이 넘쳐나는 세상이

다. 가위 말이 춤추고 말이 날아다니는 말의 천

국이 된 세상이다. 화법에 관한 책도 많고 비법

을 소개하는 처방도 많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때문에 말

도 많고 말을 잘못하여 곤경에 처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무언가 오

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 발언도 드물지 않

다. 이는 우리가 의사소통에 관한 훈련이 부족

한 탓도 있겠지만, 말이 주는 힘을 너무 경시하

여 함부로 말을 한 잘못이기도 하다. 우리는 말

을 두려워 하여야하고, 꼭 필요한 말만 잘 가려

서 하여야 한다. 

61. 내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대체로 ① 쉬운 말로 핵심을 간결하게 말하

라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라” 하는 부

탁이 있지만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발언과



196•제32호 부산법조

이야기는 정말 곤혹스럽다. 물론 어휘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분위기와 상황에 맞아야 한다. 그러

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을 통하여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다. ② 노래하듯이 말하라는 것이다. 말의 고저강

약과 완급, 멈춤을 섞어서 리드미칼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표준말로 마치 음악처럼 들리

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

운 언어인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에

서 가장 좋은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이며, 그 좋은

악기로 명곡은 아니더라도 소음을 생산해서야 되

겠는가. 말은 언어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너무 줄

줄이 달아 말하다보면 말하는 사람도 바쁘고 듣

는 사람도 따라가기 힘든다. 피아니스트 아르투

르 슈나벨의 말이 생각난다. “나의 음악은 보표와

보표 사이의 휴지(休止)에 있다”고 말이다. 언어

에 따르는 침묵은 마치 빛에 따르는 그림자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사진 작품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담화도 침묵을

배경으로 거느리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듣기 좋

은 음악이 된다. 

62.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화법은 ③ 그림 그

리듯이 말하라는 것이다. 언어로 그림을 그린다

는 것은 장면과 상황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단한 관찰력과 표현

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평소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어휘를 늘리고 표현기법을 갈고 닦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본다. 세상을 시인

의 귀로 듣고 시인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시인의

표현 방식에 기대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상당

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3. 이 시대에 필요한 화법을 나 자신은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요

약하였으나 세상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데 유용

한 도구 하나를 말하겠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

각이나 뜻을 표현함에 있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나 주제를 하나로 뭉뚱거리지 말고 세 가지

로 요약하라는 것이다. 아이디어 3분법 또는 3패

턴 전략이다. 말하자면 3이 마법의 숫자가 되는

셈이다. 두 가지는 너무 적고 네 가지는 너무 많

다. 예를 들면 천·지·인, 정·반·합, 서론·본론·결

론, 상·중·하, 시조의 초·중·종장, 과거·현재·미

래, 나·너·그들 등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

물을 이와 같이 삼분(三分)하여 이해하고 표현하

는데 상당히 길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황

금의 삼각대로 우리의 주장을 단단히 받치면 거

기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릴 것이다.

표현(2) - SNS 시대의 글쓰기는 

어떤 형태가 좋은가

64. 고대인의 의사소통은 주로 대면방식(face to

face)이었다. 얼굴을 마주하고 상대방의 체취와

눈빛을 느끼면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문

자가 발명된 후 세월이 지나 인쇄매체가 주된 소

통수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500년간 말은

글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20세기에 이르러 전파

매체가 등장하면서 표현수단의 역학구도는 다시

달라졌다. 전파의 양상도 대중을 상대로 한 음성

전파에서 영상전파에로, 영상전파도 흑백에서 칼

라로, 그것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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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전하였다. 말이 우위를 점하게 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론학자 마셜 맥루한은 “다시 원

시시대와 같은 일대일의 언어소통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감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한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시대가 열

리면서 이제는 이메일, 블로그, 페이스 북, 트

위터, 카톡, 3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순간전달의 글쓰기’가 가능해지면서 이

제는 말과 글의 경계가 모호해진 듯하다. 사회

학자 마누엘 가스텔은 “말에 대한 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65. 이러한 시대상황하에서 우리는 어떤 글쓰기

를 지향하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가르치기 전부터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상호 교신을 하면서 자기

들 나름대로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 판국에 무엇

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고 딱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하다. 지금이야

말로 시인의 눈과 가슴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시

인의 어법과 필력으로 세상을 표현할 때다. 아

이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치고 어른들은 그것을

실천하여야 한다. 좋은 시 문장을 많이 읽고 따

라 쓰는 방식으로 짧은 문장을 어법에 맞게 제

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66. 글을 좀 써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말이지

만 글쓰기의 기본 원칙은 뜻밖에도 단순하다.

첫째, 짧게 쓴다. 둘째, 쉽게 쓴다. 셋째, 정확

하게 쓴다는 그것이다. “무엇을 쓰든 짧게 쓰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쓰라. 그러면 이

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쓰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이 말은 미국 언론계의 노벨상이

라고 불리우는 퓰리처상을 제정한 저명한 신문

인 조셉 퓰리처의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연합군 총사령

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한 장의 종이에 요

약할 수 없는 보고서는 충분히 숙고된 것이 아

니다.”라고 단정하였다. 세계의 대부호 에드넌

카쇼기는 수십 페이지로 된 투자제안서를 단 한

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많은 자

료를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패트릭 G. 라일리가 쓴 ‘The One

Page Proposal’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웬만큼 이해 가능한 글

을 쓸 수 있으리라고 본다. 

67. 글쓰기는 곧 단어의 선택과 배열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문장은 세 단어를 선택하여

이를 평서문으로 배열하였다. 이 문장의 배열을

여러 가지로 달리 할 수 있다. “너를 사랑한다,

나는.”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한다, 나는 너

를.”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어의 위치를 달리 함에

따라 문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필자의 의도가

달라진다. ‘사랑한다’는 낱말 대신에 ‘좋아한다’

는 낱말을 선택하는 경우, ‘연모한다’는 낱말을

선택하는 경우, ‘생각한다’는 낱말을 선택하는

경우, 그 뜻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너라는 단

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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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메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내 그대를 불

러보리라.“ 황동규 시인이 고등학생 시절에 연상

의 어떤 여인을 생각하며 썼다는 한 편의 시, 박

신양과 최진실 주연의 ‘편지’라는 영화의 모티브

가 되고 그 영화에 인용되었던 유명한 이 시의 상

대방을 만약 시인이 너라고 불렀다면 이 시가 지

니고 있는 고유의 아우라(aura)를 느낄 수 있었겠

는가. 단어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68. 토씨 하나의 선택도 때로는 문장의 품격과

맛, 그리고 내용을 가른다. 달이 밝다는 표현과

달은 밝다는 표현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전자는

묘사문이요, 뒤의 것은 설명문이다. 작가 김훈이

쓴 칼의 노래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

었다”로 시작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썼다고 한다.

김훈은 그 문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번 생

각한 끝에 결국 ‘꽃이 피었다’로 바꾸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사실을 진술

하는 문장이고, 꽃은 피었다는 것은 의견이나 정

서를 진술하는 문장이다. 소설가에게 꽃은 피었

다는 그런 표현은 뽕짝이고 트로트다.“ 단어의 선

택은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다. 

69. 주어 한 단어, 술어 한 단어로 된 문장은 단순

하고 명료하다. 이어 구문(構文)의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어 점차 여러 가지 문형으로 확장된다. 그

런 과정을 거쳐 주어와 술어를 한정하거나 설명

하려고 수식어를 덧붙이거나, 목적어가 등장하

고, 문장이 다른 문장을 품게 되면 글은 불가피하

게 길어진다. 이 때, 방심하게 되면, 주어와 술어

의 호응이 어긋나게 되고, 수식어의 지배범위가

모호해지면서 의미전달에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상황에 잘 들어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소통

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단어의 선택과

배열을 달리 해 보는 것은 문장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주어와 술어를 잘

챙겨야 하고, 문장 하나에 사실 하나, 생각 하나

만을 싣는다는 원칙으로 시작하여 되도록 그 원

칙을 유지하며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70. 짧은 문장을 이어 쓰면 긴 글도 쓸 수 있겠지

만, 이 때 유의할 점은 우리말의 모든 어미가 대

개는 ‘다’로 끝나는 약점 때문에 짧게만 쓰다보면

‘다다다다’ 하고 소총소리처럼 들려서 경박단소

(輕薄短小)해 질 우려가 있다. 간혹 긴 문장을 중

간에 하나씩 끼워 넣으면 그 문장이 전체 글의 쐐

기 역할을 하면서 글의 구조가 비교적 단단해 질

것이다. 그밖에 좋을 글을 쓰기 위한 조언은 많지

만 그 중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

동태는 문장의 힘이 약하다. 되도록 능동태를 쓰

는 것이 좋다. ② 영어 등 구미 문장의 번역문투

와 일어 문장에서 오염된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③

정치적·경제적·철학적 운운하는 ‘-的’이라는 단

어, “것이었던 것이었다.” ‘것’이라는 단어,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는 하는 ‘수’라는 단어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④ 긴 글을 쓰면서는 한

페이지에 적어도 두 세 개의 단락을 만들고 그 단

락에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이제

는 우리도 글을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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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이상적이다. 바쁜 세상 아닌가. 시간이

없으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다.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듯이, 헤드라인 → 리드 →

본문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1. 짧고, 쉽고, 정확한 문장이 좋은 문장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한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 문장은 본래 사람의 가슴에 가닿아야 한

다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문장은 모름지기 음악

적이고 회화적이며 감동적이어야 한다. 그 때문

에 문장은 귀로 써야 한다는 말까지 있다. 단어

와 단어가 만날 때 발생하는 소리의 울림과 리

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글 가운데 우리가 쓰는 글이 다른 사람들의 정

보수신기에 포착되려면 우리가 발신하는 정보

가 무엇인가 남다른 것을 탑재하고 있어야 한

다. 이 시대에 새삼스럽게 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짧

고,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쓴 아

름다운 문장들이 많다. 친근한 우리의 모국어로

된 절창들이 참으로 많다. 시인의 눈과 가슴으

로 세상을 이해하고, 시인의 어법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하다.

72. 좋은 우리 시에 곁들여, 일본의 하이쿠, 짧은

경구나 잠언, 인상적인 광고 카피와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우리나라의 시조나 단가, 고대 경전의

처세훈, 조지훈 시인이 번역한 채근담 등 글쓰기

의 본보기로 되는 명문들을 많이 모아두어야 한

다. 언제나 어디를 가든 노트를 휴대하고 다니면

서 수시로 그런 글들을 수집하라. 모아두면 반드

시 쓰일 날이 올 것이다. 글을 좀 쓴다는 분들은

이런 노트를 수십 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다.

지하철 전동차에 갇힌 박새 한 마리

73. 지난 해 9. 29. 갈맷길 산책을 끝내고 아내

와 함께 송정에서 버스를 타고 장산역 부근에

내려 오전 11시경에 지하철을 탔다. 전동차의

객실에 들어서니 작은 새 한 마리가 머리 위 시

렁 이쪽에서 저쪽으로 포르르 포르르 날고 있었

다.아이들이 그 새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면서 펄

쩍 펄쩍 뛰곤 하였다. 그러던 중 아이 둘을 데리

고 차를 탄, 나이 마흔 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자기 아내의 제지를 무릅쓰고 가만 가만

자세를 굽혀 새를 따르다가 순간적으로 새를 덮

쳤다. 사로잡힌 새는 계속해서 짹짹거리고 아이

들은 좋아라고 날뛰면서 그 새를 자기에게 달라

고 성화였다.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가 그쪽을 보고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서

면까지 간다고 했다. “그러면 그 새를 우리에게

주시죠, 우린 센텀역에 내립니다. 밖에서 금방

날려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말에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를 내게 넘겨주었다. 아이들

은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새가 다칠

세라 조용히 양손으로 새를 감싸 쥐고 들여다보

았다. 요란한 울음 끝에 횟대에서 갓 꺼낸 달걀

처럼 뜨뜻하고 꼭 그만한 크기의 작은 새로 자

세히 보니 박새였다. 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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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머루알 같은 까만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 북새통에 내 손안에서도 털이 수북이 빠져 있

었다. 놀란 가슴이 심하게 발딱거리고 있었다.

“새야 무서워 말아라. 밖으로 내보내줄게. 겁내지

말아, 응“ 하고 안심을 시키면서 너무 세게 쥐면

새가 답답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쥐

면 새가 빠져나갈 것만 같아 내 손바닥 안에서 새

를 편안하게 쥐고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

니었다.  

74. 바로 그 순간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공

동체의 설립자인 장 바니에 신부가 들려준 ‘컵을

쥔 두 손’이란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는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하

여 말한다. “내 손에 상처 입은 새 한마리가 있다

고 가정합시다. 내가 만일 두 손을 꼭 누른다면 그

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 그 새가 짓눌려서

죽고 말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만일 두 손을 완전

히 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가

달아나려고 퍼덕거리다가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완전히 벌린 것도 아

니고, 완전히 닫힌 곳도 아닌 컵 모양의 이 손과

같은 곳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일어납

니다.” 

75. 그런데 컵을 쥔 것 같은 그러한 두 손을 일정

한 거리를 두고 보면 이제 막 피려고 하는 한 송이

의 목련꽃 봉오리를 닮았다.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손의 모습이기도 하다. 나를 믿고 안심을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한 것인지 애처롭게도 새

는 그로부터 정유소 세 구역이 지나가는 동안 눈

을 꼭 감고 있었다. 우리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햇빛이 눈부시고 바람이 서늘한

느티나무 밑 맥문동 잎 위에 새를 가만히 내려놓

았다. 새는 한두 번 날갯짓을 하더니 순식간에 포

르르 날아올라 느티나무의 높은 우듬지 속으로 들

어가 버렸다. 잎에 가려 새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왔다. 그러나 꽤나 오랜

시간 내 손바닥에는 제 집을 찾아간 박새의 온기

가 남아 있었다.  

내게 사랑을 가르쳐 준 우리의 시(詩) 또는 

모국어

76. 우리나라의 시인들이 모국어를 갈고 닦아 아

름다운 시편을 빚어내, 평생에 걸쳐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

을 감동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

면 그런 자세는 곧 시인의 눈과 가슴으로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고 시인의 어법으로 자신이 이해

한 사람과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 새

를 놓아 보내면서 평생을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

다닌 그런 시인의 마음과 시의 중심에는 과연 무

엇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진지하

게, 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한 것인가를 곰곰 생

각하여 보았다. 시인의 마음과 시의 바탕에 맑은

샘물처럼 고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 고은 시인은 “시

는 연가(戀歌) 아니면 만가(輓歌)”라고 하였다.

만가 또한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면 결국 만가 또한 그 근원은 사랑이

라고 하겠다. 



77.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

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신의 사랑으로 말이다.

구약성경 청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

조하시니라”하였고, 이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거기 생령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였

다. 요한 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라”하는 말이 있다. 요컨대 하나님이 천지를 지

으시고 사람을 세상에 보낸 것은 사랑 때문이라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이 창조주로부

터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 근원이 사랑이라면 응당 우리

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 또한 사랑이

라야 하지 않겠는가. 장자는 “천하를 위한답시

고 목소리 높은 자보다 사람과 생명을 중히 여

기는 자에게 가히 세상을 맡길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날 작은 박새 한 마리가 내게 가르쳐 준

것도 결국은 사랑이었다.   

78. 어느 날의 어떤 대화에서, 로스비타 파홀레

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라고 하

였다. 누가 내게,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

법이 무엇이냐”고 다시 한 번 묻는다면, “사랑

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대

답할 수 있겠다. 단 한번 뿐인 이 지상의 삶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

받는 것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만이 사람의 가슴속에 영

원히 남는다.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며

사랑을 떠받치는 배경이자 사랑의 그림자에 불

과하다. 나의 모국어는 지난 세월을 통하여 시

인들의 생각과 손을 빌려 그런 절절한 사랑의

모습들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내게 보

여 주었다. 그 힘으로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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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행복하다 하지 말라, 그는 고작해야 운

이 좋은데 지나지 않는다(Call no man happy

till you know the nature of his death ; he

is at best but fortunate)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할 때에도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가

는 인간에게 정말로 어려운 마지막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골든 에이지포럼(Korea

Golden Age Forum)에서 ‘사전의향서받기 운

동’을 펼치고 있다. 사전의향서는 죽는 시기를

늦추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치료라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심폐소생술이나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자신이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의 차원에서 소극

적 안락사 내지 존엄사로 문제가 됩니다.

醫聖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환자의 생명

을 끝까지 지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태에서부터 관여하는 의사들은 생의

마지막 길목에서도 환자에게 올바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시대 이전에 나온

고대 의학 텍스트 모음집인 ‘히포크라테스전집

corpus hippocraticum’에도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치료수단에 비해 병이 너무 강한 것

으로 드러날 때면, 의사는 의술로 병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가

망없는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은 광기와 비슷

한 어리석음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Wie wollen

wir streben?. 미하일

데 리터 지음. 이수영

옮김. 학고재)

젊은 변호사님들은

아직 젊어 죽음의 문제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권리

✽홍 광 식 변호사

✽ 법무법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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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

야 할 것입니다. 살아온대로 죽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나 잡지에 나온 죽음에 직

접 관련된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하여 봅니다.

일본 문예춘추 2014

년11월호에 ‘세계의 죽

는 방법과 간호(世界の

<死に方>と<看’取り>)

관하여 세계12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소

개한 스위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2. 스위스의 <자살방조 NGO>
- 죽음을 도와 주는 현장 -

***죽고 싶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여드는 

<자살방조선진국 自殺幇助先進國>. 驚愕의

深層 리포트  

사쿠라이 쯔또무(櫻井 勉) 銀座新聞 뉴스 편집국장

일본에서는 이른바 「존엄사법안(종말기의

의료에 있어 환자의 의사존중에 대한 법률안)」

(의원입법)의 국회제출을 둘러싸고 찬성·반대

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법제화를 지향하는 초당파의원연맹(여야당

중·참의원 172명)이 앞으로의 통상국회의 회

기말까지 상정을 검토했지만, 결국 법안을 수

정했을뿐 제출까지는 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존엄사」라고하면 「환자의 의사

에 의해 연명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혹은 중

지)」(일본존엄사협회에 의함) 이라고 하며, 그

것도 법률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구

미의 일부국가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기하여 적극적인 의료행위로 환자를 죽게 하

는 「안락사」도 존엄사에 포함해 인정하는 나라

가 있다. 현재 존엄사법(안락사를 포함)이 존

재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

셈부르크뿐으로 미국에는 워싱턴주, 오리건주

등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다루는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는 인정

받고 있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자살방조를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으며 자국민

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자살방조까지 실시하고

있다.

자살방조라는 것은 난치병

이나 죽음의 병에 걸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의 자살을 돕는 것

으로, 스위스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카운슬링을 통해 환자

의 의사를 확인해 약제나 환경

의 준비 등을 유료로 행하는

단체가 몇 개인가 있다. 

그중 하나인 「에그지트」는 스위스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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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자살방조의 NGO로서 스위스에서 최초

로 설립되었다. 스위스에서는 외국인도 받아들

이는 자살방조단체 「디그니타스」도 있어 유럽만

이 아니라 미국, 호주, 아시아에서도 디그니타

스를 방문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

예를 들어 영국의 저명한 지휘자 에드워드·다

운즈씨는 2009년 7월에 디그니타스에서 부부

가 함께 스위스를 방문해 자살방조로 숨져, 영

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부인은 암 말기였기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에드워드씨도 85세로

인공고관절에다 여러 개의 병을 앓고 있어 아내

의 간호 덕분에 겨우 생활하는 상태였다. 최초

로 자살방조를 선택한 것은 아내 쪽이었지만 에

드워드씨도 「아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

고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자살방조에 의해 최후를 맞는 장면은 다큐멘

터리 영상이 존재해 YouTube등에서 몇 개의 예

를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2006년 사망한 영국 거주의 대

학교수(당시 59세)의 예다. ALS(근위축성측색

경화증) 말기였기에 자살방조의 길을 택한 교수

는, 죽기 수일 전에 부부 함께 스위스로 이동하

여 호텔의 욕실에서 부인이 몸을 씻겨주고, 휠

체어를 밀어주며 호숫가를 산보하는 등, 부부

둘이서 시간을 보냈다. 

자살방조 당일, 디그니타스의 사무실에 차로

도착하자 준비되었던 방의 침대에 눕혀져, 잠시

후 스탭이 내민 약을 빨대로 마시기 시작했다.

쓴 맛 때문인지 사과주스도 도중에 마시면서 모

두 마신 뒤 자는 것처럼 사망했다. 그 뒤 부인의

감상이 소개되어 남편이 탔었던 휠체어가 차의

트렁크에 간직된 채 호텔을 뒤로하기까지의 모

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다.

자살방조에 사용되는 약제는 주로 마취약인

「펜토바비탈」로 「치사량」의 분말을 물에 탄 것이

환자에게 넘겨진다. 섭취하면 5분 정도 지나면

잠들게 되며 30분 이내에 호흡이 정지한다.

이번 취재에서는 부회장을 맡은 베른하드·슷

타씨(47)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NGO 「에그지트」는 금융의 도시로서 세계적

으로 알려진 취리히에 있다. 조용한 주택지의

안에 있는 본부의 입구에는 거대한 간판은 없고

호출용 버저의 바로 위에 한 글자에 1센치의 크

기로 「EXIT」라고 명기된 문자가 보일 뿐이다. 

에그지트라는 명칭은 「에그지트·프롬·라이프

(exit from life, 인생의 출구)」에서 유래되어,

현재 약 7만5천명의 회원이 있다. 

상근스탭은 20명, 그 외에도 35명의 자원봉

사자가 있다. 자원봉사자는 무료봉사로, 자살방

조를 원하는 회원의 최후의 순간까지 옆에 붙어

있는다.

입회금은 없고 연회비 45스위스프랑 (약 5천

130엔)을 지불하면 누구라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에그지트의 설립은 1982년이지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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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에서 자살방조가 법률화된 것은 1942년

입니다. 이것은 어째서인가요?

슷타－스위스에서 자살이 합법화된 것은 실

은 1893년으로 자살방조도 동시에 합법화되

었습니다. 하지만 각주에서 합법화 절차에 시

간이 걸려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 1942년

이었습니다. 그래서 1893년 이후, 자살이나

자살방조로 형사고소 당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살방조의 단체가 생겨난 배경에는 1960

년대에서 70년대의 의료기술의 눈부신 진보

가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이 현격히 발달한 덕

분에 스위스에서도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

었습니다.(WHO 2013년판 조사에서 일본과

함께 세계1위) 

우리들에게 있어선 바람직한 발전이지만,

한편으로 종말기의 의료에 의해 연명장치에

의지해 죽으려 해도 죽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

술의 혁신에 의해 「이제 충분하다, 이 이상은

필요 없다. 죽고 싶다」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

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소원을 이뤄줄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사나 병원은 환자의

리빙 윌(LivingWill-생전 유언)을 최대한 존

중해야 한다고 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에

그지트가 탄생한 것입니다.

----회원요건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슷타－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스

국적에 18세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영주체류

허가증을 가진 외국국적에 18세 이상입니다. 

입회비는 없고 연회비 45스위스 프랑에 모

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에그지트에

뛰어 들어와 지금당장 회원이 되어 빨리 죽고

싶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무조건으로 인정하면 오랫동

안 에그지트를 유지해온 회원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회원이 되고나서 단기간(3년이내)에

자살방조를 행할 때는, 거기에 드는 제비용(6

천~7천 스위스프랑, 약 68만4천~79만8천

엔)의 반정도(3천~3천5백 스위스프랑, 약 34

만2천~39만9천 엔)는 지불하도록 합니다. 회

원에는 종신회원도 있어서, 그럴 경우엔 9백

프랑(약 10만2천6백 엔)을 한 번에 지불합니다.

현재 전회원의 약 3분의 1이 종신회원입니다.

회원의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습

니다. 가족, 특히 양친의 죽음을 앞두거나 본

인자신이 큰 수술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죽음

을 바라보게 되는 연령대입니다. 실제로 자살

방조를 받는 회원의 평균연령은 77세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로 꼽히는 것이 큰 병(가장 많

은 케이스가 암)에 걸려서이고, 연령적으론

45세에서 75세 정도에 큰 병을 경험합니다.

90세 이후에 자살방조를 원하는 것은 노화가

이유입니다. 

에그지트는 건강문제가 이유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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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지 않습니다. 실연했다거나 사업이 실패

했다든가 라는 이유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리고 연간 5~7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

살방조를 바라고 옵니다. 이전에는 2~3명 정도

였습니다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디그니타스는 입

회금이 2백 스위스프랑(약 2만2천8백 엔), 연회

비가 80 스위스프랑(약 9천1백2십 엔)이고, 자

살방조가 인정되면 준비단계에 3천 스위스프랑

(약 34만2천 엔), 실제로 절차에 3천 스위스프

랑이 필요하다. 입회금을 제외하면 자살방조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에그지트와 거의 같다.

알츠하이머는 어렵다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방조가 해마다

몇 건 정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입니까?

슷타－스위스의 대법원은 일정조건하에 정신

질환인 사람에게도 자살방조를 인정하고 있습

니다. 자살방조의 결과, 어떻게 될지를 본인이

이해하는 판단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부의

라인입니다. 또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어 자살소

원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자살방조는 불가

능합니다. 

에그지트에는 실로 많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

람이 찾아옵니다. 카운셀링을 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케이스에는 57세의 의사로 25세 때부터

양극성장해(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증상

이 악화되어 우울할 때는 매우 폭력적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유치장에 이틀

간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자기자신의 행동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의사이므로 자살방조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

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때, 조울의 어

느 쪽도 아닌 정상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정하

는 데 신중을 요했습니다. 이 건에서는 3인의 정

신과의에게 진찰을 받아 최종적으로 에그지트

의 자살방조에 의해 죽었습니다.

----자살방조를 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슷타－종말기의 환자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는 3~14일간으로 짧고,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경우는 심사가 엄격하게 되므로 약 3년으로 깁

니다. 통상은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살방조

를 요청하면, 자원봉사자에게 하루 24시간 계속

하여 접촉이 취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에그지트에는 매년 약 2,200명의 회원이 자

살방조를 바라고 옵니다. 이 가운데 실행되는

것은 400~500명 정도입니다. 도중에 자살방조

를 그만두는 것은 1,700~1,800명(희망자의 약

8할). 그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치료의 효과를

보고 싶다든가, 그밖에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되

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알츠하이머

형의 치매증에 걸린 경우입니다. 초기 단계이면

회원 본인의 LW(생전유언)를 존중하여 자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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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행할 수 있지만, 너무 진행되어 있으면

자살방조를 희망하여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완만한 계단을 내려가듯이 증

상이 악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글렀다 하고

생각해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괜찮다고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런 것이 되풀이되어 진행

하기 때문에 자신의 최후 시기를 확인하는 것

은 어려운 일입니다. 알츠하이머 형 치매증의

회원으로 자살방조를 실행하는 것은 연 4~5

인으로 적습니다.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일

은 하고 싶지 않지만, 결단이 너무 늦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후의 날까지 본인의 판

단능력이 있을 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그러므로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는 회

원에게는 접촉의 횟수를 늘려가서 회원이 최

후의 날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늘고 있다

----자살방조를 받고 있는 가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슷타－암에 걸린 경우 등 본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가족은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

리들에게 협력적입니다. 가족 가운데 자살방

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그지트는 회

원 본인으로부터 자살방조의 요청이 있어도

곧바로는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회원에 대

해서는 가족을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에 중점

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에게도 카운셀링을 행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수단을 강구하여, 회원의

희망에 이해를 깊이 하도록 대화합니다. 이러

한 케이스의 가족의 약 95%는 에그지트에 대

하여 이해를 보이게끔 변해갑니다.

예를 들면 연로한 부모가 자살방조를 에그

지트에 구해 왔을 때, 자식 3명 중 1명이 반대

하였다고 해서, 그대로 자살방조를 행하면 반

대한 자식은 에그지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겠죠.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가족 전

원이 회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사실

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에그지트가 자살방조를 최초로 행한 것은

설립으로부터 3년 후인 1985년입니다. 당시

의 의료종사자의 반응은 회의적인 것이었습니

다. 경찰관계자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자살방조는 법률로 인정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본심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로부터 십 수 년이 경과하여 1995~2000

년경이 되면 경찰이나 지방의 사법관계자 등

은 에그지트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

니다. 에그지트가 정보제공에 애써 왔던 것과

자살방조의 현장에 복수의 증인(2인 이상, 자

살방조를 바라는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등)을

붙이게끔 한 것이 이유로 들어집니다.

설립 당초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은 자살방조

의 이용자수입니다. 설립 당초는 극히 적었습

니다. 그것이 츄리히 사무소만으로 2013년에

459명이 죽었습니다. 에그지트의 그 밖의  사

무소와 디그니타스 등의 자살방조의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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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스위스 전체로 연간 약 700명 가까이

(외국인 포함)가 자살방조로 죽어가고 있습니

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죽음을 합하면 연간

64,000명 정도가 죽고 있으므로 전체의 약 1%

가 됩니다.

스위스(인구 약 800만명)의 자살자수는 1999

년에 1,297명(그 가운데 방조자수 63명), 2010

년에 1,004인(방조자수 352명), 2011년에

1,034명(방조자수 431명)으로 점차 감소경향에

있는 가운데 자살방조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

다. 디그니타스의 외국인에 대한 자살방조건수

는 2012년에 185명, 2013년에 197명으로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일본인은 없지만, 아시아인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1년의 사망자수는 약 125

만명, 자살자수가 2012년이 27,858명으로 1997

년 이래 15년 만에 3만인 아래로 내려가 2013년

도 27,283명으로 약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자살방조로 죽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숫타－스위스의 평균수명이 이전보다도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일본이 세계 제

1이었지만, 지금은 스위스가 일본보다도 1,2개

월 길어졌습니다. 다만 스위스는 고령화사회이

면서 대단히 고령자에게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되

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70,75세로 양로원에 가

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자택에서 메디칼 체

크나 식사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0

세를 넘어서도 자택에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다만 한번 부상을 입으면 곧바로 생사에

관계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2차 대전 후에 결혼이나 일, 가정을 갖는 등 자

신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는 경향이 강

해져, 그것을 자기의 최후의 시기에도 적용하게

끔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죽

음의 1%정도이므로, 비율로서는 적습니다. 실제

로 자연사가 아니고 자신이 죽음의 시기를 앞당

기는 것이므로 비록 수일 내지 수 주간을 앞당길

뿐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아무래

도 용기가 필요한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80년대의 회의적 분위기는 없어지고, 현재는

에그지트도 디그니타스도 인근주민으로부터 반

대운동이나 불만을 받는 일 없이 많은 주민이

그들의 일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슷타씨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방지, 자살예방에도 관계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관계자에 의한 안락사가 법률화될

수는 없나요?

슷타－의료관계자에 의한 안락사의 합법화를

바라고 있는 사람은 스위스에는 거의 없다고 생

각됩니다. 그것은 지금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이익」이 없으므로 합법화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화되면 최후의 주사를 놓는

것이 의사의 일이 되겠지만, 자살방조의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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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자나 가족이

최후의 시기를 맞이할 때 입회하여 함께 지내

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루가 걸리는 일

이 되기 때문에 거의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자살방조의 활동에

서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거나, 약의 처방을

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최후의

날에 얼굴을 내미는 일은 없습니다.

부러운 죽음

스위스 연방정부 사법경찰성 사법국의 베르

날드 스탓딜만 국차장은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자살방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다」고 단언한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스위

스인과 동일한 룰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이 자

살방조를 받기 위하여 스위스에 와서 수 시간

후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존엄사를 용인하는 것이 

<의료비삭감>에 관계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

니다. 스위스에서는 자살방조가 의료비삭감에

관계됩니까?

슷타－스위스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료가 충실하고, 의료보험도 충실하기 때문

에 자살방조를 바라는 회원은 이미 의료보험

을 최대한 사용하여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충

분히 받고 있습니다. 회원의 대부분은 의료보

험이나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은

후에 자연사하기 겨우 일보 직전에 자살방조

를 구하여 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방조로 죽

는 경우는 연간 사망하는 사람의 1%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료비삭감에 관계되는지 심

히 의문입니다.

----외국인도 받아들이는 스위스의 자살

방조를 <죽음의 투어리즘-여행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론은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슷타－그 반대입니다. 적어도 구미사회에서

는, 스위스에는 죽음의 선택지가 있다고 부러움

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스

위스의 이미지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일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프리

컨트리」나 「프리덤」의 이미지가 정착되므로...

2011년에 츄리히 주에서는 외국인의 자살방

조를 금지해야 할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있

었습니다. 보수주의자가 준비한 주민투표였는

데, 결과는 투표자의 85%가 자살방조의 금지

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래부터 주민투

표에서 부결되리라고 예상은 되었지만, 그래

도 지지는 한 50~55%선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외국인 친구로부터 “우

리나라에도 스위스와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3. “곱게 죽을 권리 지키자”… 일본 미야자키
시에서 ‘엔딩노트(ending note)’ 유행

일본 규수 동남단 미야자키현 미야자키(宮

崎)시는 ‘내 마음을 전하는 노트’를 고령자들

에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미야자키市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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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에 회복 불가능·혼수상태 대비해 연명치료

여부 미리 정하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노년층

에서 유행하는

‘엔딩노트(end-

ing note)’의 하

나이다. 엔딩노

트는 고령자가

혼수상태에 빠

지거나 사망했

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가

족에게 전하는

말, 주치의와 가

족 연락처, 장례

절차 등을 기록

한다.미야자키

시 가  3월 부 터

보급하고 있는

‘내 마음을 전하는 노트’는 일반 엔딩노트와 달

리, 연명 치료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 노트는

작성자가 의식이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대비, 의사에게 치료 범위

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작성자는 ▲인공

호흡기, 심장마사지 등 최대한 치료를 희망 ▲

인공호흡은 희망하지 않지만, 위에 인공장치를

달아 영양(營養)을 공급하는 위루술(胃瘻術)을

통한 영양 공급 희망 ▲수분(水分) 공급만 희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의사로부터 병명과 여명

(餘命)을 통보받을지 여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대신 판단을 내릴 가족 연락처도 기재한다.

미야자키시가 엔딩노트를 만든 것은 2013년 7

월 실시한 설문 조사가 계기가 됐다.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70%가 ‘자택에서

죽음을 맞고 싶다’고 답했다. 갑자기 혼수상태

에 빠져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고령자가 의외로

많다는 점에 착안, 미야자키시는 의사, 간호사,

호스피스(hospice·완화치료) 전문가와 협의해

엔딩노트를 만들었다.미야자키시 건강지원과

나가토모 미치코(長友美智子)씨는 “자신이 판단

할 수 없을 때의 연명 치료는 가족과 의사가 결

정하겠지만,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엔딩노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야자

키시는 보건소 간호사 등 300여명을 배치, 고령

자에게 연명 치료와 엔딩노트 작성에 대한 설명

도 해준다. 나가토모씨는 “당장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도

연명 치료 실시 여부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사

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이 연명

치료를 하다 환자 동의 없이 중단할 경우, 존엄

사 등 법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진이 회복 가능성과 환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

단해 연명 치료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에 대

해서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도쿄도(都) 하

치오지(八王子)시가 고령자에게 배포한 ‘응급의

료정보’ 카드에도 연명 치료 여부를 기재할 수

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에 대비

한 ‘응급의료정보’에는 나이, 복용하는 약, 병원·

가족 연락처와 함께 ▲연명 치료 희망▲고통을

줄이는 치료 희망 ▲자연 상태에서 간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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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하지만 일본에서

도 연명 치료 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해둔 노년

층은 아직 소수이다. 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 연명 치료 여부를 서면으로 작

성하는 데 64%가 찬성했지만 실제 작성한 응

답자는 6%에 그쳤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전국 10개 병원에 연명 치료 여부를 조언하는

상담원을 배치했다.

4. “난 오늘 존엄死를 선택했다, 누구보다 살고
싶었지만 … 내 가족들, 모든 친구들, 안녕

[존엄사 예고한 ‘말기암 투병’ 美 20代 새댁,

예고한 날에 자신의 결심 실행]

시한부 판정 받은 후에 ‘존엄사 인정’ 오리건

州로 이사 10여일前 그랜드캐니언 관광… 버

킷리스트 다 이루고 떠나 지난달 존엄사 예고

동영상後 뜨거운 찬반논쟁 벌어지기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모든 친구들 안녕.

오늘은 내가 존엄하게 죽기로 결정한 날입니

다. 이 지독한 뇌종양은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말기암으로 투병하면서 “최악

이 오기 전에 존엄사(尊嚴死)를 택하겠다”고

예고했던 미국 20대 여성이 1일 사망 직전 페

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존엄사 지지 시민단체

인 ‘연민과 선택’은 “브리트니 메이나드(29)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죽음을 맞았다”고 2일

밝혔다. 그녀는 의사가 처방해준 마취약과 극

약을 차례로 먹고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들 듯

세상을 떠났다.

명문 UC버클리를 졸업하고 UC어바인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메이나드는 네팔의

고아원에서 몇 달 동안 교사로 자원봉사를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방학마다 베트남·

캄보디아·코스타리카 같은 저개발국을 돌며

자원봉사를 했다. 그런 그에게 올해 1월 1일

악성 뇌종양이란 시련이 닥쳤다. 4월 말 “6개

1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존엄사한 미국인 브리트니 메이나드(29·왼쪽 사진)는 생전에“가망 없는 뇌
종양 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결혼 2년 된 남편과 그랜드캐니언 여행을 다녀온 뒤
“마지막 소원을 무사히 달성했다”고 했다(오른쪽 사진).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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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시한부 판정을 받았

다. 5년 연애 끝에 2012년 결혼한 신혼 새댁에

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메이나드는 낙담에 빠지지 않았다. 죽기 전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작성

했고, 지난달 21일 남편·친정어머니와 함께 마지

막 소원이었던 그랜드캐니언 관광을 다녀왔다.메

이나드는 지난달 6일 “남편 댄의 생일 이틀 뒤인

11월 1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평화롭게 세

상과 작별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9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에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

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동정론에, “다른 환자들의 삶에 대한 의지를 약

화시키는 공개자살일 뿐”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에 메이나드는 “나도 정말 살고 싶다. 하지

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이다. 상태가 더

악화하면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발작이 심할 땐 남편 이

름조차 발음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족들도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거주지를 캘리포니아주

에서 오리건주로 옮겼다. 오리건은 미국에서 처

음 주민투표를 통해 1997년부터 존엄사법을 시

행하고 있다. 존엄사를 하려면 6개월 이하 시한

부 환자이면서 증인 입회 하에 두 번 이상 존엄

사 뜻을 밝히고, 의사 2명 이상의 진단을 받아

극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17년간 오리건주에선

752명이 존엄사를 택했고, 현재 이 법은 5개 주

로 확대됐다.메이나드는 그랜드캐니언 여행 후

잠시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달 29일 존엄사를 연

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병세

가 급속히 악화되자 예정대로 결행한 것으로 알

려졌다. 그는 “나는 자살하는 게 아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겨라. 마음이 가는 것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5. 떠나가는 사람이 남기고 간 메시지

독일에서 무덤을 평화의 정원(Friedehof)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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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무덤에 묻히

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될까. 내 무덤가에 서

서 울지 마세요(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라고 시작되는 돌아간 사람이 노래

하는 아래와 같은  시가 있다.

작자가 명확하지 않다. 인디언에게서 구전

되어온 시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요즈음은 미

국의 여류시인 매리 프라이(Mary Frye

1905-2004)가 1936년에 쓴 시라는 설이 더

유력하다고 한다.

장영희 교수가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들을

보아 2007년 책으로 펴낸 ‘생일’(비채 출판)이

있는데 위 시는 ‘생일’의 164-165면에 ‘내 무덤

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Native American Indian Prayer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on snow 

I am the sunlight on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When you awake in the morning hush 

I am the swift, uplifting rush 

Of quiet birds in circled flight 

And the soft star that shines at night 

I am not there, I did not die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cry

아메리칸 인디언의 기도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부는 바람이며 

금강석처럼 반짝이는 눈이며 

무르익은 곡식을 비추는 햇빛이며 

촉촉이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당신이 숨죽인 듯 고요한 아침에 깨면 

나는 원을 그리며 포르르 

날아오르는 말없는 새이며 

밤에 부드럽게 빛나는 별입니다.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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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가도 추억과 영혼은 늘 그 자리에 

지금 저는 병실에 있습니다. 낮이면 아직 땡볕이 뜨거울 때 들어왔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면 싸늘

한 바람이 불고, 멀리 보이는 산은 초록을 잃고, 파란 하늘은 도망가듯 자꾸 올라갑니다. 오색 국화

가 향기롭고 자지러질 듯 화려한 단풍의 계절, 가을은 자꾸 깊어가는데 백색 벽의 병실은 암울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병실이 많은 이 복도에서는 간혹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애절하게 웁니

다. 하지만 이 시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투명한 햇살 속에, 향기로운 바람 속에,

반짝이는 별 속에, 길섶의 들국화 속에, 그 사람과의 추억과 영혼은 늘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쉬운 작별을 준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일본에서는 아라이 만(新井 滿)이라는 작가가 이 시를 다음과 같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이름으로 작사· 작곡을 하여 테너 가수인 秋川(아키가와)雅史가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널
리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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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の風になって

作詞 不詳

私のお墓の前で　泣かないでください
そこに私はいません　眠ってなんかいません
千の風に　千の風になって
あの大きな空を　吹きわたっています

秋には光になって　畑にふりそそぐ
冬はダイヤのように　きらめく雪になる
朝は鳥になって　あなたを目覚めさせる
夜は星になって　あなたを見守る

私のお墓の前で　泣かないでください
そこに私はいません　死んでなんかいません
千の風に　千の風になって
あの大きな空を　吹きわたっています

千の風に　千の風になって
あの　大きな空を　吹きわたっています
あの　大きな空を　吹きわたっています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작사 미상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그 곳에 나는 없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저 커다란 허공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빛이 되어 밭에 내리 비추고
겨울에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눈이 되고
아침에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
밤에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키리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그 곳에 나는 없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천 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 커다란 허공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저 커다란 허공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 커다란 허공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6. 추가분

이 잡문을 변호사회에 보내고 ‘죽음을 어떻

게 말할까(김회상 옮김.열림책들)’라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스위스 사람 윌리 오스발트

(Uel Oswald)가 자유죽음을 선택한 아버지와

마지막 1년을 같이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스위스 베른에서 출간된 책으로 원 제목은

‘Ausgang’-Das letzte Jahre mit meinen

Vater-이다. 

앞서 든 ‘2. 스위스의 <자살방조 NGO>- 죽

음을 도와 주는 현장-’와

관련된 내용이다. 

스위스 자살방조 단체

<엑시트>의 도움을 받아

90세가 된 아버지가 자

신의 의지에 따라 <죽음

의 천사>라는 물약 나트

륨 펜토바르비탈을 마시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약이 몹시 쓰다고 걱정하자 아버

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  괜찮아요. 인

생에서 쓴맛은 충분히 맛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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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s different

길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말이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듣고, 말하지 않으면 그 길

을 알 수 없다. 언어의 종류는 민족만큼이나, 아

니 그 보다 더 많다. 그래서 다른 길이나 다른 세

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도 배워야 한다. 

과연 세상에는 자기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 잘

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수환 추기경은 9개 국어

를 할 수 있었다. 통역전문가 최정화 교수의 이

야기를 옮겨 본다. 최교수가 유학시절, 김추기

경을 만나서 통역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대가 독

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추기경님은 다 알아

들으면서도 통역사의 체면을 깎지 않으려고 통

역사를 통하여 답하였다. 최교수는 궁금하여 물

어 보았다. “추기경님, 몇 나라 말을 하세요?”,

“글쎄, 숫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세는 것은 잘

못해요. 같이 한번 세어봅시다.” 내가 한국 사람

이니 우선 우리말,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좋든 싫든 일본말, 미국이란 나라가 최강국이라

니 영어는 누구나 조금은 해야 된다고 해서 하

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 독일어 조금하고,

교황이 계시는 로마에도 가끔 가야 하니 이탈리

아어 조금, 이탈리아와 독일 사이를 오가다 보

니 그 중간에 있는 프랑스 말을 조금 하게 됐고,

성서를 보려니 라틴어도 좀 해야 했고, 또 믿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말과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짓말, 그럼 다해 모두 몇

가지인가요?”

또 있다. 트로이 유적을 발견해 세상을 놀라

게 한 하인리히 슐리만((Heinrich Schliemann,

1822~1890)이다. 그는 독일출신의 사업가이자

유명한 고고학자다. 트로이 유적을 발견한 인물

로도 유명하지만 15개 국어에 능통한 어학천재

로도 유명한 사람이다. 

40대 후반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

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활력만 있

다면 인간이 못할 일이라곤 없다. 내가 이를 증

명했다. 그러니 아버지를 본받도록 해라.” 자신

5개 국어 말하기

✽허 상 수 변호사

✽ 법무법인 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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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넘쳐 자식에게 자랑했다. 40대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트로이와 미케네 문명을

발견한 고고학자로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으

니, 그럴만도 하다. 그의 대성공비결은 뭐였

을까? 첫 번째 성공비결은 놀라운 외국어 능

력이었다. 어떻게 이 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

었을까? 그의 외국어 학습능력은 연구의 대상

이 되기도 하였다. 14살 때부터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거의 모든 외국어를 놀랍게도 독학

으로 습득했다고 한다. 20대에 무역회사에 입

사하여 영어, 불어, 화란어, 스페인어, 이탈리

아어, 포르투갈어를 이미 습득했다. 30대엔

러시아어를 배워 모스크바에서 근무했고, 스

웨덴어, 폴란드어도 배웠다.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호메로스를 원전 그대로 읽기 위해 고

대 그리스어를 배웠고, 고고학 연구를 위해 라

틴어를, 여행을 위해 아랍어도 배웠다. 외국

어 능력 덕에 크림전쟁 때 떼돈을 벌었고, 세

계 곳곳을 누비면서 고고학자로서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외국어 실력이 없었다

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자서전에서 밝

힌 그의 공부법은 단순하다. 우선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외국어를 선택, 공부에 집중했다.

또 소리 내어 읽고 흥미로운 대상을 정해 작문

하고 암기했다. 이를 매일 꾸준히 반복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 역

시 기억력이 모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늘 책을 끼고 살면서 이를 극복했다. “아무것

도 읽지 않고 멍하니 있은 적은 없었다.”고...

천재도 노력이 필요한 모양이다.

그러나 나의 지론은 이렇다. 천재가 아니어

도 5개 국어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2. 언어는 도구다.

1) 한글날은 왜 공휴일인가?
네이버 검색창에 한글날이라고 쳐본다. “제

가 알기론 내일인 한글날이 공휴일로 알고 있

는데... 저희 회사 달력은 빨간 9가 아니라 검

은 9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달력이 검은 9

이기 때문에 빨간 날 휴일도 아니고 특근도 아

니랍니다. 근무도 정상근무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ㅠㅠ “Answer” 다른 공공기관

들은 다 쉽니당~ ㅎㅎ”

10월 9일이 한글날인 것은 알겠는데, 그날

이 노는 날인가, 아닌가.. 국경일이면 당연히

공휴일로 알고 있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좀

더 검색해 보니 이렇다. ....훈민정음(訓民正

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

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

날’로 개칭되었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휴

일이 되었다. 1990년에 휴일이 많은 것은 산

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법

정공휴일 축소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해 8월

에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더불

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한글날

은 단순한 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2006

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졌다....

엉? 그런데 왜 작년엔 안 놀았지? 다시 검

색해 본다. 역시 위키 백과사전이 자세하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5년 12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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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국

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글날은 국경일이면서 쉬지 않는 날이 되

었다. 한글학회와 시민단체 등의 청원과 여론에

힘입어 2012년 12월 24일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나

개정령 통과시기가 늦어서, 2013년 달력에는 빨

간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았다.” 아하 그랬구나!

어쨌든 우리는 노는 날이 중요하지, 국경일과

공휴일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없다. SNS상에

는 이미 맞춤법도 필요없고, 자음없는 모음만으

로, 모음없는 자음만으로 한글을 잘도 쓰고 있다. 

2) 언어와 민족주의
영어공용화 주창자인 복거일 선생의 말씀은

이렇다. 이 분은 1998년 우리 사회에 영어 공용

화론을 처음 제기하여 공문서는 물론 일상생활

에서 한글과 영어를 공용하자는 주장을 해 당시

엄청난 파장과 논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영어공

용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은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총리 자문기구가 일본인들의 부족

한 영어실력이 큰 문제라는 전제하에 영어를 제

2 공용어로 삼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영어 공

용화 주장에 대하여는 민족주의 감정이 개입되

고,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하지만 영어가 이미

국제어로서 자리잡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의 70% 이상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실정

이다. 복거일 선생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민족어

가 박물관 언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어가

단 하나의 국제어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영어를

모르고서는 일류대학도, 일류기업도 가기 어려

운 세상이다. 유치원생부터 직장인까지 우리 모

두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얼마인가.. 현

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글을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언어가 소멸될 것

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언어는 음식과 같아서

한번 익힌 언어는 입맛을 바꾸기 어렵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민족정신이

보존된 언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민족이라

는 단어를 앞세워 외래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거기에 민족감정을 불어넣어 쓰지도 않는 어거지

단어를 생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의 50대 이상은 어린 시절 천자문을 배웠

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자가 잔뜩 섞인

문장을 읽었으며,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읽을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다. 그런데 민족혼, 순수

우리말을 강조하면서 한자교육을 폐지하고, 그

덕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습

득하는데 서양인처럼 더디고 애를 먹게 되었다.

순수 우리말이라...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순수

우리말이라고 생각해 온 너, 나, 바람, 곰, 설,

맛, 칼 등의 언어가 중국 상고음에서 유래되었

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유래없는 언어가

있을 턱이 없다. 순수하게 우리말만 사용하고

살 수 있는가? 애국가도 고쳐야 하는가?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

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사와 몇 개 단어 외는 모두 한자말, 즉 중국말

이다. 언어는 어차피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

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 새로운

언어도 태어난다. 언어에 민족주의라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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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실을 필요는 없다.

3) 인터넷, 그 위대한 도구
버스나 식당 등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

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히 옆 사람 눈치가

보인다. 특히 일본어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는 어쩐지 일반 대중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눈치다. 법률용어 중에서도 일본말의 잔재를

없앤다면서 애꿎은 중국어 용어마저도 없앤

적이 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 한류가 이

미 증명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

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불었던 것도 한

류덕분이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

은 분명하다. 한국 드라마, 한국탤런트, 한국

가수에 흠뻑 빠졌다. 한국어를 배워야 한국의

드라마도 보고, 탤런트, 가수도 만나볼 수 있

을 것 아닌가! 다행히 지금은 책상머리에 앉아

서 인터넷 하나로 세상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

을 시청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옆사람 눈

치를 보지 않고, 중국어든 일본어든 마음대로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돈

도 들지 않는다. 시간, 공간제약도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이트, 원하는 사람

과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세상이 온 것이다. 단 제약이

하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그 도구인 외

국어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3. 외국어와 나이, 머리, 독학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의문이 생긴다. 이 나

이에 외국어를 배워 어디에 써 먹겠는가? 기

억력도 시원찮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과연 제대로 배울 수는 있을까? 그래도 잘하

는 사람을 보면 어쩐지 부럽고 멋있어 보인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러워할 필요없다.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나이, 머리는 별로 상관

이 없기 때문이다. 뭐라고? 어리고 머리좋은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그 상식은 틀린 것이다.

1) 외국어를 배울 나이
사람이 첫 언어를 배울 때 쓰는 뇌의 부분과

후천적으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쓰는 뇌의 부

분이 다르다고 한다. 실험과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12살 이후부터는 후천적 언어를 습득

하는 뇌를 사용하여 외국어를 배운다. 그래서

13세를 언어의 환갑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배우는 외국어는 모두

환갑이 지나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 외국어

를  마흔이 넘어 배우는 것이나 초등학교 6학

년 때 배우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2)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는가?
대개는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머

리좋다고 말해 준다. 머리좋은 사람은 암기력

이 뛰어나 당근 외국어 단어도 잘 외울 것이

니, 외국어도 쉽게 빨리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

기 쉽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

다. 왜 그럴까? 암기력과 언어지능 (Linguis-

tic Intelligence)은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지

능은 단어의 의미, 소리, 리듬에 대한 감수성

혹은 언어 기능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능력

이다.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은 기억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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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언어지능과 관련이 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휘 구사력이 특출하고, 글 솜씨가 좋

다. 그래서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한다. 여러분 주위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른 바 머리 좋다고 알려진 사람이 외국

어를 잘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외국어는 음식

처럼 몸에 배어야 제 것이 된다. 몸에 배이기 위

해서는 꾸준한 반복만이 그 비결이다. 머리좋은

사람은 곧 싫증을 낸다. 그냥 머리좋다고 해서

외국어를 잘할 수 없는 이유다. 

3) 외국어 독학
외국어는 독학이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비능

률적인 방법이다. 권하고 싶지 않다. 한 번은 머

리 좋기로 이름난 수재가 중국 손님들과 저녁식

사를 같이 했다. 독학으로 중국어를 배운 그는

통역을 제치고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인 나는 그가 무슨 중국 말을 하려는지 알아 들

었다. 그러나 중국 손님은 전혀 못알아 듣는다.

왜일까? 독학으로 배운 발음에 문제가 있었다.

다른 이야기, 중국 유학 때 일이다. 중국 법관들

과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한국의 한 판사님

이 중국어로 질문하였다. 상대 법관은 못알아

듣는다, 다시 한국의 법관이 질문한다. 또 못 알

아 든는다. 얼굴이 벌개진 그 판사님은 그 다음

부터 중국법원 견학에 참가하지 않았다. 언어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소통의 도구

인 외국어는 독학으로 배우기 보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다. 부산, 경

남 지역만 하더라도 중국 유학생이 1만 명이 넘

는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요즘은 중국어를 배우는 환경이 매

우 좋다.

말을 할 수 없으면 죽은 외국어다. 신문이나

책을 볼 수는 있어도 외국인과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하는가? 우선 들어야 한다. 상대의 말

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말을 걸 수 있는가!

그런데 외국어를 듣을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문

제는 말하는 사람의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는 것

이다. 나는 상당히 말이 느린 편이다. 그런데 한

국어를 배우는 중국인이 나에게 말의 속도가 너

무 빠르니 천천히 말해 달라는 것을 보고 놀랐

다. 그렇다. 내 몸에 배기 전에는 느린 말도 빠

르게 들리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단어나 구절을

번역하는 습관이 사라지기 전에 다음 말이 지나

가 버린다. 잘 알아듣는 비결은? 나도 참으로 많

이 묻고 다녔다.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귀에 따

까리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들어라”였다.

4. 일본어 도전

1) 고대 한국어와 일본어
일본어를 배우다 보면, 고대 한국어가 그대로

일본어로 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일본 언어

학자 시미즈 선생, 한국의 박명미 선생은 2년여

동안 일본어의 뿌리를 캐는 연구 결과로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그 결론은 이렇다. ‘한자어에서 차용된 언어와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뺀 순수한 한국어와,

일본어 고유어의 어근이 거의 같다’ 그러므로

‘일본어는 한고어(韓古語)라는 어머니에서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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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딸 언어의 하나이며 현대 한국어와는 자매

관계이다.’ 학자들의 주장이니 믿거나 말거나

몇 가지 재밌는 단어를 살펴보자. 일본어의 나

이가 위임을 뜻하는 としうえ(토시우에)는 나

이를 의미하는 <돐> 이라는 단어와 위를 뜻하

는 경상도 사투리 우에가 합성되어 나온 말이

다. だけど(다케도)라는 일본어는 가야 신라

계 방언, 즉 ‘한다고 해도’의 경상도 사투리인

‘한다캐도’가 그 어원이다. ‘그렇지만’이라는

뜻의 일본어 けれど(케레도)는 북한의 사투리

인 ‘기래도’가 그 어원이다. ‘시시하다’라는 뜻

의 일본어 くだらない(쿠다라나이)의 어원은

백제다. 고대 일본은 백제를 큰 나라라는 의미

로 쿠다라로 불렀는데, 백제(くだら)의 것이

아니다(ない), 즉 백제의 것이 아니니 시시한

물건이다라는 속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등 

2) 일본어의 계통과 특성
그 동안 한국어와 일본어를 같은 알타이어

로 분류하여 같은 계통이라는 주장도 있었지

만, 다수의 학자들은 그 기원을 밝히기 어려운

고립어로 분류한다. 하지만 별개의 고립어로

보기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문법, 어순,

조사의 사용, 높임말의 발달 등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처음에

는 훨씬 쉽다.

그러나, 배우다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나 인사말 정도

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도 많

다. 왜 그럴까? 일본어 어휘의 특색으로서 먼

저 동음어(同音語)와 유의어(類義語)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원음에서는 달랐던 음이

음절 조직이 단순한 일본어에 동화되었기 때

문에 동음이 되어버려,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다

른 단어가 많아져 버린 것이다. 또 같은 개념

이라 하더라도 의미나 어감 면에서 조금씩 차

이가 있는 유의어도 유달리 많다. 또 어려운

것은 무슨 존경어나 겸양어 사용법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지...

이처럼 일본어에는 동음어와 유의어가 많

고, 겸양, 존경어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시에 혼란이 오거나 배울 때 곤란을 느끼

게 된다. 그리고 어휘 가운데 외래어가 차지하

는 비율이 높고, 히라가나가 아닌 가다가나로

표기하니 이것도 쉽지 않다. 받침의 표현이 어

려운 일본어로 외국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기

는 사실 무리다. 그래서 가다가나로 적힌 외래

어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 좌

우지간 자주 보고 외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3) 일본어 억양과 경상도 사투리
어느 나라 말이나 사용하는 지방, 사람에 따

라 높낮이, 강약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표준

말이 필요한 것이다. 1995년 일본 유학시절,

동경지방재판소에서 1달간 연수를 한 적이 있

다. 하루는 노동전담 부장판사님이 우리 연수

법관들에게 오하요고자이마스(안녕하세요)를

발음해 보라고 하였다. 고향이 각기 다른 4명

의 연수법관들의 인사말을 듣더니, 경상도 출

신을 지목하며 억양이 일본표준어에 제일 가

깝다는 것이었다. 경험에 의하면 서울말을 쓰

는 사람보다 경상도 사람이 쓰는 일본어가 훨

씬 듣기 자연스럽다. 아마도 억양이 비슷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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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사람들은 누구나

일본어에 소질이 있다고 해도 좋다.

4) 나의 일본어 학습기
일본어를 처음 배운 것은 사법연수원에 들어

갔을 때이다. 당시에는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일본판례나 논문을 검색하는 일이 많았다.

재판을 하다보면 선례를 찾아 써 먹기 마련인

데, 1980년대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가 지금처

럼 풍부하지 않았고, 일본판례를 찾다 보면 대

부분 선례가 있었다. 다행히 일본 법률이 우리

와 체계, 내용이 비슷하고, 판례해설이나 논문

에 나오는 법률용어는 모두 한자로 쓰여 있어서

조사와 접속사, 문법을 조금 알면 이해가 된다.

구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법서를 읽기 위해 문

어를 배웠다. 당연히 한마디도 알아듣거나 말할

수 없는 일본어를 배운 것이다.

그런데 친구가 마침 부산에서 일본어 전문학

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유학을 결심하고 학

원에 다녔다. 수업시간에 비디오로 일본 드라마

를 보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못 알아듣는 말

뿐이었는지... 몇 달을 다녀도 회화 실력은 늘지

않았다. 1995년 2월 처음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일본 나리타 공항에 내렸다. 딴에는 일본법서도

읽을 줄 알았고, 학원에서 몇 달 공부를 했으니

말이 통할 줄 알았다. 문제는 상대방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었다. 처음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누

구나 그렇듯이, 상대방 말이 너무 빨라 단어 두

어 개 듣고 머릿속에서 해석하다 보면 다음 문

장이 지나가 버리니,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작심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 잠자는 시간 빼

고는 티브이를 틀어놓고 알거나 모르거나 들었

다. 그러기를 한 3개월, 들리기 시작했다. 아나

운서의 말이 빠르지 않게 느껴지면서.. 어느 날

인가, 기숙사에서 외출을 하는데 눈부시게 예쁜

러시아 유학생이 말을 건다. “오데카게 데스

까?” 어! 무슨 말이지? 알아 들을 수 없어서 그

냥 “하이” 라고 얼버무린다. 일본말은 경상도 말

과 비슷한데가 많다. 그녀가 한 말은 “오데 가십

니까?”의 뜻이었다.

일본어를 빠른 시일 안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 자나 깨나 스트레스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광고가 많았다. 그 광고를 읽는 것도 공

부였다. 일본인은 친절하기로 유명하다. 목적지

를 물으면 “똑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다시

얼마를 가면 어쩌고..” 처음 마땅한 일본어 연습

상대가 없던 나는 길거리에서 일본인을 만나면

일부러 길을 물었다. 이 때 상대를 잘 골라야 한

다. 남자들은 말수도 적고, 나이 많은 사람은 발

음이 어눌하다. 그러니 젊은 아가씨나 아줌마를

상대로 말을 걸 수 밖에...

학교에서는 지도교수의 수업과 관심있는 교

수의 수업 한 두개를 들었다. 그 짧은 시간에 강

의내용을 다 알아 들었냐고? 못 알아 들었다. 이

론 강의나 발표는 교과서나 레쥬메가 있으니 이

해가 쉽다. 그러나 강의 중 갑자기 사례를 들거

나 농담을 하기 시작하면 나 혼자 웃지 않게 된

다.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여학생이

있었다.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었나.. 그녀는

내가 보기에는 일본말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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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하게 일본말로 잘도(페라페라) 말하고 있

었다, 쉬는 시간에 물었다. 뭐하러 돈주고 학

원에 와서 일본어 배우냐고? 대답이 뜻밖이었

다. 말은 자유롭게 하는데 글을 읽을 수 없단

다. 티브이 자막으로 나오는 한자말, 신문에

나오는 그 많은 한자를 못 읽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랬다. 신나게 떠들다가 교과서를 가지

고 수업에 들어가면 읽지를 못하니, 누가 봐도

일본어 초보생이었다. 아하! 나하고 정반대

네, 읽고 이해할 수 있어도 알아 듣거나 말은

못하였으니... 자고로 내가 배운 일본어는 죽

은 일본어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회화에 목표를 두고 집중하였

다. 중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상대 외국인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걸어온 말을 알아

들어야 한다. 리쓰닝이 제일 중요한 이유다.

일단 알아듣기가 끝나면 말도 술술 나온다. 외

국인과 말할 때 수줍거나 겁이 나는가? 술을

마시고 나면 간이 커져 외국어는 술술 잘 나온

다. 외국인 지인이 있으면 술집이나 식당에 자

주 가는 것이 좋다.

5) 일본어를 배워 어디에 써 먹을까
최근 유홍준 교수의 일본문화답사기 4권이

모두 출간되었다. “일본인은 고대사 콤플렉스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인은 근대사 콤

플렉스 때문에 일본문화를 무시한다.”고...

일단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 보자, 최근 엔화

가 양적 완화정책으로 무지 싸졌다. 일본에 가

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보고 할 것이 많다. 역

사와 문화답사를 해도 좋지만, 음식, 온천, 골

프 등 다양하다. 여행은 그 자체로 우리를 힐

링한다. 일본어를 더 많이 배우고 떠날 필요는

없다. 다니다 보면 일본어 실력이 는다. 가게

에서, 길에서 나의 일본말이 통했을 때 그 뿌

듯함.. 자기성취를 맛볼 수 있다.

5. 중국어 도전

1)  중국어의 특성
중국어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16가지 정도의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사용자가 가장 많은 언어로(약 13억),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다. 어미

변화가 없는 고립어고, 어순은 영어와 같은 주

어-서술어-목적어 형태이다.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지대인다(地大人多)

라는 말이 있다. 땅이 넒고 인구가 많은 만큼

사는 지역에 따라 쓰는 언어가 같은 중국어라

고 해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용지역

에 따라 7대 방언구역으로 나누고, 그 구역 밑

의 시나 현에서 사용하는 작은 방언지역으로

또 나뉜다. 7대 방언으로는 보통화(표준 중국

어)의 기초가 되는 북방방언, 상해나 강소성

지역에서 사용하는 오방언, 호남성에서 사용

하는 상(湘)방언, 광동성의 매현에서 사용하

는 하카(客家)방언, 복건성과 해남성에서 사

용하는 민(閩)방언, 홍콩 광조우에서 사용하

는 월(粤)방언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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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언은 같은 중국인들도 현지인이 아니

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발음과 성조가 다르

다. 그래서 TV 드라마, 토크쇼 등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자막을 내 보낸다. 방언

이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평양,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너무나 달라서 사투리 수준이

아니라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수준이다. 같은

중국인들끼리도 알아듣지 못한다.

2) 중국어와 성조
<질문1> 중국어 성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성조때문에 미치겠어요. <질문2> 한

글자 한글자 성조 생각하다보면 떠듬떠듬 읽어

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모르겠고, 이놈의 성조를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효과적으로 중국어 책을 읽게 될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이다. 중국어 공부를 하

는 분들에게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성조이다. 성조라고 하는 것은 음의 높낮이를

의미하며 각 음절마다 성조가 다른데 같은 글자

라도 성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

, 麻, 馬, 의 네 글자가 있다. 발음은 모두

‘마’로 읽는다. 

그런데 높낮이가 달라서 뜻이 달라진다. 보통

화에는 4가지 성조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높

은 음을 유지하는 1성, 낮은 데서 높은 음으로

끝나는 2성,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살짝 올리다 마

는 3성,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갑

자기 떨어지는 4성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

다고요? 나도 그랬다. 들어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3) 중국어와 발음, 외래어 표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한달 간 그냥 발

음만 연습시킨다. 우리 말에는 없는 발음이 여

럿 있는데, 그 발음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어 발음 부호는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가령

是(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is’의 뜻인데 그 발음

기호는 <shi>이다. 우리말 ‘스’로 발음하는데 그

냥 ‘스’가 아니라 혀를 말아서 입 천정에 대고 그

사이로 내는 권설음 ‘스’이다. 일본어 모음에는

‘으’ 발음이 애초에 없으니 일본인들은 그냥 ‘시’

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만큼 까다롭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의 중국발음은 대체로 대만

사람들 발음에 가깝다. 대만사람들도 혀를 그다

지 말지 않고 쉽게 발음하니 우리 발음과 비슷

하다. 하여간 이노무 권설음 발음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다. 초기에는 차문이건

대문이건, 문이란 문을 열 때마다 ‘스’‘스’ 하며

연습했는데도 진보가 없었다.

중국어 배울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외래

어 표기다. 한자는 표의문자여서, 표음문자인

한글이나 로마자와 같이 외국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뉴요크

(纽约), 링컨(林肯), 서울(首尔), 이 모든 외국어

발음을 자기들 식으로 표기한다. 비교적 유사발

음이 나는 글자를 골라서... 코카콜라를 가구가

락(可口可乐), 켄터키 치킨을 긍덕기(肯德基)

라고 재밌게 표기하기도 한다. 인명이나 지명을

중국말로 표기한 것은 눈치껏 알아 맞혀야 한

다.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읽다 보면 비교적 어

느 정도 익숙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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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중국어 학습기

<이상한 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할 때이다. 한번

은 부장 판,검사들이 같이 모여 중국식당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동부지청의 모 차

장검사님이 주방장을 부르더니 중국말로 음식

주문을 하고 음식에 대하여 이것 저것 물어보

는데, 그 말을 한 마디도 알아 들을 수 없었다.

충격이었다. 세상에! 내가 한 마디도 못 알아

듣는 이상한 말이 있었구나...

모임이 끝난 후 그 차장님께 어떻게 중국어

를 배웠느냐고 여쭈어 보았다. 그 분은 한중

수교 전에 대만에 유학을 갔었다. 검찰은 법원

보다 훨씬 전에 이미 검사를 대만에 파견하여

1년 정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분은 나

의 호기심을 보고 EBS 라디오 방송교재를 사

주셨다. 매월 1권씩 발행되고 강사가 매주 1회

씩 강의하는 얇은 교재였다. 정말 기뻤다. 그

다음 날 광복동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웬걸, 학원 강사는 한달 동안

단어 하나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발음만 따라 하

라는 것 아닌가! 무슨 선생이 이래.. 게다가 수

강생을 일일이 불러 세워 발음을 하게 하고는

그 자리에서 핀잔을 준다. 나이 마흔이 넘어

배우는 중국어, 굳을 대로 굳은 혀를 말아서

입천정과 이빨 사이로 내어야 하는 권설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나는 바로 부산외국어

대학 3학년에 학사편입을 하였다. 대학을 졸

업한 사람은 3학년으로 바로 편입할 수 있었

고, 마침 외대에는 야간반이 있었다. 

<부산외대 편입>

대학을 다니긴 다니는데,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창피하기도 하고, 돈키호테

취급을 당할 것 같았다. 문제는 법원이나 다른

공식모임의 저녁행사가 있는 날 핑계를 대고

빠지는 일이었다. 2년 만에 학점을 다 따자니

거의 매일 밤 등교를 해야 했다. 교수님 중에

왕교수라는 대만화교분이 계셨다. 열성이 대

단했고, 구어 위주로 가르치셨다. 중국 CCTV

방송의 아나운서가 방송하는 뉴스를 녹음하여

학생들에게 외우게 한 다음 수업시간에 돌아

가면서 발표하게 하였다. 난 열심히 외우고 연

습하여 나름 자신이 있었다. 열심히 외운 뉴스

를 큰 소리로 아나운서처럼 읊었다. 발표가 끝

난 후 교수님은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아무 말

씀도 하지 않으신다. 이상하다. 다른 학생들

은 야단도 치고 칭찬도 하더니... 그러나 교수

님의 표정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넌 구제불

능이야... 신분이 법관이고 나이도 먹었으니

차마 야단을 못치겠고..” 정말 창피했다. 차라

리 한 마디라도 야단을 쳤으면 그런 절망감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또 다른

교수님이 계셨다. 그 분도 교과서를 외우게 한

다음 한명씩 교단위에 올라와 교수님 면전에

서 외운 걸 토해내게 했다. 이미 주눅이 들어

있던 터라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을 리 없었지

만, 교수님은 빤히 나를 쳐다 보더니 한말씀

하셨다. “흠, 나이에 비해서는 발음이 좋구

만,,”, 엉?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그래도 기

뻤다. 발음이 좋구만이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

다시 남은 1년을 다녔다. 상해 외국어 대학에

서 교환교수로 오신 여자 교수님이 계셨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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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문제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교수

님께 중국어로 설명해 보라는 거였다. 예상 못

한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나름 선전했다. 마침

그 교수님의 관사가 우리 집에 가는 도중에 있

어서 매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뒷자리에 모시고

태워 드렸으니, 은근히 A를 기대하였다. 허참!

성적은 C였다. 중국인 교수님은 공평도 하시지...

<북경대 유학>

부산외대를 졸업한 그 해, 중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던 대만화교 한 분이 내게 중국유학을

권하였다. 갑자기 의욕이 솟았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이었다. 북경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유학을 하려면 어떤 서류와 자격을 갖추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마침 북경에서 여행사를

하는 중국인의 소개를 받아 북경대학 법학원에

원서를 내었다. 고급진수과정 입학허가를 받았

다. 이미 5년 전에 일본유학을 갔다 온 처지라

대법원에서 북경유학을 허가하거나 지원해 줄

리 만무했다. 그러나 당시 본봉의 절반만 받고

연구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유학지

원서를 내고 연구휴직을 신청했더니 대법관이

신 행정처장님께서 보자고 하신다. 이유를 들어

보고 마땅치 않으면 휴직서를 반려할 모양이었

다. 행정처장님 왈, “중국에 뭐 배울게 있다고

가는데?” 벌개진 얼굴로 “예, 한반도에 미치는

황사문제도 심각하고 하니, 한중일 삼국의 환경

법을 비교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순간

적으로 지어낸 말이었다. 난 북경대에 가서도

황사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2000년 8월, 처자를 팽개친 채 난 중국비행

기를 탔다. 운이 좋았다, 이코노미 석을 예약했

는데, 마침 같은 중국어 과목을 수강하던 대만

화교가 티켓팅을 하고 있었다. 빈자리가 있다면

서 비즈니스 석을 끊어 주는데, 처음 타보는 중

국 국적기의 스튜어디스는 한국 말을 한마디도

못하였다. 나도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니하오”

이 말밖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유학시절 1년은 춥고 배고팠다. 제일 힘든 것

은 음식이었다. 향채(고수)를 넣은 탕, 거의 모

든 것을 기름에 튀기는 요리법. 한달을 그렇게

지내니 적응이 되었다. 음식과 외국어는 역시

어릴 때 배워야 하는 것인가 보다. 그러나 중국

음식을 잘 먹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

터 먹거나 배우지 않아도 자꾸 반복해서 먹거나

사용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북경대 어학코스에 등록하였다. 아프리카, 유

럽, 일본, 미국, 한국 유학생들이 뒤섞인 강의실

에서 아, 내가 정말 외국에 왔구나, 실감이 났

다. 역시 쓰고 번역하는 건 되는데, 듣고 말하기

는 어려웠다. 가능한 한국 학생, 한국 사람하고

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외국말을 배워야

하니까... 그래도 결국 주위에 맴도는 사람은 한

국사람들이 많았다. 

마침 유학기간중 대법원장이 최고인민법원장

의 초청으로 북경에 오시었다. 당시 수행하셨던

손기식 사법정책실장님의 도움으로 중국 각급

법원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법원을 견학

할 수 있었다.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

는 건조하고 추운 북경,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귀

국한 김해공항, 첫발을 내딛자 공기부터 다르

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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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은 땅이 넓고 역사가 오랜 대국이다. 가

볼 만한 곳이 많다. 여행은 두 경로로 해 보길

권한다. 자연경관을 보는 여행, 그리고 역사

유물을 보는 여행이다. 역사에 관심 있다면 서

안의 병마용도 가 보고,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실크로드를 따라 기차여행도 해 보고, 불교신

자라면 티벳순례도 해 보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어를 배워서 보람있는 일

도 있었다. 복직한 2001년, 부산지법원장님으

로 계시던 김시승 원장님께서 중국 상해지역

법원과 부산지방법원 간 교류를 추진하셨다.

지방법원이 외국 법원과 단독으로 직접 자매

결연을 하거나 교류를 한 사례가 없다고 당시

대법원에서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성사되었

다. 처음에는 지방법원 끼리의 교류를 예상했

지만, 중국은 3심이 아니라 2심 제도를 채택

하고 있고 법원간 격차가 크다. 한국의 지방법

원에 해당하는 기초법원이나 중급법원 보다는

고급법원과의 교류를 건의드렸다. 결국 부산

지방법원과 상해고급법원 사이에 2002년도

부터 교류가 개시되었다. 또 2013년 11월부터

중국어 법률자문 방송도 해 보았다. 이 모두

아직 서툴지만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

한 일이었다.  

6. 미래의 언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는 무엇일까?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지구상

에는 대략 5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모국어

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단연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인도어, 아랍어 순이다. 단지

사용자 수로 따지만 영어, 중국어 순서로 바뀌

지만... 언어박물관에 가지 않고 소멸되지 않

을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를 꼽는다.

학자들은 우리말 중 60% 이상이 한자말일

것으로 추정한다. 고생, 사돈, 양반, 처남 등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우리만 사용하는 한자

어도 있고,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전

해진 연역, 귀납, 외연 등도 있다. 나머지는 모

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로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한자어는 이것이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 현재 체류외

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총 체류외국인

1,576,034명 중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인이 49.4%(778,11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8.5%(134,711명), 베트남 7.6%

(120,069명), 일본 3.6%(56,081명) 순이다.

중국어를 배우기 쉬운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부산법조인, 특히 젊은 법조인 중에는 외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사용하는 미래의 언어 중국어, 원수같

은 이웃이자 아직은 배울 데가 많은 나라의 말

일본어, 여기에 모국어인 우리말, 그리고 어

쩌다 가끔 하는 참말, 부득이 자주하게 되는

거짓말까지 합치면 우리 모두 5개 국어 정도

는 할 수 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모두 즐기며 배운다면 5개 국어

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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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만큼 법조계, 특히 내가 몸담고 있는 부

산변호사 사회가 큰 변화를 겪는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제 로스쿨 3기 출신 변호사들까지 배

출되었고, 부산변호사회원 수도 급격하게 늘었

다. 각종 동호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이나 강연 자리를 가도 낯선 얼굴들

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하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끼고 되고, 발랄한 미소를 접하니 우

선 기분이 좋다. 어느 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인사를 받는 것도 즐겁다. 

이렇게 젊은 변호사들을 자주 보게 되어 좋

다. 그러나 내가 사법시험세대이고 연수원 졸업

자라 그런지, 솔직히 종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

한 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린 것과 차이를

잘 모르겠다. 다양한 학부를 거친 인재들로 하

여금 그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변호사를 길러낸

다는 취지는 퇴색되어가는 것 같다. 

변호사시험도 갈수록 어려워져서, 과거 사법

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그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3년간 착실하게 이수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

다는 말은 믿기 어려웠다. 로스쿨 교육 이수와

는 별도로, 변시 시험 준비를 따로이 시간을 내

서 해야만 할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

로스쿨에서도 변시합격율을 높이기 위해서, 졸

업시험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변시 응시자들을

걸러낸다고 한다. 이리 되어서는 로스쿨도 과거

법대와 같이 되어 버릴까 우려스럽다. 로스쿨을

휴학해서 신림동의 전문학원을 찾아가거나, 로

스쿨의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1학

기에는 형법, 2학기에는 헌법 등으로 수험계획

을 세우고 진행하는 이들도 나타날 것이다. 정

상적인 교육이 될까 우려스럽다. 고시원이나 전

문고시원에서 변시 준비를 하는 일이 드물지 않

게 생길 것이다. 

로스쿨 단상

✽신 승 기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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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턴이나 실무수습을 하는 이들이 문

서작성능력이 떨어진다는 평도 많다. 사법연

수원을 거치지 않고, 로스쿨의 교육과정에서

아무래도 실무서류 작성 기회가 적었던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실력

이 형편없고, 심지어 로스쿨 제도는 적당하지

않다고 할 일을 아닌 것 같다. 이들이 받은 교

육기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평가

는 너무 가혹하다. 그 전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 준비 기간에다가 2년간의 사법연수

원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또 사법시험 시

절에도 그 수석합격자의 점수도 60점을 넘기

는 경우가 드물었다. 사법연수원의 성적도 별

반 다르지 않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말인데, 변호사시험이 이렇게 어려

울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 한 때의 시험

으로 완성된 수준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교육으로 법조인으로 길러

내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기본

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초

점을 맞추어 출제 평가하는 것이 옳다. 출제하

고 평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난

이도가 낮아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오해라

고 하지 않은가?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해도,

답안지를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로스쿨 제도에 관해서 가장 우려

스러운 것은 따로 있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로스쿨 제도에 가장 불만인 것

은 비싼 학비 등으로 주경야독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출신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

회가 제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법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되어 변호사를 거치지 않

으면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로스쿨 입

학자들 중에서 저소득층이 점점 보기 힘들어

지는 것은 큰 문제다. 이리 되면 법조인의 구

성이 우리 사회의 구성과는 달리 일부 특권층

에게 한정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부산대, 동아대 로스

쿨에 실무교육도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아무

래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주체는

교수들이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회에서는 로

스쿨 교수들과의 교류나 로스쿨 교육 등을 의

논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러

나 뜻대로 잘 안 되었다. 만나봐야 뭐가 달라

지겠나 하는 생각이 앞선 때문이었는지, 그 이

유는 잘 알지 못한다.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해

봤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변호사 자리를 얻기

힘들다고 하지 않은가? 우리 변호사회에서도

어차피 우리 회원이 될 사람이라면 좀 더 적극

적으로, 이른 시기에 이들을 지원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법조에서 로스쿨

생에게 바라는 바’라는 제목으로 한두 번 특강

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학을 이용해

서 2주간의 짧은 인턴 기회를 가지는 것인데

도, 우리 지역에서 인턴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탓인지 젊은 변호사들이나 로스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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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중에는 ‘자기들을 기성법조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여긴다’거나, ‘자

기들을 사법연수원 졸업자들보다도 적은 돈을

주고 부려 먹을 수 있는 이들로 취급한다’고 생

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능력만큼 대우받아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로

이른바 ‘사무장 변호사’의 길로 잘못 들어서거

나,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나서는 이들도 나타나

고 있다고 한다. 우리 변호사회에서 나서서 이

런 오해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여러 차례의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고 해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이 길러지

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

조인 양성으로 변경된 것인데도, 정작 그 졸업

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변호사자격을 따면 당연

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

기는 것이다. 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은 변

호사들에게서 전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엿

보인다. 아무래도 전문분야를 인정받으면 안정

적으로 변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문분야는 관련 책을 읽고 외

운다고 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 분야 사건을 맡아 해 봐야 한다. 명의 프로그

램에서 보듯이, 여러 사건들을 해 봐야 하는 것

이다. 또 부딪치는 사안이나 사건이 물권법사안

이라고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까 만나는 의뢰인이나 사건을 성심성의껏 처리

하고, 궁금하고 모르는 것은 선배 등에게 물어

보거나 알아가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입변호사들이 기존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등의 적극성도 보여주었으면 한다.

변호사 수가 느는 만큼 건수나 일자리가 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니 점점 변호사 보수

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젊은

변호사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견제하거나, 심지

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신입이지만 어느 덧 우리 회의 많

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젊은 변호사들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 마련을 궁리해 볼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연로한 회원들을 위

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이들은 이제 기존 변호사

사무실 등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받아들

여야 한다. 아무래도 동기들이나 마음 맞는 이

들끼리 함께 사무실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

이다. 이들에게 사무실 운영의 노하우도 알려주

고, 함께 의지할 만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었으

면 한다. 

각종 행정기관 모두에 변호사를 채용하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조언 기회를 늘려야 한다. 부산시 등

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련조례 등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분쟁이 발

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일이 가능

해진 것이다.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는 변호사가

상주해서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

지 않을까? 종래 당직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사

실상 이름 뿐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이

제 상당수 젊고 적극적인 활동의사와 능력이 있

는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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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조력권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지난 2년간 잘 하지는 못했지만 회원상임이

사로 나름 일을 해 보았다. 또 우리 사무실에

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로스쿨 재학생들

을 인턴으로 받아보기도 했다. 변호사 시험합

격 후 6개월 연수를 거친 사람들도 있다. 많은

이들이 거쳐 갔다. 나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

이 애를 쓴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좀 더 잘

해 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모두들 하나 같이 귀한 재능을 지니고, 좋은

뜻을 갖고 있었다. 사법시험 시대에서는 보기

힘든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 못지않게, 나도 많은

것을 겪고 배운 게 된 것 같다. 그러나 개개인

의 선의나 성의에게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

고, 여러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서 몇 마디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쓰고

나서 보니 무언가 비관적으로 비쳐질 것 같은

데, 그렇지 않다. 갈수록 서울로 인적 물적 자

원이 몰려가는 마당에, 이렇게 부산에서 좋은

성격, 학력, 능력을 지닌 이들을 후배로 만나

게 되는 것도 즐겁다. 단순히 음악 감상에 그

치지 않고 음악연주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일

본 변호사들 앞에서 멋진 연주까지 하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난 덕분에

좋은 산들을 오르고 있고, 우리 부산변호사회

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10월 17일 후쿠오카 · 부산지방변호사회 정례교류회의 음악동호회 연주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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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가도 가끔 법을 모른다

판검사는 법률가다.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그런데 판검사

가 법을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다. 법을 몰라서

엉뚱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14년 8월경

피고인 문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고

철상인 문씨는 24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

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勞役)을

하라고 명령했다. 피고인 문씨는 항소했다. 검

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했다. 그

런데 언론은 판검사가 바뀐 법도 모른 채 재판

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위 판결은 형법 제70조

제2항에 있는 노역장 유치기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형법전을 펼쳐보았다. 형법 제70조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벌금 또는 과

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

런데 제2항이 신설되어 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

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

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칙을 살펴보았다. 형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 형법은 법률 제12575호로 2014년 5월 14

일에 공포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 형법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제70조 제2항, 즉 노

역장 유치기간의 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

개정 형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

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철상인 문씨가 24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숨은 법률 찾기

이 일 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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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4년 5월 28일에 기소되었다. 따

라서 재판부는 위 개정 형법에 따라 새롭게 시

행된 제70조 제2항을 적용했어야 했다.

이에 따르면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

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위 규정대로라면

문씨는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았으므로 그에

게 최소 5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하

며 일당도 480만원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판사가 위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개정 형법을 위반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문씨는 항소했지만 그 후 항소를 취하해 일

당 800만원짜리 노역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렇게 판사가 개정 형법이 시행된 줄 모르고

착오를 일으켜 법령에 위반된 판결을 하고, 검

사도 이를 간과한 채 항소를 포기했다. 문씨는

재빨리 항소를 취하해 노역을 확정지어 버렸

기 때문에 최소 200일간의 노역장 유치기간

을 이득 본 셈이 됐다. 문씨가 위 개정 형법을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령에 위반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인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

났다. 위와 같이 확정된 문씨 사건이 다시 법

원에서 심리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문씨 사건

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

검찰청에 비상상고를 건의했다. 비상상고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법관

이 법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違法)을 발견

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

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

들여 2014년 11월 6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

청서를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비상상고를 인

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문씨가 이득을 본

최소 200일간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무효로 되

는 것인가. 여기에 숨은 법률이 있다. 바로 불

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다. 즉 확정된 원심 판

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피고인에게 하지 못

한다. 따라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 노역장

유치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원판결이 문씨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만 남고 재판은

다시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사람

법률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개정된

다. 그러나 법률은 어떤 사람에 의하여, 어떤

사건에 의하여 촉발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것

도 불과 몇 개월만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형법

이나 형사특별법이 더욱 그렇다. 위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은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노역장 유치기간에 관하

여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을 것

이다. 누구나 쉽게 그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그것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5억

원 노역 일당 사건이었다. 사건을 재구성하여

보자.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허

전 회장은 500억원 탈세와 100억원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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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엄벌이

마땅하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법

인세와 가산세 등 818억원을 납부한 점, 사재를

털어 그룹 회생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

면서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254억원을 선고했다. 허 전 회장은 항

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그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

국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벌금형은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

입할 의무를 강제하는 형벌이다. 벌금은 최하

액수가 5만원이고 그 상한은 제한이 없다. 그리

고 벌금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대상자

의 신병을 확보하여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를 노역장유치 또는

환형유치라고 한다. 그래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

고할 때에는 반드시 유치기간을 정한다. 예를

들면 “피고인을 벌금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10

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라고 선고한다. 이에 의하면 벌

금액에 충당할 일당, 즉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라는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

면 일당 10만원씩 계산해서 10일을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환형유치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시 허 전 회장에 대한 벌금 이야기로 돌아

가자. 그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년 3월 벌금249억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 의해

지명수배됐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원을 선

고받았지만, 2009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몇 시

간 구금됐기 때문에 벌금액이 5억원 차감되어

249억원만 남아 있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6월 뉴질랜드에서 영주

권을 취득해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그런

데 2014년 3월경 뉴질랜드에서 전 대주그룹의

재산을 빼돌려 사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

다. 또한 현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등 호

화생활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

다. 그러자 허 전 회장은 2014년 3월 22일 토요

일 오후 6시쯤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

국했다. 4년 2개월여만에 귀국한 것이었다. 검

찰은 그 날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오후 11

시 40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노역이라 함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

등에 수감돼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허 전 회장

은 3월 22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구금

되었다. 6시간을 구금당한 대가로 탕감받은 벌

금은 얼마였을까. 5억원이었다. 시간당 약

8,333만원을 탕감받은 셈이다. 

여기에 숨은 법률이 있다. 허 전 회장이 3월

22일 오후 11시 59분, 즉 자정을 1분 정도 남겨

두고 구금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단 1분

구금되었을 뿐이지만 5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

다. 한밤중이라도 자정 이전에 구금되면 실제

노역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를 일한 것으로 인정

해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요일과 일요일엔

노역이 집행되지 않는다. 허 전 회장은 토요일

밤 노역장에 유치되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이

틀간 일을 하지 않고도 1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

았다. 노역을 하지 않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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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부터 벌금을 탕감받기 때문이다. 건강 문

제 등으로 일을 못 해도 마찬가지다.

사상 최고 노역 일당 5억원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 또는 환형 유치 금액이라고 한다)은 무려

5억원이었다. 2014년 2월 28일까지 일반적으

로 노역 일당은 5만원이었다. 검찰은 2014년

3월 1일부터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상향 조

정하였다. 허 전 회장처럼 벌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1억원 이상으로 노역 일

당을 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재판부마다 노역

일당을 정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다.

‘선박왕’ 권혁 회장은 벌금2,340억원을 선

고받으면서 노역일당은 3억원(780일)으로 정

해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벌금1,100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노역 일당은 1억 1,000만

원(1,000일)으로, 손길승 SK 명예회장과 이

재현 CJ그룹 회장은 1억원(260일)으로 정해

졌다. 반면 김승연 한화 회장은 노역 일당이

겨우 500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허 전 회장은 벌금254억원을 선

고받으면서 노역 일당은 ‘5억원’(50일)으로 정

해졌다. 허 전 회장은 2009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구금됐기 때문에 벌금액이 5억원 차감되

어 249억원만 남았다. 

여기에 또 숨은 법률이 있다. 허 전 회장은

3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49일간 광주교도

소에서 노역을 하게 됐다. 하루 5억원씩 49일

을 노역하면 총245억원이다. 집행할 벌금249

원 중 벌금4억원이 모자란다. 그럼 4억원은

어떻게 되는가. 4억원은 일당 5억원보다 적어

유치 노역일 산출에서 제외된다. 4억원은 그

냥 면제받는 것이다. 허 전 회장은 형사사법

역사상 시간당 노역 일당이 가장 비싼 몸값을

올린 사람이었다.

법을 바꾸다 : 황제노역 아웃

허 전 회장에 대한 5억원의 환형유치 금액

은 선심성·봐주기 판결 또는 특혜 논란이 일었

다. 이에 대법원은 3월 28일 전국 수석 부장

판사 회의를 열고 환형유치 개선 기준안을 마

련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형법을 개정하였다.

신설된 형법 제70조 제2항을 다시 살펴보

자.‘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

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

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허 전 회장에 대하여

새로운 형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벌금254억

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겐 최소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이 정해져야 하며 일당도

2,540만원을 넘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2014년 3월 24일쯤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일당 5억원에 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형법이 개정되었

고, 5월 14일에 공포되었다. 법률 참 빠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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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다 : 형의 시효 정지

허 전 회장은 노역장 유치기간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다. 그것에 덧붙여 그는 또 다른 중요한

형법 규정을 개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다시 허 전 회장 사건을 살펴보자.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

행유예 4년, 벌금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허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그 다음날 뉴질

랜드로 출국했다. 2010년 6월 뉴질랜드에서 영

주권을 취득해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그

리고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허 전 회장에 대

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4년 3월경

뉴질랜드에서 전 대주그룹의 재산을 빼돌려 사

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

진 것이다. 

허 전 회장은 벌금249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

랜드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허 전 회

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 했다면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었을까. 확

정된 벌금형도 시효가 있다. 그것을 형의 시효

라고 한다.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 3년이다. 물

론 벌금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써 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이 2014년 3월 22일 인천공

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허 전 회장의 재산에 대

한 강제처분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시

효가 중단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허 전 회장

의 경우 위 벌금형의 판결이 2011년 12월경 확정

되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경 벌금형의 시효인

3년의 경과로 벌금형의 집행권이 소멸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

다. 그렇다면 허 전 회장이 해외에서 벌금형 집

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형의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

허 전 회장의 경우에는 형의 시효를 정지시킬

수 없었다. 그 당시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제도

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에 대한 비난 여

론이 높아졌다.

그래서 형법 제79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형

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였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79조 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

정하였다. 현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은 허 전 회장을 원망할

지도 모른다.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 피할 수 있

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돌은 전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2.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 5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김태완(당시 6세)군이 ‘황산테

러’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김군은 집에서 100

여미터 떨어진 학습지 공부방으로 가던 중 황산

테러를 당했다. 누군가가 골목에서 튀어나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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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얼굴에 황산을 쏟아붓고 사라졌다. 김군

은 황산을 덮어써 전신(全身) 40%에 3도 화상

을 입고 두 눈도 실명했다. 치료를 받으며 사

투를 벌이다 패혈증이 겹쳤다. 결국 49일만인

1999년 7월 8일 끝내 숨졌다. 김군 가족의 삶

은 180도 바뀌었다. 김군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접었고, 아버지도 직장을 그만둔 뒤 대구에서

택시기사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그리고 일명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

년 7월 7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이웃집 아저씨

유족은 “사건 초기부터 용의자가 있었는데

도 수사기관이 협의 입증을 못해 분통이 터진

다”고 말했다. 김군은 숨지기 전 힘겹게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평소 친한 이웃집 아저씨

(이모·51)를 그 골목길에서 봤고, 황산을 덮어

쓰기 직전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는 것이었

다. 목격자 중 한명인 김군의 친구 이모(당시

6세)군은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특수교육 전

문가를 통해 사건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고, 용

의자 이씨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도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했

으나,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하다’는 반응이 나왔

다. 결국 황산테러사건 수사는 2005년 수사본

부 해체와 함께 중단됐다. 그러나 2013년 12

월 김군의 부모와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수사

를 청원했고, 검찰의 지휘로 경찰에서 재수사

가 이뤄졌다. 그러나 7개월여 동안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해볼 만한 조사는 다 해봤지만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직접 황산을 뿌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객관적 물

증도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7월 2일 ‘기

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

찰이 7월 7일까지 용의자를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범인은 영원히 사법적 면죄부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공소시효 극적 정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7월 7일로 끝

날 예정이었다.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김군

진술 녹취록을 재분석한 후“피해 아동의 진술

로는 이웃집 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

려우나, 이웃집 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는 의

미가 있다”면서 “피해 아동과 용의자 진술 간

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군 부모는

검사에게 ‘재판이라도 한 번 받게 해달라’고 간

절하게 호소했다. 

그렇다면 용의자 이웃집 아저씨에 대한 공

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 검사는 묘안을

짜냈다. 그리고 숨은 법률을 찾아냈다. 그것

은 ‘재정신청’이라는 제도였다. 공소시효 만료

를 3일 앞둔 2014년 7월 4일. 검사는 김군 부

모에게 용의자인 이웃집 아저씨를 살인죄로

고소하게 했고, 당일 용의자를 ‘증거불충분’으

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은 재정

신청을 낼 수 있다. 김군 부모는 곧바로 대구

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법원에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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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3개월 안에 불기소처분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

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

준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다. 법

원의 결정 과정은 심문 절차 없이 기존의 검찰

과 경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에 따라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속

한다. 법원이 검찰에 용의자 이웃집 아저씨를

기소하라고 명령하면(이를 ‘공소제기명령’이라

고 한다),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러

나 용의자에 대한 혐의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

이 정당하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기각되면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고 영구미제

로 남게 된다. 재정신청이 대구고법에 접수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대

구고법에서 심리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범(眞犯)이 이웃집 아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 ‘내가 살인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살인자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 이 사건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

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법률이라는 숲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가

끔 놀란다. 그 때까지 보이지 않던 허점이 그 속

살을 드러내고, 숨바꼭질처럼 숨어있던 묘안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한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어딘가에 감추어 둔 숨은 법률을 찾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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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렁스

프랑스 남부는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별’

의 배경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프로방스와 코

트다쥐르의 도시들은 휴가를 겸한 여행지로

워낙 유명해서 실제로 가본다는 생각에 벌써

가슴이 설랬다. 우리 가족을 태운 비행기는 오

후에 스위스 제네바 코인트린 공항에 도착했

다. 활주로를 프랑스와 함께 나누어쓴다는 데

스위스쪽으로 나와 렌트카 영업장이 있는 곳

을 찾아갔다. 벤츠 동종 차량으로 이미 예약을

마친 터지만 허츠 직원이 정작 벤츠를 주지는

못한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오펠을 줄 수 있다

고 하면서 벤츠를 원한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하고 이미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

험을 추가하라고 한다. 영업 속셈이 분명할진

데 우리가 렌트한 돈이 너무 저렴해서 이익이

남지 않는 까닭인지 자꾸만 졸라댄다. 한참 동

안 설명을 들어준 뒤 제시가격을 보니 처음 예

약했던 돈의 두 배로 뛰어 올라 결국 원래대로

그냥 달라고 하여 마무리했다. 

렌트카용 순환버스를 타고 차를 찾으러가니

오펠의 인시그니아(INSIGNIA) 신형으로 보

이는 하얀색 새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700킬로미터밖에 뛰지 않은 것이 우선

마음에 쏙 드는 데다 차안이 여유롭고 트렁크

도 공간이 충분했다. 짐을 싣고 주차장에서 차

를 조심스레 운전해 나와 도로 한편의 공간에

세우고 가져온 톰톰 네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시가지에 들어섰다. 아직 늦은 시간이 아니라

서 도시의 거리는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붐빈

다. 한동안 차를 달린 뒤 우리는 프랑스와 국

경을 이루고 있는 변방 지역으로 들어갔다. 꼬

불꼬불한 거리는 마주 오는 차의 불빛에 가려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한적한 시

골인데 공사를 하느라고 길을 차단해버려 네

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

프랑스 남부지방 여행

이 태 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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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 마침 옆에 카르푸 마트가 있어서 주차

장에 차를 세우고 위치를 확인한 뒤 가야할 방

향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무조건 차를 진행하

자 나중에 네비게이션이 결국 길을 찾아냈다. 

제법 시원하게 뻗은 곧은길로 나왔는데 아무

래도 전조등 불빛이 시원찮은 것 같아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해보니 미등만 켜져 있는 게 아닌

가. 처음 운전하는 차종이라 계기판에 미숙한

점은 당연했지만 예전의 렌트에서 배운 실전경

험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유럽차의 전조등은

핸들과는 따로 데시보드에 붙어있는데 미처 기

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전조등 불빛을 밝히고

프랑스 국경을 넘자마자 마침내 고속도로에 차

를 올렸다. 스위스는 일정 금액을 내면 1년 동안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처

럼 며칠 쓰는데 많은 돈을 낼 수는 없어 운행거

리에 따라 계산하는 프랑스에서부터 고속도로

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앙시를 거쳐

발렁스에 있는 숙소로 가려다가 진입을 잘못해

서 리용을 거쳐 가게 되었고 깊은 계곡이 있는

산악지대를 지나가는지 고속도로에는 터널과

높은 고가도로와 교량이 참 많았다. 어느 듯 어

둠 사이로 밝은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비쳐오자

프랑스의 두 번째 도시인 리용 근처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시 한 시간 정도를 달리자

발렁스라는 이정표가 나왔다. 

발렁스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곧 터널을 지

나니 짙푸른 론(Rhone) 강이 막아선다. 론 강

위로 설치된 폭이 좁은 교량을 확장하지 않고

그냥 양방향에서 신호를 따라 교차로 진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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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들어 놓았다. 다리를 건너니 발렁스 교외

의 한 적한 시골 마을이 나온다. 성탄절이 다

되어가는 터라 마을 어귀에는 불이 밝혀지고

알록달록 색색의 빛을 내는 예쁜 장식이 우리

를 맞이한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 네비게이

션이 가르키는 대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아무

리 올라가도 숙소가 보이지 않는다. 숲속에 자

리잡은 휴양시설이라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미리 구글맵에서 도로 모양을 익히고 온 터라

자신은 있었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아무래

도 길이 틀린다. 한 2년이 넘게 네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탓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데도 구글맵을 참조해 막연히

그 쪽일 것이라고 찍은 좌표가 잘못된 것 같았

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전화도 쓸

수 없고 오직 자동차를 의지해 망연자실해 있

는데 비까지 내린다. 늦은 시간만 아니라면 바

깥으로 나가 한껏 분위기를 낼 수 있으련만 할

수 없이 다시 길을 찾기로 하고 산을 내려왔

다.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지도를 보고 있

자니 지나가던 프랑스부부가 말을 건다. 우리

가 가는 곳이 제법 유명할 것이라는 생각이 맞

았는지 쉽게 알아듣고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준다. 앞으로 2킬로미터 정도를 달리면 교차

로가 나온다고 하더니 역시 구글맵에서 확인

하고 찾으려했던 그 지점이다. 이곳에서부터

는 그냥 한 길을 계속 오르기만 하면 되므로

한 밤중의 산길이라도 길을 놓칠 리 없었다. 

드디어 발렁스 리조트에 도착해 리셉션의

문을 두드리고 늦게 도착한 사정을 설명했다.

뚱뚱한 체구를 가진 중년의 관리인은 반갑게

인사하고 이방인과 제법 긴 시간 대화를 청하

고선 아름다운 숲속의 별장으로 안내한다. 차

에서 짐을 꺼내 안으로 들어가니 베란다가 딸

린 현관을 지나 식당과 부엌이 따로 있고 두

개의 아담한 침실이 마련되어있다. 리조트에

서 유유자적하게 휴가를 즐겨보려는 계획은

내일로 미루고 조용한 숲속을 적시는 빗소리

를 자장가 삼아 훈훈한 이불속에서 아늑한 잠

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 앞으로 제법 큰

수영장과 놀이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뒤로는 울

창한 숲들이 있고 탁 트인 앞쪽에서 시원한 바

람이 불어온다. 아직 조금씩 보슬비가 내리는

중이라 우산을 들고 오솔길을 산책하는 재미도

크다. 피톤치드 가득한 싱싱한 공기를 마시면

서 주변 숲속을 조금만 돌아보았는데 힘들게

찾아온 만큼 충분한 운치를 느낄 수 있었다.

발렁스는 구시가지에 오래된 성당이나 여러

유적들이 있다고 하지만 ‘페네의 연인들’의 ‘야

외 음악당’(Le Kiosque des Amoureux de

Peynet)이 더 유명하다. 헤몽 페네는 1942년

발렁스를 지나다 야외 음악당을 스케치하면서

그 무대에서 홀로 연주하고 있는 젊은 바이올

리니스트와 그를 기다리며 연주를 듣고 있는

어린 소녀도 함께 그려 넣었고 그 것이 대중적

인 사랑의 이미지와 함께 유명세를 타면서 야

외 음악당은 역사적인 기념물이 되었다. 또한,

발렁스는 나폴레옹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1785년 11월 30일 16세의 어린 나이로 육군사

관학교를 졸업한 나폴레옹은 포병장교를 위한

실습 훈련부대 격인 라 페르(La Fere) 연대의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는데 라 페르 연대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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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 주둔하였다. 나폴레옹은 1786년 1월 중

위서리의 견장을 받고 어머니가 홀로 있는 고향

코르시카 섬으로 갔다가 발렁스로 돌아와 계속

교육을 받으며 특히 전략과 전술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2. 아비뇽

다음날 늦게 길을 나서 촉촉한 숲길을 따라 산

을 내려왔다. 한적한 마을을 지나자 다시 어제

보았던 론 강의 푸른 물결이 눈에 들어온다. 론

강은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중해로 직접 흘

러들어 가는 큰 강이다. 스위스 중남부에 있는

알프스 산맥 빙하에서 발원하여 제네바 시를 통

해 레망 호에서 흘러나온 뒤 프랑스로 들어가

리옹 시에서 주요지류인 손 강과 합류하고 계속

해서 알프스에서 발원하는 지류들을 받아들이

면서 알프스 산맥 빙하들이 파놓은 골짜기와 분

지들을 통과하여 마르세유 서쪽에서 충적퇴적

물로 그물코 모양의 강바닥을 만들며 지중해로

흘러들어간다. 론 강 주변의 한적하고 작은 마

을에서 예쁜 빵집을 발견했다. 가게 옆에 잠시

차를 세웠더니 아내와 딸이 갓 구운 빵과 바케

뜨를 사가지고 왔다. 론강 유역의 아름다운 풍

경에 맞춰 맑은 하늘에 한가로운 구름 사이로

간간이 얼굴을 내미는 따사한 햇살을 느끼며 차

안에서 행복한 간식이 차려졌다. 

작은 마을을 뒤로 하고 갈대가 숲을 이루는 고

즈넉한 길이 계속 이어지자 아내가 아들에게 운

전을 시켜보라고 한다. 아들은 얼마전 해병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후 운전면허를 따고 아빠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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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는 생각으로 국제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

아왔다. 망설이다가 교행하는 차도 별로 없어

이것도 기회다 싶어서 운전대를 조심스레 넘

겼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한 10분 정도만

맡겨보려고 했는데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가 지나니 안심이 되고 제법 잘 한다

는 생각마저 들어 반시간이 넘게 운전을 하게

그냥 두었다. 아들 덕분에 나는 렌트카로 여행

한 후 처음으로 운전대를 놓고 주마간산으로

지나가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쫓아가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철이 아

니어서 포도밭을 분간하기 어렵지만 지금 관

통하는 론 강 유역을 중심으로 아비뇽 (Avi-

gnon)에 이르는 지역은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이 발달해 온 곳이다. 론 계곡 지역의 비

옥한 충적 토양과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을 활

용하여 최상의 포도를 재배하여 생산된 포도

주를 ‘꼬뜨 뒤 론(Cotes du Rhone)’ 포도주라

불렀다. 론강을 따라 길게 펼쳐지는 전원 마을

의 풍경이 끝나고 다시 론 강의 다리를 건너

아비뇽에 들어갈 즈음 차를 세워 운전대를 돌

려받았다. 

아비뇽은 1309년부터 약 70년 동안 로마를

대신해 교황청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학교

에서 역사 시간에 아비뇽 유수(幽囚)라고 하여

배운 적이 있다. 아비뇽 교황청을 보호하며 아

비뇽 구시가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하고 긴 성

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 성곽아래에 차를

세웠다. 큰 길을 건너면 바로 론 강변에 이르

고 오래된 성곽을 오르는 좁은 길이 나있고 그

길을 통해 론 강변 위의 다리까지 걸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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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비뇽에 가면 꼭 가볼만한 곳들 중 한 곳

이 바로 아비뇽 다리라고 하는 성 베네제 다리

(Pont St.Benezet)다. 12세기 무렵에 베네제라

는 양치기 목동이 신의 계시를 받아 혼자 돌을

쌓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져오는 다리인데 17

세기 말 홍수로 인해 절반이 떠내려가고 지금은

4개의 교각과 생베네제를 기리는 예배당만 남

아 있다. 또한, 아비뇽 다리 위에서 모두가 둥글

게 춤을 춘다는 민요 ‘아비뇽 다리위에서’로도

유명한데 아비뇽의 성곽 앞으로 유유히 흐르던

론 강이 아비뇽의 다리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

며 머릿속 깊숙이 각인되었다. 마차가 2대 지나

갈 수 있도록 전형적인 중세 도로의 폭을 하고

있는 아비뇽 다리를 보며 교황청이 있을 당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연결해주는

주요 교통로가 되면서 아비뇽의 번영을 가져오

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시 차를 몰고 크게 시내를 한 바퀴 둘러보

고 나서 성곽 안쪽으로 들어가 한쪽에 주차를

한 뒤 교황청을 향해 걸어갔다. 조금 퇴색한 듯

한 거리에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녀들이 돌아다니

며 마을 축제를 한다는 소식을 관광객들에게 알

리고 있다. 마을 광장에는 곧 있을 성탄절을 기

념하는 장식이 펼쳐지고 커다란 임시 시장도 열

리고 있어 구경하는 사람들도 한껏 즐거운 기분

이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며 진열된 신귀하고

예쁜 물건을 하나하나 구경하고 나서 회전목마

옆의 가판대에서 구운밤을 한 봉지 사서 나눠먹

으며 교황청 앞의 까페 골목을 지나 교황청으로

올라갔다. 

교황청 언덕길에는 론 강이 보이는 정말 전망

좋은 곳이 있었다. 앞으로 론 강이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그 뒤로는 푸른 들판과 야트막한 산들

이 아름다운 병풍을 치고 있다. 푸른 강물 한 가

운데까지 반쯤 부러진 다리가 애처로이 걸려 있

고 그 것을 막 돌아서 지난 듯이 흰색의 유람선

이 한가로이 떠있는 경치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놓칠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이다. 교황청건물 위

쪽에 마련된 정원에는 작고 아담한 연못이 곳곳

에 있고 주변의 아름다운 나무 사이로 역대 교

황들의 부조인지 이름모를 석상들이 곳곳에 자

리해 있다. 종탑이 있는 큰 건물 앞의 예수상 아

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카페 골목을 지나 다시

시내로 내려왔다. 그럴듯한 식당을 찾던 중에

마을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가게를 보고 우리도 줄을 섰다. 고기를 넣은 피

자와 계란을 넣고 만든 간단한 토스트를 파는데

기다린 만큼 맛이 있었다. 론강의 그림같은 경치

를 보면서 중세의 교황청 마을에서 오랫동안 머

무르고 싶었으나 프랑스 중부에 도착해 남부로

내려온 만큼 장시간 운전한 피로를 먼저 풀고 남

쪽 지중해 해변의 도시를 실컷 구경하기로 했다. 

3. 코트다쥐르(칸느, 니스, 상장캅페하)

일찍부터 고속도로에 들어선 차는 태양을 마

주보며 시원스레 달리기 시작했다. 모두 속도를

내고 있는 차들에 섞여 한참을 달려가니 표지판

에 엑상프로방스가 나오고 다시 마르세이유가

나온다. 이대로 달리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이

야 하겠지만 프랑스 남부의 도시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거리는 생각이 들어 고속도로를 벗

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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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프랑스 지도를 보면서 프랑스

남부 도시를 여행할  로드맵을 세운 적이 있

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특

별시, 광역시, 도, 군, 읍, 면 따위로 나누어지

듯이, 레지옹(région), 데파르트망(départe-

ments),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s), 캉통

(canton), 코뮌(commune)으로 행정구역이 나

뉜다. 레지옹(région)은 당시에 22개였으나 행

정개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2014년 7월 현재

13개로 바뀌었다. 그중 우리가 주로 여행한 지

방이 속하는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Azur) 레지옹은 명칭도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관할구역도 변함

이 없다. 레지옹의 마지막 지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마르세이유에서 모나코까지의 지중해

연안을 코트 다쥐르(Cote d'Azur)라 부르는데

프랑스어로 ‘푸른 해안’이라는 뜻으로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하여 동질의 문화적인 특색을

지닌 지역을 일컫는다.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

쥐르 레지옹 가운데 프랑스 최남동단에 위치

하여 이태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프마리팀 데파르트망(Alpes-Maritimes)이

다. 역시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알

프스 산맥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알프

스 산맥이 지중해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해

안지역이 그 나머지를 이룬다. 해안지역은 칸

느에서부터 망통에 이르기까지 코트다쥐르의

주요 도시로서 개발이 이루어져 인구밀도가

높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악지역은 아직

완전히 전원적이고 인구밀도도 낮다.

칸느

칸느에 들어가자 휴양도시라는 느낌이 팍

들 정도로 길가에 늘어선 야자나무가 인사를

한다. 네비게이션의 목적지 길안내를 무시하

고 칸느 시내를 가로질러 바다쪽으로 곧장 나

갔다. 코트 다쥐르의 진면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계속 해변도로를 타고 여

행을 계속하기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대

충 짐작가는 대로 조금 더 갔더니 푸른 지중해

가 마침내 우리를 맞이한다. 해변의 차로 한

쪽에 주차를 하고 길을 건너 바닷가로 나가 지

중해의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물결을 넣고 사

진을 찍기 시작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 해운

대 바다보다 더 나은 것도 없이 보였지만 길을

따라 늘어선 무성한 야자수 잎을 보면 완연히

다르다. 야자수 나무 사이로 보이는 호화로운

호텔과 예쁜 레스토랑은 해운대보다는 좀 더

번화한 모습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휴양지임

을 알게 해준다.  

칸느는 세계적인 칸느영화제가 개최되는 도

시다.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 그리고 칸

느영화제가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이

공식 인정한 세계 3대 영화제이다. 칸느영화

제는 1939년부터 개최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중단됐으며, 전쟁 후 1946년부터

정식으로 개최됐다. 칸느영화제에서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대상을,

2007년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

상한 바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매년

10월이 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어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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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백사장에는 어김없이 BIFF 빌리지가 지어진

다. 영화제 열기로 뜨거워지고 연예인이라도 온

다는 소식이 들리면 금방 사람이 몰려 북새통이

되지만 그 때뿐이고 피서철이 지난 백사장은 다

시 한 적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지금 칸느도 마

찬가지다. 칸느영화제가 열리는 매년 5월이면

페튜니아 꽃들이 만발해 개막식을 장식하지만

아직은 아무 꽃도 보이지 않는다. 간간히 길가

에 보이는 게시판과 왕년의 포스터에서 이곳이

유명한 칸느영화제가 열리는 해변임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니스

칸느를 떠나 니스로 가는 해변 길은 에메랄드

빛 푸른 지중해의 매력에 빠지기에 충분하다.

니스는 알프마리팀 데파르트망의 주도이며 프

랑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다. 피서객이나

휴양객이 몰리면 니스의 공항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바쁘게 되고 항구는 크루즈 선으로 넘쳐

난다. 니스는 코트 다쥐르의 중심도시로서 카지

노, 호텔, 정원, 리조트 등 위락시설이 잘 정비

되어 있어서 겨울은 알프스에서의 스키를 즐기

고 여름은 바다의 피서지로 각광받아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이 없는 유럽 제일의 휴

양, 유람지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한다는 니스 해변으

로 나갔다. 니스의 해안은 자갈로 되어있다. 해

안이 아름다운 이유는 해안의 자갈로 인해 언제

나 변함없는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도로의 한

옆에는 고급상점과 작고 아름다운 카페들이 즐

비하게 서 있다. 니스를 대표하는 최고급호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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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선 도로는 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니스

의 주 거리이다. 1820년 영국인이 이 곳에서

코트 다쥐르를 개발함으로써 영국인 산책로

(Promenade des Anglais)라고 이름이 지어

졌는데 곳곳의 가로수와 해변의 백사장이 남

국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해안을 따라서 길게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길게 길이 나있는 마세나 광장(jadin de

place massena)은 정원이 연결이 되어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광장의 남쪽은 구시가로 시청

과 관청들이 모여 있고 북쪽은 번화가로 크

고 작은 아름다운 부티크와 잡화점들이 들어

서 있다. 호텔로 돌아와 바다를 내려다보니

멀리 한가롭게 떠 있는 요트에서부터 조용한

해변으로 점점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다. 니

스에서 느긋하게 쉬는 동안 프랑스 남부 코

트 다쥐르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

게 느낄 수 있었다.

상장캅페하

니스 관광을 마치고 유럽에서 가장 값비싼

부동산이 많다는 상장캅페하(Saint Jean Cap

Ferrat)를 찾아 길을 나섰다. 상장캅페하는 고

가의 별장이 많은 부자동네이긴 하지만 느긋하

게 산책하며 경치를 즐기기 좋은 곳이기도 하

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니스를 조금

벗어나면 소불알처럼 늘어진 작은 섬같이 긴

만이 하나 있는데 푸른 해변 위쪽으로 나무들

이 우거진 가운데 멋진 집들이 있고 또 바다주

변으로 예쁜 산책길이 나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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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캅페하로 들어가는데 입구 초입부터 높

은 담을 가진 성채같은 집이 나타난다. 부자들

의 별장이 많은 동네라서 그런지 으리으리한 집

들이 지천이다. 야자수가 늘어진 멋진 집들의

담장을 따라가다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도

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예쁜

조각 작품들을 보면서 산책을 하니 어느새 마을

중심 광장에 이르렀다. 또 다른 화려한 집을 지

나 아래쪽 입구로 쭉 들어가다 보니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나왔다. 해변을 시작으로 이정표

를 따라 숲속을 걷다보니 군데군데 울창한 숲이

있는 해안 절벽에 이르고 그 위에 아름다운 별

장이 있다. 높은 축석을 쌓아 별장으로 들어가

는 계단이 마련되었고 그 아래에 배를 댈 수 있

는 개인항구와 선착장도 있다. 별장 담장 옆으

로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이 나있어 계속 해변으

로 난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보니 상장캅페하 항

구가 나왔다. 상장캅페하 항구에는 수많은 호화

로운 요트들이 정박해 있다. 빈부의 격차는 어

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참 멋진 배들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보면 누군들 저런 멋진 호화 요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었다. 상장

캅페하 항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니 식당들이

나 상점들이 있고 밖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

록 의자가 마련된 곳이 나왔다. 이제 저녁이 다

되어 우리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

아 느긋하게 음식을 주문했다. 오늘의 요리는

비교적 맛이 있었고 좋은 곳에서 늦게까지 머무

르고 싶은 생각에 맛있는 후식까지 시켰다. 나

중에 계산할 때 보니 메인 음식에 비해 후식이

조금 비싼듯했지만 훌륭한 경치를 보며 평화롭

게 쉬고 가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니

모든 게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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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나코

모나코 공국(Principaute de Monaco)은 니

스에서 14㎞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다시 서쪽으

로 8㎞ 되는 곳에 있는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

가보기로 하고 들른 곳이다. 모나코는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잠시 산책을 하기에 알맞을

정도로 우리 여의도 면적의 약 1/4 정도 크기

다. 모나코의 면적은 매우 작지만 세금 면제

등 특징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관

광휴양지로 손꼽히게 되었으며 나라 크기를

훨씬 능가하는 명성을 얻었다. 모나코는 주요

산업이 관광업이며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서 유럽에서 가장 호화로운 휴양지로 손꼽힌

다. 한때 겨울 명소였으나 지금은 이곳 해변과

확장된 정박시설을 찾아 여름에도 관광객이

몰려든다. 모나코 왕실의 조상은 인근 이탈리

아 제노바 출신의 그리말디 가문인데 1297년

부터 지금까지 그리말디 가문이 통치하고 있

다.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한 때 프랑스에

합병되었다가 나폴레옹 몰락 후에 풀려났으나

영토 문제는 계속 남아 1848년 영토의 일부를

프랑스에 잃음으로써 크기가 축소되었고 1861

년 프랑스-모나코 조약으로 주권이 인정되었

으나 1701년부터 군 보유를 포기하였고, 지금

까지도 국방권은 프랑스에 위임되어 있으며

1918년에 모나코 공위를 더 이상 계승할 사람

이 없을 경우 프랑스에 합병된다는 조약이 체

결되었다.

모나코 왕궁은 그리말디 가문이 외세의 침

입을 막기 위하여 세운 요새를 왕궁으로 개축

하였다고 하는데 역시 높은 절벽위에 세워져

있었다. 요새를 개축한 표시라도 되듯이 왕궁

본관은 노란색이고 반듯한 건물이지만 시계탑

은 회색이고 성곽의 모습을 갖춘 담장 아래 곳

곳에 무기로 사용했던 대포가 배치되어 있었

다. 모나코 빌에서 골목길을 오르면 탁트인 공

간에 위치한 모나코 왕궁은 모나코만을 내려

다보는 주변 경치가 아주 장관이다. 모나코만

의 드높은 고층 건물들 앞으로 줄지어 정박한

수많은 요트들이 짙푸른 바다와 함께 그림같

은 풍경을 연출한다. 

모나코에는 왕궁 말고 또 다른 궁전같은 곳

이 있다. 모나코의 발전한 도박 산업의 상징이

되는 몬테 카를로의 카지노 궁(Place du

Casino)이다. 대부분의 카지노 건물은 1878

~1910년 사이에 건축되었다. 모나코 원주민

은 도박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광업을 육

성하는 대신으로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는 그

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카지노궁은

도박 산업이 야간에 성황이듯 야경을 보는 것

이 제격이다. 카지노궁으로 가는 길에는 이색

적인 풍경의 공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공원에

는 무성한 나무와 신기한 풀들을 비롯해 독수

리 같은 대형 새들의 조각품이 곳곳에 놓여있

고 마지막에는 오색의 전자 빔이 비치는 분수

대가 설치돼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은

빛과 푸른색의 불빛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카

지노 궁은 건물자체도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

하여 모나코 왕궁이 전혀 부럽지 않은 모습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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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코하면 또 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영

화 배우이며 모나코의 공비 그레이스 켈리

(Grace Patricia Kelly)다. 지금도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서부영화의 고전 “하이눈(High

Noon)”에는 그레이스 켈리가 게리쿠퍼와 함께

출연한다. 그레이스 켈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아일랜드계 가톨릭가정에서 태어나

1951년 영화계에 데뷔해 불과 5년만에 아카데

미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은막의 스타였다. 

그레이스 켈리는 1954년 잡지에 실릴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모나코로 향하게 되고 모나코

대공 레니에 3세의 청혼을 받고 1956년 4월 결

혼을 하게 된다. 그때 모나코 대공 레이니에는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호화 요트를 선

물하며 청혼을 해왔고 그레이스켈리는 선물로

받은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영화 ‘상류사회’에서

선보임으로써 레이니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

다. 세기의 결혼식 이후 사람들의 부러움이 얼

마나 컸던지 그레이스켈리가 ‘상류사회’라는 영

화에 같이 출연했던 프랭크 시내트라로부터 2달

러 지폐를 선물받은 후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다

고 하여 ‘2달러 지폐는 행운을 낳는다’라는 속설

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그레이스켈리는 모나코

공비가 된 이후 미국 등 전세계 사람들의 주목

을 받아 모나코를 일약 관광대국으로 만들었으

나 1982년 9월 14일 모나코빌의 절벽에서 교통

사고로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칸느영화제 개막작으로 그레이스켈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가

상영된 바 있다. 모나코는 프랑스가 정복하려

했지만, 나폴레옹도, 드골 대통령도 빼앗지 못

한 나라로 표현되는데 지도상으로도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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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트머리에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4

년 6월 19일에 개봉된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

에서 ‘니콜키드먼’은 그레이스켈리 역으로 분

하여 그레이스켈리가 실제 그러했듯이 배우가

아니라 모나코의 공비로서 열연을 펼쳐 모나

코를 위기 속에서 지켜냄으로써 모나코 왕실

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비가 되었다. 특히 “저

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증오와 갈등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라는 대

사가 담긴 마지막 연설 장면은 영화의 명장면

으로 꼽히며 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5. 엑상프로방스

아침 일찍 산레모 해변과 항구를 산책하고

나서 구시가지로 가는 언덕을 올라 고속도로

에 진입했다. 고속도로를 타고 프로방스 지역

의 메인 도시라 할 수 있는 엑상프로방스(Aix

en Provence)로 가기 위함이다. 프랑스의 고

속도로는 톨게이트에 진입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동전을 준비하지 않고 동전을 받는 창구

로 잘못 들어가면 직원을 불러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 신용카

드를 사용할 수 있는 창구도 있어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프로방스 알프 코트다쥐르 레지옹이라

는 행정구역명에서 보았듯이 프로방스

(Provence)는 프랑스 남동부, 론 강의 동쪽,

알프스 산록에서 지중해안에 이르는 지역을

뜻한다. 로마시대부터 이 지방은 프로방스라

고 불렸다고 한다. 엑상 프로방스는 프로방스

(provence)에 있는(en) 엑스(Aix)를 지칭하는

프랑스어이고 엑상 프로방스라는 명칭은 로마

인들이 프로방스에서 가장 먼저 건설한 곳이

라는 데서 유래한다는 것이 맞을 성싶다. 엑상

프로방스는 지중해성 기후라 봄에 잠깐 동안

을 제외하고는 비가 내리지 않아 늘 청명한 하

늘과 햇빛이 만들어 내는 멋진 풍경과 아름다

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고속도로를 내려와서 회전 교차로에 있는

큰 분수를 발견하고서야 액상 프로방스의 중

심에 들어선 것을 알게 되었다. 회전 교차로에

있는 분수는 프랑스어 발음으로 호똥드(La

Rotonde)라고 부르는데 엑상프로방스는 분수

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엑상프로방

스 골목을 거닐다 작은 광장을 만나면 어김없

이 아름다운 분수들이 물을 뿜고 있다. 호똥드

분수의 꼭대기에 있는 세 여신은 프로방스 지

방 3곳을 상징하는데 정의의 엑상 프로방스,

농업의 마르세이유, 예술의 아비뇽이라고 말

한다.

이 교차로를 따라 비록 지금은 넘실대는 플

라타너스 푸른 잎은 볼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걸 어 보 고  싶 었 던  미 라 보  거 리  (Cours

Mirabeau)가 있고 활기찬 쇼핑센터, 명품 매

장 등이 들어서 있다. 액상 프로방스가 자랑하

는 아름다운 미라보 거리에는 중세 도시의 정

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와 낭만이 있어 프로방

스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미라보

거리를 따라 조금 걷다가 왼쪽 골목을 따라 올

라가서 액스의 고풍스러운 시청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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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광장에는 노천 카페가 있고 장이 서는데

프로방스에서 직접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을 살 수 있다. 시청을 지나 왼쪽으로 돌아가니

식당이 모여 있고 플라타너스 거리 여기저기에

구경나온 사람들이 많다. 액상 프로방스의 햇살

과 자연을 만끽하며 예쁜 까페와 갤러리를 이곳

저곳 구경하다보니 어느새 다시 미라보 거리로

돌아왔다. 

액상 프로방스의 작고 아담한 마을의 골목을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중세의 건축물을 곳곳에

서 만날 수 있다. 낡은 건물과 현대적인 쇼핑매

장이 혼재하는 구시가로 들어가 좁은 프로방스

의 골목길을 따라 걸어내려 가다 아름다운 소뵈

르 성당(St. Sauveur Cathedral)을 만났다. 소

뵈르 성당은 고딕양식과 로마네스크양식, 네오

로마네스크 양식 등 유럽 건축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소뵈

르 성당은 크게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

만 천년의 세월을 버텨낸 탓인지 빛바랜 외벽은

기품이 있어 보이고 성당입구의 부드럽고 섬세

한 모습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과 견줄만했다. 

소뵈르성당 앞 조그만 광장을 사이에 두고 엑

상 프로방스의 유서깊은 법과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비록 자그마한 도시이지만 15세기에 처음

대학이 들어선 이래 프로방스를 법과 정치, 학

문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

는 유명한 대학이다. 소뵈르 성당 앞 광장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거리

를 걸어 다니다보면 17~18세기에 지어진 건물

들이 있는데 어느 건물이든지 유명한 건축물이

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중세취향의 아름다운

공예로 장식된 발코니가 있는 건물에서 세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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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골목마다 줄지어 있는

레스토랑과 노천카페, 아름다운 가게들을 보

면서 프로방스의 독특한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다.  

6. 아를

며칠 더 머무르며 프로방스의 좁은 골목길

을 걸으면서 남프랑스의 정취를 흠뻑 느끼고

싶었지만 프로방스 지방의 또 다른 도시인 아

를(Arles)로 차를 몰았다. 아를은 론(Rhone)

강의 하류에 삼각주를 이루는 카마르그 평야

에 있으며 로마시대부터 20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유럽의 중세문화 산으로 지정되

었다. 프랑스의 다른 프로방스 지역과 비교해

'갈리아의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로

마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아를은 후기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8년부터 1889년까지 약 15개월간

머물면서 유명한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카

페’를 비롯해 많은 걸작들을 그린 곳이다. 고

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는 불타는 형상의

키 큰 나무가 있는 마을위로 노랑과 흰색의 별

들이 소용돌이치는 밤하늘의 정경이 대담한

구성과 붓터치로 표현되어 있다. 

아를 다리위에 들어서니 멀리 알프스에서

내려온 론강의 넓은 물결이 시원하게 펼쳐진

다. 강변을 따라 제방 아래쪽에 마치 중세로

돌아간 착각을 할 정도로 오래된 유적이 시내

곳곳에 눈에 보인다. 아를도 프로방스의 다른

도시들처럼 주차하기가 험난했다. 원형극장

바로 뒤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나

남은 자리가 없어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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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좁은 골목들만 연이어 있는 구시가 내

부를 가까스로 뱅글뱅글 돌기를 몇 차례 한 뒤

결국 안전한 주차장은 포기하고 론강 제방 아래

에 겨우 차를 세웠다. 제방위로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쐬며 한숨 돌리고 다시 오른쪽 길로 내

려서자 아를 특유의 중세의 오래된 건물이 반겨

준다. 

아를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자 마을 광

장으로 나가는 길과 원형극장으로 나가는 갈림

길에 아담한 노천카페가 참 보기 좋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황토색 벽과 빛바랜 하얀색이

어우러진 집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고 차를 마시

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화로워 보인다. 오래 된

벽을 뒤로 하고 작은 카페에서 느긋하게 담소하

면서 오후를 즐기는 정경은 어디선가 본 한 폭

의 인상파 유화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천까페 옆길로 들어가니 얼마 안가서 넓은

광장이 나왔다. 아를 구시가의 리퍼블리까 광장

(Place de la Republique)인데 중앙에 자리한

오벨리스크가 인상적인 광장 주변으로 로마시

대의 시청사와 정부건물이 있고 생 트로핌 대성

당(Cathédrale Saint-Trophime)도 보인다. 생 트

로핌 대성당은 고대 예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로마네스크 양식을 훌륭하게 구현한 점이 돋보

인다. 로마시대의 초기 건축물과 다르게 중세를

대표하는 성당으로 12~14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원형극장의 돌들을 재활용하여 지어졌다고 한

다. 시청사 부속 건물의 뒤뜰로 들어가자 마침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모여

있는 아이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이었다.

다시 카페가 많이 있는 골목을 돌아 나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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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언덕길을 오르니 먼저 오른쪽에 로마 시대

의 극장(Roman Theater)이 나오고 맞은편 위

로 원형 경기장(Roman Arena)이 보인다. 

먼저 기원전 1세기 말에 세워졌다는 로마 극

장을 관람했다. 연극과 판토마임 공연이 열렸

던 극장의 카베아(cavea; 반원형 계단식 관람

석)는 33열에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

고 무대 뒤에 있는 웅장한 높은 벽은 원주와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로마제국이 사

라지고 5세기부터 로마 극장에 주택과 교회가

들어섰다가 1834년 철거되었는데 그때 값비

싼 대리석으로 된 반원형 귀빈석 부분, 좌석

일부, 중세 시대 롤랑의 탑 외벽 일부를 복원

했다. 로마 시대의 극장을 발굴할 때 나온 아

를의 비너스 등 많은 미술품들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로마 극장 관람을 마치고 언덕 길 맞은편의

원형 경기장(Roman Arena)으로 갔다. 기원

후 90년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은 관객 2만 명

을 수용할 수 있는 매우 큰 경기장이다. 이곳

에서는 5세기 말까지 검투사들의 대결이나 맹

수와 사람의 싸움 등을 오락거리로 제공했다.

원형경기장은 이탈리아 콜로세움보다 규모는

작지만 시내 한복판에 지어져서 시민들이 쉽

게 갈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원형이 잘 보존돼

위용이 있어 보였는데 지금도 매년 투우와 음

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론 강변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

그만 성당 뒤쪽에 있는 큼직한 고대 건물 로마

목욕탕(Baths of Constantine Roman Baths)을

관람했다. 이 곳은 4세기에 지어져 콘스탄티

누스 1세 대제의 목욕탕이라고 불리는데 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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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티누스 1세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를 공인함으로써 흔히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황제 자신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므로 자신의 이

름으로 된 목욕탕을 지은 것이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기 이전인 기독교 박해시대에 이

루어진 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목욕탕은 부속 건물 몇 동을 포함하여 온탕,

냉탕, 체육관 시설까지 갖춘 복합 단지로 세워

졌다. 목욕탕의 위쪽은 높은 아치형 창문 3개로

빛이 들어오고 반원형으로 된 부분(애프스

apse)은 거대한 사각형 아치 천장으로 덮여 있

다. 애프스 주위는 벽돌과 작게 만든 석회 블록

을 한 줄씩 번갈아 쌓아올려 벽을 만들었는데

벽 사이로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 장치

와 한증막욕조는 오늘날의 사우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시설인 것으로 보였다. 

이제 반 고흐를 꿈꾸며 아를을 대표하는 유적

도 둘러보았으니 도시의 오래된 성벽아래 아를

의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편안하게 사

색을 즐겨보기로 했다. 아를의 오래된 건물과

성벽을 올려다보면 중세의 기사가 말을 타고 나

타날 것만 같다. 로마시대의 유적에서 불과 지

척의 거리를 두고 중세에 지어진 가정집들은 집

집마다 문, 문틀, 창, 덧창들이 신비롭고 특색이

있어서 보는 것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 모든

집들의 외양은 투박하고 낡았지만 그 색채에는

인상파 화가들이 추구한 멋이 이미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시 전체가 그림이 되는 듯

하고 벽돌이나 바닥의 돌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

아를에서 가슴 가득한 낭만을 누리면서 그 동안

의 바빴던 여행 일정을 갈무리했다. 



시
·
민
조
시

수

필

기

행

문

부산지방변호사회•257

1. 이스탄불을 향해서

지난 겨울 터키를 다녀왔다. 터키를 가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터키는 지중해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지역이어서 추위를

많이 타는 내게는 알맞은 겨울여행지였기 때

문이다. 터키라고 하면 막연히 중국 당나라 때

의 돌궐족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세운 나라, 과

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와 3, 4위 결정전을

했던 나라, 이슬람 국가의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보니 터키는 여

행지로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곳이었고 생각했

던 것보다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터키

에는 이슬람의 문화유적 외에도 과거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화유적과 초기 기독교 유적들이

생생히 남아 있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

들에게 제격이다. 또 파묵칼레, 카파도키아같

은 훌륭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대자연의

신비도 느껴 볼 수 있다. 일생에 꼭 한번은 가

봐야 할 곳이다. 

이스탄불을 가기 위해 우선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국제선 연결편 비행기를

탔다. 부산에는 언제쯤 유럽행 직항편이 생길

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결편 비행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행기 자체도 하루에 몇 편 없어

서 시간을 맞추기도 번거롭다. 다른 지방도시

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연결편 비행기도 없

으니 연결편이라도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공항에서 긴 대기시간을 거쳐서 이스탄불

로 출발한다. 참고로 이스탄불은 터키에서 가

장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터키의 수도는 아니

다. 터키의 수도는 아나톨리아 반도(소아시

아)에 있는 앙카라이다1). 이스탄불은 원래도

유명한 곳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 여자탤런트

터키의 겨울

이 연 주 변호사

1) 1923년 터키 공화국 수립 당시 이스탄불은 술탄과 서구열강의 지배 밑에 있었고, 공화국 수립을 위한 저항운동이 주로 앙카라를 중
심으로 하는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앙카라가 수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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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출연한 모 방송사의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서 보다 널리 알려졌다. 여행을 가기 전에 그 프

로그램을 보았는데 직접 이스탄불을 가보니 이

스탄불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담기에는 역부족

인 프로그램이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을 거쳐서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이름인 ‘아

타튀르크’는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다. 파리의

드골공항이나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처럼 사람 이름을 딴 것이다. 오늘날의 터키, 즉

터키공화국은 아타튀르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초대 대통령 아타튀르크의 원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인데 터키공화국 수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워낙 커서 터키의 아버지, 즉 아타

튀르크란 호칭을 가지게 되었다. 아타튀르크는

서구열강으로부터 터키의 독립을 이룩하고 정

교분리의 세속주의, 여성에 대한 참정권 부여,

일부다처제 폐지, 라틴 문자를 기초로 터키어 발

음에 맞게 만든 터키 문자의 제정(터키는 터키

문자 제정으로 문맹률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대신 과거에 아랍어로 적힌 문헌을 읽을 수 있

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오스만 제국의 과거 문헌

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하네요)

등 터키의 근대화에 지대한 업적을 세웠다. 터

키 국민들의 존경도 엄청나서 터키 곳곳에서 아

타튀르크의 동상이나 초상을 볼 수 있다. 

아타튀르크 공항 자체는 지어진지 오래된 탓

인지 조금 낡았다. 우리의 인천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항 내부는 1월인데도 사람

이 많아서인지 조금 더운 느낌이었다. 공항을

나와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

간다. 

2. 이스탄불에서 터키 일주를 시작하다.

터키에 관한 간단한 소개

터키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나라가 아니

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의 터키 공화국은 1923

년 수립되었는데 국토의 약 97%는 아시아 대륙

에 속하는 아나톨리아 반도(소아시아 지역)이고

약 3%가 유럽 대륙에 속해 있다. 터키 최대의

도시인 이스탄불도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

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경계로 유럽쪽 이스탄불

과 아시아쪽 이스탄불로 나뉜다. 지금의 터키

지역(특히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기원전 6,500

~ 5,800년 신석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람

이 살기 시작했고, 기원전 2,000년경에는 현재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부근에서 인류 최초의 철

기 문명인 히타이트 문명이 번성했다. 기원전 8

~ 7세기 무렵부터 그리스인들이 에게해 연안의

터키 땅 곳곳에 도시국가(폴리스)를 건설했고,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이 지역이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어 로마문명이 발달했다. 비잔티움(이

스탄불), 에페스,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 등이

이 시기에 형성된 도시들이다.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도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로마

제국이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과 서로마제국

으로 분리된 후에는 이곳에 동로마제국(비잔틴

제국)이 발전했다.  

현재 터키인들의 선조는 과거 몽골초원에 살

던 돌궐족이다. 지금도 터키는 돌궐이 유연으로

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552년을 건국년으

로 삼고 있다. 튀르크인들(돌궐)이 세운 튀르크

제국이 동튀르크와 서튀르크로 분리된 후 서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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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인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중동 지역에

셀주크 제국을 세웠다. 그 뒤를 이은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동지중해 지역 대부분을

통치하는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다. 1923년 술

탄(이슬람의 황제)제도가 없어지고 영토도 지

금의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반도로 축소된 상

태에서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고대 서양문명이 발전했던 지역에 동양의 튀르

크족이 들어가 세운 나라가 터키인 셈이다. 

터키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다. 터

키는 다른 이슬람권 국가와는 달리 정교(政敎)

분리, 즉 세속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종교적으로도 최고지도

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터키의 초대 대통

령인 아타튀르크가 터키공화국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술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

교분리의 세속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피에르 로티 언덕에서

이스탄불의 원래 명칭은 비잔티움이다. 기

원전 7세기경 ‘비자스’라는 그리스 장군이 이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이 되었다. 서기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가 이곳을 로마제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콘스

탄티노플이 되었고,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

탄 메흐메트 2세에 의해 점령되어 현재의 이

스탄불로 되었다. 이처럼 천년 이상 서양을 대

표하는 로마제국의 수도였고 그 후에는 이슬

람 세력을 대표하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유산과 오스만 제국의 유

산이 공존하고 있다. 비잔틴 제국의 성 소피아

성당과 오스만 제국의 블루 모스크가 마주 보

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이스탄불 여행은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도 아니고 블루 모스크도 아닌 피에르 로

티 언덕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이곳이

이스탄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어서 낮

에 사람들이 너무 붐비기 때문이다. 아침을 빨

리 먹고 오전 8시쯤 도착하니 피에르 로티 언

덕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아직 운행하기도

전이다. 너무 한산해서 과연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잠시 기다렸다

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 금각만(Golden

Horn, 이스탄불의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좁은 만)을 비롯해서 이스탄불의

시내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스탄불 전체

를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스탄불 여행을

시작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

다. 언덕 위 경치 좋은 곳에 찻집이 자리잡고

있고 한 쪽에는 공동묘지도 있다. 

이곳은 프랑스 소설가인 피에르 로티의 이름

을 따서 명명된 곳으로 약간의 사연이 있다. 피

에르 로티라는 프랑스 해군 장교가 이스탄불에

근무하면서 아지야데라는 터키인 유부녀를 만

나 사랑에 빠졌다가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헤어

지게 되었다. 나중에 피에르 로티가 이스탄불에

다시 왔을 때 그 여인은 이미 세상을 뜬 후였고

피에르 로티는 이곳을 자주 찾아 와서 그 여인

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피에르 로티는 나중에

‘아지야데’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홍차를 마

시기 위해서 들린 찻집에 피에르 로티의 사진이

걸려 있어 이곳 이름의 유래를 짐작하게 했다. 



260•제32호 부산법조

피에르 로티 언덕에서 바라보는 금각만은 아

름답지만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공격시에는 격전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공격에 대항해서 비잔틴 제국은

금각만 입구를 쇠사슬로 막아 오스만 제국의 해

군 함대가 금각만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

세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갈라타 지구의 육로를

통해서 해군전함을 금각만으로 이동시켰다. 배가

바다로 이동하지 않고 땅을 건너온 셈이다. 갑작

스럽게 금각만에 나타난 오스만 제국의 전함을

보고 비잔틴 제국 군대는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터키에서는 ‘차이’라고 하는 홍차를 즐겨 마신

다. 피에르 로티 언덕 찻집에서 차이를 마셨는

데 차맛도 괜찮았지만 잔 모양이 특이했다. 항

아리 모양으로 생긴 조그만 잔인데 나중에 보니

다른 곳에서도 그런 모양의 잔을 흔히 사용했다. 

아야 소피아 - 성당에서 모스크로,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하지만 터키에서는 성

소피아 성당을 주로 ‘아야 소피아’라고 부른다.

성 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시

대에 성당으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종교사원이 아닌 박

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

문에 아야 소피아란 명칭이

적절한 것 같다. 아야 소피아

란 말 자체는 성스러운 지혜

라는 뜻으로 성 소피아와 의

미는 동일하다. 아야 소피아

의 외관은 유럽 국가들의 성

당과 유사한 느낌이다. 아야 소피아가 원래 성

당으로 지어졌고 그 양식이 후대의 유럽 성당

건축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이슬람 사

원인 모스크로 개조되면서 원래 건물 옆에 미나

레(이슬람사원의 첨탑)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왠지 부조화로운 느낌이다.  

아야 소피아는 잘 알려진 대로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인 서기

532년 무렵에 만들어졌다. 약 1,500년 가까이

된 건축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아야 소피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황제의 개혁 정책과 관련이

있다. 비잔틴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전까

지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민중들에게 공짜 빵을

나누어주고 전차 경주를 공짜로 보여 줌으로써

권력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른바 빵과 서커스를

통한 통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공짜 급식과 공짜 경주를 폐지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기독교 성당이 파괴되어 새로이 성당을

[피에르 로티 언덕에서 찰칵. 뒤에 보이는 것이 금각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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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야 소피아이다. 폭동 진

압과 관련된 이야기도 제법 재미있다. 폭동이

일어나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처음에 놀란

나머지 도망치려고 했는데 당시 황후였던 ‘테

오도라’가 지금 도망치면 다시는 황제자리에

앉지 못한다고 꾸짖으며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폭동진압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수나라를

개창한 문제가 떠오른다. 북주(北周)의 재상으

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수문제(양견)가 황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처인 독고황후가 당

신은 지금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騎虎之

勢)입니다. 도중에 내리면 호랑이에게 잡아먹

히니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격려하

여 이에 힘입은 양견은 결국 제위를 선양받아

수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위기의 순간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한 것은 동서양에 공통

된 현상인가? 아무튼 폭동을 진압하고 아야 소

피아를 새로 지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지

중해 주변을 정복하여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

를 이룩한 황제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이 서기 1453년 콘스탄티노플

을 함락시킨 후 아야 소피아는 이슬람 사원으

로 개조되었다. 아야 소피아가 파괴되지 않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된 것은 아야 소피아의

방향과도 연관이 있다. 통상 성당은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어지고 모스크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지어지는데,

아야 소피아는 방향을 조금만 틀면 메카 방향

이어서 모스크로 개조되어 계속 유지될 수 있

었다고 한다. 아야 소피아의 유명한 모자이크

화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의

관용 때문이다.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술탄이

된 후 경쟁자였던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살해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잔혹한 성품의 메

흐메트 2세였지만 그가 아야 소피아의 기독교

성화인 모자이크화를 없애지 말고 그 위에 회

칠을 해서 덮어 놓도록 함으로써 모자이크화

는 계속 존속될 수 있었다. 형제들에게는 냉정

했던 그였지만 이교도들의 모자이크화에는 관

용을 베풀어 오늘날 우리가 아야 소피아의 모

자이크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야 소피아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이슬

람 사원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의 터키 공화

국 수립 이후에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터키 공

화국 수립 이후 서구국가들이 과거 기독교의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했고 친서방정책을 펴고 있던 초대 대

통령 아타튀르크는 아야 소피아를 박물관으로

바꾼 것이다. 성당에서 모스크로, 모스크에서

다시 박물관으로 참 사연 많은 곳이다. 

아야 소피아의 외관을 본 후 내부로 들어가

보니 오랜 된 세월 탓에 낡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에 회칠에 덮여

있다가 복원된 모자이크화는 듣던 대로 아름

다웠다. 모자이크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있는 것이었다. 중앙에 어린 그

리스도를 안은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오른쪽

에는 성벽을 바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

고 왼쪽에는 아야 소피아를 바치는 유스티니

아누스 황제가 있다. 콘스탄티노플을 로마제

국의 수도로 정하고 발전시킨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로마제국 최고의 성당인 아야 소피아

를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공적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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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그런데 지금 우

리가 보는 모자이크화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8세기에 있었던

성상숭배 금지령에 따라서 많은 모자이크화들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파괴되었고 지금의 모자이

크화는 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란다.  

아야 소피아는 비잔틴 제국의 국력을 기울여

만든 성당으로 후대의 성당건축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아야 소

피아를 짓기 위해서 당시 비잔틴 제국 각지에서

석재와 기둥을 구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아르테

미스 신전, 아폴론 신전 등 고대 신전의 석재와

기둥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신전이 파괴되어 기독교 성당의 건축자

재로 사용된 것인데, 고대 문명이 몰락하고 기

독교가 서방세계의 주류가 되는 모습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블루 모스크 - 푸른 빛의 이슬람 사원

블루 모스크는 아야 소피아 맞은편에 위치하

고 있다. 원래 명칭은 술탄 아흐메트 자미(이슬

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를 터키에서는‘자미’라

고 부른다)인데, 내부가 아름다운 푸른빛으로

되어 있어서 블루 모스크란 별칭이 붙었고 지금

은 별칭이 더 유명하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

흐메트 1세가 기독교 성당을 개조한 아야 소피

아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이보

다 더 훌륭하고 멋진 모스크를 지으라고 명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서 원래 명칭이 술탄의

이름을 딴 ‘술탄 아흐메트 자미’이다. 하지만 나

는 블루 모스크라는 별칭이 더 마음에 든다. 블

루 모스크 왠지 더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들린

다. 모스크 외부는 아야 소피아와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아야 소피아가 모스크로 개조된

탓에 주변의 미나레(첨탑)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블루 모스크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깔끔하게 완성된 느낌이다. 

아야 소피아는 박물관이지만 블루 모스크는

지금도 예배를 올리는 사원이기 때문에 내부에

입장할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

머리에 두건을 둘러야 한다. 다행히 입구에서

푸른 색 수건(블루 모스크이기 때문일까?)을 나

누어 주어 머리에 두르고 입장했다. 모스크 내

부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

서 사진 찍기도 힘들었다. 아마도 터키에서 가

장 사람들이 붐볐던 곳이 아닌가 싶다. 안내하

는 분 이야기로는 여름 관광시즌에는 블루 모스

크에 입장하기 위해서 뙤약볕에서 두 시간씩 기

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블루 모스크 건축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술탄 아흐메트 1세는 모스크 건축을 맡은 건축

가에게 미나레(첨탑)를 황금으로 만들라고 했는

데 건축가는 황금으로 된 첨탑 대신 6개의 첨탑

을 만들었다. 완성된 모스크를 본 술탄이 건축

가에게 황금 첨탑을 만들지 않은 이유를 묻자

건축가는 술탄이 6개의 첨탑을 만들라는 말로

들었다고 대답했다(터키어로 황금은 ‘알튼’이고

숫자 6은 ‘알트’여서 발음이 비슷하다). 건축가

가 정말로 황금을 6으로 잘못 들었을까. 첨탑의

규모를 보면 첨탑을 황금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많은 황금을 어디서 조달한단

말인가. 황금 첨탑을 만들라는 술탄의 무리한

요구를 피해 가기 위해서 건축가가 기지를 발휘

한 것이 아닐까. 모스크의 첨탑은 통상 4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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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않는데 이런 연유로 블루 모스크의 첨탑

은 6개가 되었다. 터키에 가서 아야 소피아와

블루 모스크를 구분하기 힘들면 옆의 첨탑을

세어 보세요. 아야 소피아는 첨탑이 4개이고

블루 모스크는 6개입니다.   

그랜드 바자르 - 상점이 많아요

아야 소피아 근처에 그랜드 바자르가 있다.

그랜드 바자르는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린 메

흐메트 2세가 15세기에 만든 시장으로 수천

개의 상점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비바

람을 막기 위해 지붕으로 위가 덮여 있는 점이

특징이다. 15세기면 우리나라의 조선 초기인

데 그 때 벌써 이런 규모의 실내 시장이 있었

다고 생각하니 다소 놀랍다. 바자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엄청난 숫자의 상점이 위치

해 있다. 길눈이 어두운 나는 혹시라도 길을

잃고 헤맬까봐 멀지 가지 않고 입구 주변만 둘

러 보았는데 볼거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과

거 우리 나라의 남대문 시장처럼 정가가 없다

고 한다. 혹시 이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일단 부르는 가격의 50%에서 흥정을 시작하

라는 충고가 있다. 과거 미국의 한 방송에서

우리 나라 남대문 시장을 소개하면서 일단 상

품가격의 50%를 깎아야 바가지를 안 쓰는 것

이라고 안내를 하기도 했으니 터키의 경제질

서는 아직 우리의 80년대 수준인가?

이스탄불은 예전부터 동서무역의 창구 역할

을 했던 곳이다. 동양에서 온 다채롭고 신기한

물건들이 이곳 그랜드 바자르에서 판매되었을

것이다. 터키의 양탄자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곳에도 양탄자가 걸려 있는 상점이 몇 군데

눈에 띈다. 영화에서 자주 보던 하늘을 나는

마법의 양탄자는 당연히 없다. 이스탄불(콘스

탄티노플)은 동서무역의 중심지여서 십자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제4차 십자군 당시 콘스

탄티노플과 경쟁관계에 있던 베네치아 등의

사주로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일

이 있었다. 이 일로 비잔틴 제국의 쇠퇴가 가

속화되었다.  

그랜드 바자르 안쪽에 보면 환전소가 있는

데 이곳의 환율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여기서

환전을 조금 했는데 나중에는 좀 더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다. 여행시 군것질이나 간단

한 기념품 같은 소소한 것들은 유로보다는 리

라로 계산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환전을 한

돈으로 그랜드 바자르의 한 가게에서 석류쥬

스를 하나 주문했다. 그랬더니 석류를 즉석에

서 짜서 주는데 컵이 가득 찰 때까지 석류를 계

속 짜서 주었다. 한 컵을 짜는데 석류를 3개 정

도 사용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가격은 우리

나라 돈으로 2, 3천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중

에 오렌지 쥬스도 자주 사 먹었는데 마찬가지

로 생오렌지를 한 컵 가득 짜서 주어 좋았다.

터키는 석류와 오렌지가 풍부한 곳이다. 오렌

지 나무는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토프카프 궁전 - 오스만 제국의 영화

이스탄불 구시가지에서 한식으로 점심을 먹

고 걸어서 토프카프 궁전으로 이동했다. 구시

가지를 걷다 보니 조그만 호텔이나 민박집도

몇 군데 보였는데 다음에는 저런 곳에서 숙박

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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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프카프 궁전은 이스탄불을 점령한 술탄 메

흐메트 2세 때 건립되어 오스만 제국의 쇠락기

인 1856년 돌마바흐체 궁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궁전으로 사용된 곳이다.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함께 한 궁전이라고 할 수 있

겠다. 그러나 궁전 자체는 투박한 모습이다. 튀

르크인들은 원래가 이동생활을 하는 유목민족

이라서 궁전이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다고

한다. 하늘에서 토프카프 궁전을 내려다 보면

마치 유목민들의 이동용 천막이 모여 있는 모습

과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궁전을 둘러 보니 그

럴 것 같다. 

토프카프 궁전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

제의 문, 평안의 문, 지복의 문 3개의 문을 지나

야 한다. 맨 먼저 황제의 문을 통과하면 마당이

나오는데 궁전을 수비하는 ‘예니체리’근위대가

주둔하여 예니체리 마당으로 불린다. 두 번째

평안의 문 안에는 정원이 있고 정원 왼쪽에 디

반의 방이 있다. 이 곳에서 요즘의 국무회의 격

인 디반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마지막 지복의

문은 술탄과 술탄의 측근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으로 그 안쪽 마당에서는 술탄의 즉위식이 열

렸다고 한다. 과거 술탄과 그 측근만이 통과할

수 있는 지복의 문을 통과하는 호사를 누렸으니

나도 과거에는 혹시 귀한 몸이 아니었을까? 궁

전 내부까지 다 둘러보았지만 전체적으로 투박

하고 검소한 모습이다. 다만 궁전 내부에 있는

보석관 3곳의 보물은 화려하고 제법 볼 만하다.

이스탄불 구시가지 관광을 마친 후 저녁을 빨

리 먹고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여 항구도시인

‘이즈미르’로 이동하였다. 공항으로 이동하다 보

니 그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삼중성

벽의 흔적이 보인다. 콘스탄티노플은 보스포러

스 해협과 금각만으로 둘러 쌓여 있는 관계로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육지 방면의 방어만 튼튼

히 하면 천혜의 요새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비

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의 육지 방면에 삼중

으로 된 굳건한 성벽을 쌓고 외부의 공격에 대

비했다. 이 삼중성벽 때문에 오스만 제국도 콘

스탄티노플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저

메흐메트 2세는 ‘우르반’이라는 대형 대포를 사

용해서 삼중성벽을 공격한 끝에 결국 콘스탄티

노플을 함락시켰다.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

메흐메트 2세의 공격을 받을 때 로마교황과 베

네치아 등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삼중성벽이

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그렇게 쉽게 함락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형세를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비잔틴 제국에 대한 원군을 신속히 지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원군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함락되고 말았다. 어찌 보면

비잔틴 제국은 믿었던 삼중성벽에 배신을 당한

셈이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당시 비잔틴 제

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세였다. 그런데 그

당시 비잔틴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수도

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이름이 같은 황제

때 제국이 망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었다고 하

니, 비운의 황제이다. 사연 많은 삼중성벽을 뒤

로 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터키공항은 보안검색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

르다. 공항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차로 보

안검색을 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다시 보안검

색을 한다. 2번이나 검색을 받는 게 귀찮지만 어

쩌겠는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터키에 왔으니 터키법을 따르는 수밖에. 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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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탁송화물의 허용무게가 국제선보다 적어서

가방 무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나는 가방을

가볍게 싼 덕분에 별 걱정 없이 비행기에 탑승

할 수 있었다. 

3. 에페스 - 되살아난 로마

국내선을 타고 이즈미르에 도착하니 터키에

도착한 첫날과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이어서

바로 호텔로 향했다. 이즈미르는 터키 최고의

무역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그래서일까 왠지 모를 친근감도 느

껴진다. 

다음날 아침 아잔 소리(이슬람교에서 신도

에게 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 예배를 하기 때문에 5번 아잔소리

가 울린다)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었다. 터키

사람들에게는 이 아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사람인 나에게는 왠지

편안하지 못하다.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으로

는 터키가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비잔틴 제국

을 멸망시킨 패권국가였기 때문에 아잔 소리

도 다소 거친 면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쪽의

아잔 소리는 부드럽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일

정상 이즈미르 시내를 둘러보지는 않고 바로

로마시대의 유적지인 에페스로 향한다. 

에페스는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후 로마

가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 문명이

발전했던 도시이다. 기원전 620년경 세워진

아르테미스 신전이 유명하여 소아시아에서 그

리스까지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여 들었

다고 한다. 우리가 둘러본 곳은 로마시대의 도

시 모습을 복원한 곳인데 지금도 복원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복원작업은 터키

가 아닌 유럽국가에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로마유적이고 터키인들의 선조가 아니

기 때문에 터키인들은 복원에 별 관심이 없다

고 한다. 

유적지 입구 부분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

었다. 고양이들이 많았는데 그 중 한 녀석이

유적물 위에 올라가 가만히 앉아 있는 모양새

를 보니 왠지 페르시아 고양이가 연상된다. 입

구 부분은 별 감흥이 없었지만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보니 도로와 집, 관공서 등이 복원

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고대 로마의 도시를 걷

고 있는 느낌이다. 로마인들이 개발한 곳이니

이탈리아의 로마도 고대 도시국가 시절에는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탈리아 로마에 갔

을 때보다 고대 로마의 모습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에페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셀수스

도서관이다. 정교한 복원작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웅장하고

멋있다. 재미있는 것은 셀수스 도서관 맞은편

에 유흥지대가 있었고 그곳으로 드나드는 비

밀통로도 있었단다. 시대를 막론하고 공부란

힘든 일인가 보다. 공중화장실도 재미있다. 돌

로 된 긴 의자 모양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고 그 아래로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의 수세식 화장실인 셈이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이곳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했다는데 화장실인지 사교장인지 모를

노릇이다. 하드리아누스 문도 건축미가 뛰어

나서 유명한 곳인데 보수공사 때문에 철봉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복원된 도시를 계속 걸어 나오니 마지막 부분

에 원형극장이 있다. 원형극장은 산의 한 쪽 사

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

규모는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작지

만 원형은 더 잘 보존되어 있다. 일

행 중에 음악교사인 분이 있어 잠시

중앙무대에서 노래 한 소절을 하였

다. 이런 곳에서 오페라 공연을 보

면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 될 듯하

다. 원형극장을 지나면 과거에 바다

까지 이어졌다는 길이 나온다. 세계

최초의 가로등이 이곳에 설치되기도

했다고 한다. 로마제국의 지배력이

지중해 전역에 미쳤다는 사실은 역사

시간에 누누이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로마와는 직접 관계가 없을 것

같은 터키에 와서 로마시대의 도시

모습을 보니 고대 로마는 정말 대단

한 제국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고대

에페스는 무역 등으로 번성하다가 바

닷물이 점차로 차오르면서 역병 등으

로 쇠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터키지역에는 기독교 유

적이 많다.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생활을 했던 ‘데린구유’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기독교

초대 교회 7곳, 버가모, 서머나, 두

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

게아, 에베소(에페스)가 모두 터키

에 있다. 에페스에도 성모 마리아의 집과 성 요

한 교회가 있다. 우리는 성 요한 교회 유적지를

가 보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탓인지 과거의

흔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현재의 모습만 보

아서는 여기가 교회였는지도 잘 모를 정도였다.

[셀수스 도서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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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곳 에페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사도 바울이 에

페스에서 전도활동을 할 당시 에페스에 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유명했고 상인들은 그 모

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이를 우상 숭배라고 비난하여 신전 모형 판

매가 줄어들자 이를 미워한 상인들이 사도 바

울을 쫓아냈다고 한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사

도 바울을 쫓아낸 형국이다. 하지만 후대의 유

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이 뽑혀 기독교 성당인 아야 소피아 건설

에 사용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에페스를 다니다 보니 멀리 잘 만들어진 성

이 보인다. 셀주크 제국 때 만들어진 성이라고

한다. 멀리서 보아도 성 모양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마도 근래에 다시 복원을 한 듯하

다. 셀주크 튀르크는 현대 터키인의 선조이기

때문에 이처럼 복원을 해 둔 게 아닐까 싶다.

셀주크 튀르크는 십자군과 관계가 깊다. 셀주

크 튀르크와의 전투에서 참패하여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을 상실하게 된 비잔틴 제국 황제는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마저 공격당할까 두려워

로마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그것이 결국

십자군 원정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도 유명

한 살라딘(셀주크 제국의 이집트 왕조의 왕)은

1차 십자군 원정 때 빼앗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 사람이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

했을 때는 파괴와 약탈이 심했는데 살라딘은

이와 달리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도 파괴와

약탈을 금했던 일화가 유명하다. 

고대 에페스를 둘러본 후 쉬린제 마을로 가

는 도중에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은 ‘피르졸

라’라는 새끼 양갈비 구이였다. 양갈비라서 냄

새가 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맛이 훌륭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에서는 최고급 수준의 양갈비이다. 신선한 상

태의 양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좋은 것

일까? 터키에서는 식사 때 항상 빵이 함께 제

공된다. 그런데 식사 자체는 맛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빵은 항상 맛이 좋았다. 같이 다닌

일행분들의 의견도 그랬다. 안내하는 분의 설

명으로는 터키에서는 직접 밀을 재배해서 신

선한 밀로 빵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

도 처음 터키에 왔을 때는 쌀이 아닌 빵을 먹

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빵을

주식으로 먹고 있어 자신도 놀랍다고 했다. 레

스토랑은 그 안에 벽난로가 있어 운치가 있다.

벽난로 위쪽에 ‘나자르 본죽’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나자르 본죽은 맨 가운데 검은 색

점이 있고 그 둘레로 하늘색, 흰색이 있는 파

란색의 원반 모양의 부적이다. 터키에서는 이

부적이 나쁜 기운을 물리쳐 준다고 해서 식당,

호텔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 나자르 본죽

역시 유목민족의 흔적이라고 한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쉬린제 마을로 갔다. 쉬

린제 마을은 에페스 지역에 거주하던 그리스

인들이 15세기 무렵 이주해서 형성된 마을이

다. 최근 들어서 포도주 마을로 유명해진 곳인

데 마을 자체는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볼만하

지만 여기서 판매하는 포도주는 별로인 듯하

다. 와인을 좋아하는 남편도 한번 둘러만 볼

뿐 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오렌지 쥬스 한 잔을 마셨다. 역시나

신선하고 달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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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묵칼레를 거쳐 안탈리아로

흰색으로 뒤덮힌 목화의 성에서 족욕을 하다

쉬린제 마을을 거쳐 저녁 늦게 파묵칼레에 도

착했다. 파묵칼레란 말 자체는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따뜻한 온천수가 석회석을 녹이

는 바람에 산 전체가 하얀 색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하얀 목화를 빗대어서 목화의 성(파묵칼

레)으로 불리게 되었다. 저녁이라 어두운 가운

데서도 하얀 산의 윤곽이 어슴푸레 보인다. 내

일은 어떤 장관을 보게 될지 기대된다. 

호텔에 도착해 객실에 들어가 보니 시설이 아

주 열악하다. 호텔인지 모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다. 객실에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가는데

통로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다. 남편과 나도 지나

가다가 엉겁결에 사진을 찍히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어제 그 사람이 자신이 찍은 사진

들을 크리스탈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었다. 허락

도 받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에 조금 화가 나기

도 했지만 사진이 제법 잘 나왔길래 추억으로

간직하자는 생각

에 그냥 하나 구

입했다. 

파묵칼레는 온

천지역이기 때문

에 호텔 내부에

온천시설이 구비

되어 있다. 이곳

온천은 물이 뜨

겁지 않고 약간

미지근하다. 이

곳의 온천수가 미지근한 것은 예전부터 널리 알

려져 있어서 성경에 이곳 온천수의 미지근함을

빗대어서 신앙이 깊지 못한 것을 조롱하는 내용

도 실려 있다고 한다. 터키는 온천하는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 수영복을 입고 온천에 들

어가게 되어 있고 온천도 왠지 수영장 같은 느

낌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온천과는 딴판이다.

다음날 아침 파묵칼레에 올라가 보니 산 전체

가 온통 하얀 색으로 뒤덮여 있다. 과연 멋진 곳

이구나 하고 감탄했다. 그런데 하얀 색 군데군

데 흙이 보이는 곳도 약간 있다. 이곳은 온천수

에 석회가 씻겨 내려와 하얀 색으로 뒤덮이게

된 것인데 온천개발로 온천수 수량이 줄어들면

서 하얀 색 석회도 자연히 그 범위가 줄어든 것

이라고 한다. 산 정상에 올라가보면 온천수가

용출되어 나오는 곳이 있고 그 주변으로 마치

염전처럼 온천수가 고여 있는 곳들이 곳곳에 위

치하고 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족욕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겨울이라서 온천수가 없는

지역은 발이 차가워서 한기가 느껴진다. 염전같

은 곳에 발을 담그니 따뜻하다. 족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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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묵칼레를 내려다보니 그 모습이 더욱 더 아

름답게 다가온다. 

파묵칼레에도 고대 로마시대 도시가 있었는

데,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의 ‘히에라 폴리스’

라고 불렸다고 한다. 역시 터키에는 로마시대

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족욕을 하는 곳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면 고대의 유적지를 수영장으로 만든 유적수

영장도 있다고 하는데, 일정상 가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파묵칼레의 위쪽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산

책로가 있어 족욕 후 가볍게 산책을 했다. 산책

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공기도 상쾌해서 기분

이 좋았다. 조금 걷다 보니 망자의 도시라는 뜻

의 ‘네크로 폴리스’가 보인다. 고대부터 파묵칼

레의 온천수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해

서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병세가 호전

되지 않아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리하여 조성된 곳이 네크로 폴리스

이다. 파묵칼레의 뒤쪽에는 로마시대에 조성된

만 오천석 규모의 원형극장도 있다고 하는데

미처 가보지는 못했다. 다시 오게 된다면 이곳

파묵칼레를 좀 더 여유있게 둘러보고 싶다.

지중해의 안탈리아

파묵칼레를 내려와 터키 남부의 휴양도시인

안탈리아로 향했다. 헬레니즘 시대에 소아시

아에 있었던 나라인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

2세가 이곳을 땅 위의 천국이라고 감탄하면서

아탈로스의 도시란 뜻의 ‘아탈레이아’란 이름

을 붙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안탈리아가 되었

다고 한다. 

안탈리아 해변가를 잠시 들렀다. 안탈리아

는 기온이 따뜻하고 해변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러시아, 독일 등에서 많은 관광객들

이 찾는다고 한다. 해변이 우리네 해변과는 달

리 자갈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도

과일을 즉석에서 짜서 만드는 즉석 쥬스를 팔

고 있길래 석류쥬스를 하나 주문해 마셨다. 한

국에 돌아가게 되면 이런 쥬스를 마시기 어려

우니 터키에 있을 때 많이 먹어두는 것이 좋겠

다는 생각이 든다.   

바닷가를 잠시 둘러본 후 예정대로 선착장

으로 이동해서 유람선을 탔다. 유람선은 목선

형태의 배인데 배를 타고 안탈리아 앞바다를

한번 쭉 둘러보고 오는 코스이다. 서비스가 좋

다. 영화배우(성격파 배우?)를 닮은 듯한 직원

이 젤리, 쥬스, 과자를 차례대로 가져다 준다.

처음에 젤리를 나누어 줄 때 일행 중 한 명이

돈 받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질

문의 뜻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큰 목소리로 ‘프

리’라고 외쳐서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유람선을 탄 후 안탈리아 시내를 도보로 관

광했다. 옛 건물과 현재의 건물이 아기자기하

게 모여 있어서 운치가 있었다. 조금 걷다 보

니 유명한 하드리아누스 문이 나온다. 로마의

5현제 중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안탈

리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문이

란다. 지금도 보존상태가 괜찮은 편으로 안탈

리아 구시가지로 들어서는 입구의 기능을 하

고 있다. 문의 전체적인 모양도 멋지다. 셀주

크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이블리 미나레

(Yivli Minare, 미나레는 ‘첨탑’을 의미한다)도

부산지방변호사회•269

기

행

문

수

필

시
·
민
조
시



보인다. 이블리 미나레가 안탈리아의 상징이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다지 큰 감명은 없다.  

안탈리아에서 묵은 마르마라 호텔은 이번 여

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호텔이었다. 식사와 시

설 모두 다 훌륭했다. 로비가 건물 중간에 있는

점이 특이했고 로비 아래층에 뷔페식 호텔식당

이 있었다. 뷔페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음

식이 다 맛있었고 다른 호텔에서는 맛이 없어

먹지도 않았던 스프도 맛있게 먹었다. 디저트용

케익도 아주 다양하고 맛이 좋았는데 배가 불러

서 내일 아침에 먹자는 생각에 조금만 먹었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아침에는 케익 자체가 없었

다. 이럴수가. 혹시 이곳을 가게 된다면 저녁에

꼭 케익을 드시기를.... 뷔페식 식당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멋진 야외수영장으로 연결된

다. 야외수영장 옆으로는 정원 겸 산책로가 있

고 정원 끝까지 가면 바다와 이어진다. 거기서

지중해의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여름휴가를 이런 곳에서 보낸다면 정말

멋질 것 같다. 객실도 독특하다. 바닥이 카펫이

아닌 타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수영장을 이용

한 투숙객들이 객실로 들어오는 걸 고려한 게

아닐까 싶다. 실내장식도 컬러풀하고 구조도 특

이하다. 특히 문 하나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면서도 매

우 재미있다. 

저녁식사를 한 후 호텔 앞에 한번 나가 보았

다. 터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주류판매는 정해진 일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맥주를 파는 슈퍼가

있었다. 슈퍼에 들어가 주문을 하는데 주인 아

저씨가 ‘코렐리(코리안이라는 뜻)’냐고 반가운

듯이 묻는다.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친숙하

게 생각한다더니 바로 그 느낌이었다. 터키 사

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양의 돌궐족이 이동해 온

것이고(고구려와 돌궐이 동맹을 맺기도 했지요)

6·25전쟁 때 터키가 참전해서 싸운 것이 아직도

터키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어서 터키는

우리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한단다. 2002년 한

일월드컵에서 터키와 3, 4위전을 치를 때 터키

가 참전국가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3, 4위전

이 아주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던 일이

생각난다. 슈퍼에서 터키의 국민맥주라는 에페

스 맥주를 2병 사서 호텔로 돌아왔다. 

아피온으로

터키 남부의 안탈리아에서 다시 내륙의 아피

온으로 향했다. 도중에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을

들렀다. 이곳 원형극장은 로마시대의 원형극장

중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 과

연 에페스의 원형극장보다도 보존상태가 더 좋

았다. 우리가 갔을 때는 일부 복원공사 중이었

다. 원형극장 내에는 로마시대 검투사 복장을

한 사람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진촬영을 해 주

고 있었다.(당연히 유료입니다. 무료로 생각하

지 마세요!) 돈 주고 사진찍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추억으로 남긴다는 생각에 사진촬영을

했다. 나는 검투사 복장을 한 사람과 같이 나란

히 서서 사진촬영을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검

투사 아저씨가 모조검을 남편의 손에 쥐어 주고

는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 자신의 목에다 검을

갖다 대라고 했다. 그러고는 혀를 내밀고 익살

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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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촬영한 사진도 즉

석에서 한 장 출력해서 가져 왔는데 나중에 한

국에 돌아와서 다시 봐도 재미있었다.  

아피온으로 가는 도중 호숫가에 위치한 식

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옆에 호수는 그 이름이

아마 ‘에이르디르’였던 것 같은데 물살은 잔잔

했지만 굉장히 넓은 호수여서 마치 바다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중국의 동정호나 미국의 오대

호를 보면 아마도 호수라기보다는 바다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 곳 호수가

그랬다. 

오후 늦은 시간에 아피온에 도착했다. 아피

온은 우리가 잘 아는 아편의 어원이 된 도시이

다. 이곳에서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많이 재

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아피온,

아편 왠지 발음이 비슷하다. 아피온 자체는 굉

장히 시골스럽고 보수적인 분위기여서 이스탄

불이나 안탈리아와 비교하면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다. 여자들은 대부분 히잡을 하고

다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경계하

는 듯한 모습이다. 아피온 모스크를 보기 위해

이동하는데 도중에 아피온 요새가 보인다. 아

피온 요새는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 유명

한 요새인데 직접 올라가 보지는 않고 멀리서

조망만 했다. 멀리서 바라만 보아도 그 모습이

멋있어서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

도 들었다. 

아피온 요새를 조망하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막 학교수업을 마친 듯한 초등학생들이

거리를 뛰어 다니고 있었는데, 웃는 모습이 참

으로 해맑다. 우리네 70, 80년대가 연상된다.

우리가 아피온 시내에서 관광할 장소는 작은

[뒤쪽 산 위에 있는 것이 아피온 요새이다. 직접 가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막상 올라갔으면 힘들어서 후회했을지도... 오른쪽은
세마춤을 추는 메블라나 수도자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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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이다. 모스크에 가 보니 아무도 없다. 모

스크 건물 내부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관리자가 없다면서 얼

른 들어가서 보고 나오자면서 우리를 이끈다.

모스크 건물 내부에는 아무도 없는데 예배를 드

리는 곳이라 그런지 왠지 엄숙하고 숙연한 분

위기다. 잠시 내부를 본 후 건물 밖으로 나와 모

스크에 딸려 있는 조그만 전시관을 둘러보았

다. 전시관에는 메블라나 종단(메블라나가 창

시한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수행자들의 일상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내일 들릴 예정인 콘야

에는 좀 더 제대로 된 메블라나 박물관이 있다

고 한다.

터키는 이슬람권 국가이지만 유럽과 비슷한

점이 많다. 유럽처럼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돈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낯선 제도이지만 화장실을

유료로 하여 그 비용으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한다.

이곳 모스크는 화장실이 무료여서 일행들 모두

일단 이용하였다. 화장실 상태를 보아하니 유료

화장실의 장점에 대한 평가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피온 시내는 시골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우

리가 묵은 온천 호텔은 아주 호화롭게 꾸며진

곳이었다. 로비가 굉장히 넓고 화려했다. 식당

도 넓고 다양한 음식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파

묵칼레의 온천호텔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저녁

식사 후에 가본 온천도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호화스러웠다. 온천 이용시 수영복을 입어야 하

고 온천이 마치 수영장 같은 느낌인 것은 이곳

도 마찬가지이다. 

5. 아! 카파도키아

아피온에서 콘야를 거쳐서 카파도키아로

이번 여행 중 가장 힘든 일정이다. 하루 종일

버스로 터키 내륙 지방을 이동한다. 아피온에서

콘야로 버스로 약 3시간을 이동하고 콘야에서

카파도키아로 다시 3시간 30분을 이동하였다.  

콘야는 터키 최대의 이슬람 성지이다.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즘의 성자인 메블라나의

영묘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영묘는 현재 메

블라나 박물관으로 되어 있다. 메블라나가 활동

하던 13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랍어로

쓰여진 쿠란을 읽을 수 없어 글을 모르는 사람

들에게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마춤(메

블라나 수도자들이 제자리에서 계속 빙빙 도는

춤으로 춤을 통해서 신과 접촉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시대의 원효 대사인 셈이다.  

메블라나 수도자들이 빙글빙글 도는 세마댄

스를 출 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터키에서는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커피를 갈아서 그릇

에 넣고 끓여서 마시는 터키커피를 즐겨 마셨

다. 커피는 원래 원산지가 아프리카인데 중세에

터키를 비롯한 이슬람에 전파되어 이슬람권에

서 애용되다가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져 오

늘날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료가 되었다.

이슬람을 통해서 커피가 유럽에 전해졌으니, 터

키커피는 현대에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나

핸드드립 커피의 선조뻘인 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비엔나 커피의 유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

기가 있다.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의 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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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

해져서 후퇴할 당시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이

너무 급하게 후퇴하느라 버리고 간 자루에 담

긴 커피가 유럽인들에게 전해져서 오늘날의

비엔나 커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오스만

제국이 2차례 빈 포위공격을 한 것은 사실인

데2) 정말로 그런 경위로 비엔나에 커피가 전

해 졌는지는 의문이다. 이슬람을 통해 커피가

유럽에 전해진 사실과 오스만 제국의 빈 포위

공격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결합시켜 이런 이

야기가 나온 것은 아닐까? 

카파도키아에서 본 세마댄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달린 끝에 카파도키

아에 도착했다. 카파도키아에 가까워지니 지

형이 암석형태로 점차로 바뀌어 간다. 오늘의

숙소는 동굴호텔이다. 카파도키아는 암석이

물러서 예전부터 암석을 파내어 만든 동굴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를 테마로 만들어진 것

이 동굴호텔이다. 예전에는 살 곳이 없어서 동

굴에 살았는데 현대에는 관광상품의 하나로

된 것이다. 동굴호텔의 겉은 동굴이지만 내부

에는 화장실, 침대, 난방기 등 현대식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숙박비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호텔보다 훨씬 비싸서 6성급 호텔 가격에 해

당한다고 한다. 저녁식사는 동굴호텔에서 했

는데 가지를 메인으로한 요리였다. 메인인 가

지요리는 가지껍질을 벗겨 크림소스 등을 곁

들인 것인데 소스 때문인지 꽤나 느끼하다. 일

행분 중에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기는 분들

이 많았는데 남편은 맛있다면서 한 접시를 다

먹어 치웠다. 그래도 좀 느끼했는지 먹고 나서

커피를 찾았다.   

어둠이 찾아온 뒤의 동굴호텔은 참으로 낭

만적인 곳이다. 호텔 4층에 올라가서 보니 저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보인다. 멀리서 동굴호

텔을 바라다 봐도 정말 멋질 것 같다. 일행 중

에 어머니와 함께 온 젊은 여교사분이 있었는

데 이 분들은 방을 4층에 배정받아서 그 방에

잠시 구경을 갔다. 우리 방은 1층 중에서도 제

일 안쪽 방이어서 4층에서 보는 전망이 궁금해

서였다. 역시나 전망은 멋진데 4층이고 바깥쪽

과 바로 접해서인지 우리방보다도 더 춥다. 여

름에 동굴호텔에 오면 시원해서 좋을 것 같다.  

밤 9시경부터 공연관람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공연장은 카파도키아답

게 동굴을 넓게 파낸 내부에 있었다. 여러 가

지 음료수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식

사 후라서 별로 먹진 않았다. 공연은 여러 가

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은 일종의 탭댄스

공연이었다. 나름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하루 종

일 버스로 이동한 탓에 계속 졸음이 몰려들었

다. 다음은 세마댄스로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종교적인 춤이기 때문에 춤을 추는 동

안에는 사진촬영을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사

진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는 시간에만 사진

을 찍을 수 있다. 계속 빙빙 도는 모습을 보니

왠지 신기한 느낌도 들고 이런 장소에서 신성

한 종교의식의 하나인 춤을 보아도 괜찮나 하

는 생각도 든다. 

2)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공략에 나서면 유럽에서는 연합군을 구성해서 방어에 나서야 가까스로 오스만 군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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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공연은 밸리 댄스이다. 신성한 느낌의

세마 댄스와는 왠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

다. 밸리 댄스에 관한 의문 하나. 여자들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는 이슬람국가에서 밸리 댄스

가 발달한 이유는 뭘까? 과거 이슬람에서는 4명

의 부인을 둘 수 있었는데 부인들이 서로 남편

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밸리댄스가 발달했다는

설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카파도키아의 기암괴석들

카파도키아는 페르시아어로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카파도키아의 대

자연은 ‘아름다운 말’보다도 더 아름답다.

부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 옆에 ‘카파도키아’

라는 터키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다.

그 때는 카파도키아가 지명인지도 몰랐는

데 이번에 여행을 오면서 카파도키아의 원

래 말뜻을 알게 되었으니 역시 여행을 통해

서 지식을 넓혀 가는 것 같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에피소드 1편을 이 곳 카

파도키아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스타워즈

속 풍경이 여기 카파도피아와 같았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다. 스타워즈를 보면서 경

치가 아름답다고 감탄한 적은 없었다는 것

만 기억이 날 뿐이다. 실제로 본 이 곳 카파

도키아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운데도 말이

다. 스타워즈를 다시 한번 봐야할 듯하다. 

카파도키아는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내

려다 보는 벌룬투어3)가 유명한데 최근 들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우리 일행의 여행목

록에서는 제외되었다. 대신 지프 차량을 이용해

서 카파도키아의 기암괴석들을 구석구석 둘러

보는 지프 사파리 투어를 했다. 오프로드를 달

리는 스릴도 있고 기암괴석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 투어를 마치니 투어수료증도

주어서 들고서 기념촬영을 했다.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오는 길에 잠깐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니

나뭇가지에 하얗게 서리가 피어서 멋진 모습을

[세마댄스. 저렇게 계속 돈답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할 수 있다네요. 과연?]

3) 가격은 제법 비쌉니다.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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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하고 있었다. 카파도키아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욱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투어는 잘 다녀왔는데 문제는 추위였다. 어제

동굴호텔에서 춥게 잔데다가 아침에 추운 야

외를 다니다 보니 그만 감기에 걸려 버렸다.

일행분들이 준 타이레놀 등을 먹고 나서야 간

신히 몸을 추스릴 수 있었다. 

오전에 데린구유(깊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지하 8층에 달하는 지하도시. 초기 기독교 신

자들이 이곳에 모여 살면서 로마제국의 박해

를 피했다)를 가는 일정이었는데 고열로 인해

서 가지 못했다. 약을 먹으니 그나마 좀 나아

져서 나머지 일정은 좀 소화할 수 있었다. 데

린구유를 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나머지 카

파도키아의 절경이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을 위

안으로 삼았다.

점심식사는 항아리 케밥이다. 유명하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너무 짜고 맛도 별로이다.

일행들도 대부분 비슷한 반응들이다.

오후에는 괴레메 야외박물관을 갔다. 이곳

은 198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

정된 곳이다. 기묘한 모

양의 바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역시 장

관이다. 여기에는 360

여개의 동굴수도원 유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

는 그 중 유명한 몇 곳

만을 둘러보았는데 그

옛날의 벽화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놀라웠고 벽화가 예상

보다 섬세해서 감탄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카파도키아의 바위산. 예전에는 동굴집에 사람들이 살았다.] 

[데브란트 계곡에 있는 바위. 바위이름은 다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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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저녁식사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케밥인데, 이

번에는 닭고기로 된 쉬쉬케밥이다. 항아리 케밥

보다 맛은 괜찮은데 음식이 좀 차가운 것이 흠

이다. 한국에서는 케밥하면 얇게 썬 고기를 야

채와 함께 전병으로 싼 것만 생각하는데, 터키

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운 음식을 케밥이라고 부

른다고 한다. 터키음식이 중국요리, 프랑스 요

리와 함께 세계3대 요리라는 말이 있지만 직접

터키에 와서 먹어본 소감은 그다지 음식이 다채

롭지는 않다고 느껴진다. 유목민의 전통 때문인

지 오히려 음식의 조리법 등은 단조롭다는 생각

이 든다. 아무튼 카파도키아에서 케밥은 두루

먹어보는 것 같다. 

저녁식사 후 카이세리 공항으로 가서 다시 이

스탄불행 비행기를 탄다. 예전에 터키 국내선을

이용할 때 공항에서 검색을 2번이나 하는 것이

특이했는데 이곳 공항에서 또 특이한(?) 경험을

했다. 비행기 출발 예정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

는데도 비행기 탑승을 개시하였다. 시간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출발예정시간보

다 약 30분이나 빨리 이륙한다. 빨리 출발하니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긴 하지만 한국

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서 당황

스럽다.  

6. 다시 이스탄불로

돌마바흐체 궁전 - 쇠퇴하는 오스만 제국

터키에서는 마지막날이지만 이스탄불에서는

두 번째 날이다. 이 날은 화려하기로 유명한 돌

마바흐체 궁전에서 시작했다. 이 궁전은 프랑스

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했고 내부를 화려하

게 꾸미기 위해서 무려 14톤의 금이 사용되었

다. 이러한 돌마바흐체 궁전의 화려함 뒤에는

허망함이 어려 있다. 그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던 시기인 1856년에 건축

되었고 이후로 오스만 제국은 계속 쇠망의 길을

걸었다. 

터키 공화국 수립 후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

크는 이 궁전을 대통령궁으로 사용하다가 1938

년 11월 10일 오전 9시 5분에 사망했다. 그래서

돌마바흐체 궁전의 모든 시계는 그 시간이 9시

5분에 멈춰져 있다. 터키 사람들의 아타튀르크

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터키 공화국이 수립될 때까

지 종전의 토프카프 궁전을 대신해서 왕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터키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술탄제 부활을 막기 위해서 술탄의 자손들은 영

구추방되었기 때문에 이 돌마바흐체 궁전에 돌

아올 수 없었다. 그러다가 술탄제 부활의 위협

이 사라진 최근에서야 마지막 왕가의 후계자가

90살이 다 된 나이에 다시 터키를 방문할 수 있

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계자는 터키에서 추방

된 후 외국에서 택시기사 등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데 잠시 방문한 후 터키에 머물

자격이 없다면서 다시 고국을 떠났다고 한다.

한 때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오스만 왕조의

쓸쓸한 퇴장이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내부 사진

촬영을 불허한다. 그래서 사진은 부득불 외부에

서 찍을 수밖에 없다. 화려하고 거대한 모습에

는 감탄사가 나오지만 이곳을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 나라는 쇠락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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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져만 가는데 궁전만 화

려하게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돌마바흐체 궁전 관람 후 지하저수지(예레

바탄 사라이)를 방문했다. 최근 모 여행프로그

램을 통해서 많이 유명해진 곳이다. 지하저수

지 한 곳에 보면 기둥 아래쪽에 메두사상이 거

꾸로 받쳐져 있다. 전국 각지의 신전에서 모아

온 기둥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메두사상

을 받쳐 놓은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있고,

물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부적

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서 과거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물들은 천대받

게 되었고 그래서 이처럼 지하저수지 건축에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아야 소피아 건

축시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이 뽑혀와 아야

소피아의 건축자재로 사용된 일을 생각하니

마지막 설명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오늘의 점심은 소고기 케밥으로 마지막 현

지식이고(이날 저녁은 한식이다) 또한 마지막

케밥이다. 케밥에 앞서서 ‘피데’가 나온다. 피

데는 밀가루 반죽 위에 고기와 채소 등을 올려

화덕에 구운 것인데 피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피자의 원형이라는 설도 있다. 메인인 소고기

케밥은 카파도키아에서 먹었던 항아리 케밥,

쉬쉬 케밥(닭고기)보다 훨씬 맛이 좋다. 그런데

고기는 분명 소고기인데 약간 미묘한 냄새가 난

다. 나중에 들으니 소고기를 양고기 기름에 구

워서 그렇다고 한다. 터키 사람들은 소고기도

양고기 기름에 구워야 맛있다고 생각한단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지르다

점심 식사 후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을 타

기 위해서 버스로 이동한다. 시내를 지나다 보

니 트램(전차)이 보인다. 전차를 보니 오리엔

[돌마바흐체 궁전의 정문. 유럽풍 장식이 몹시 화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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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특급 열차가 생각난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

는 유럽의 파리와 터키의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대륙횡단 열차로 유럽의 부호들을 위하여 만들

어진 달리는 특급호텔이었다고 한다. 부자들이

호화스러운 열차를 타고 대륙횡단을 하고 거기

에 가난한 밀항자들이 몇 명 타면 영화 ‘설국열

차’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유람선을 타는 선착장 입구 쪽에는 고등어 케

밥을 파는 곳이 여러 곳 있다. ‘피쉬 케밥’이라고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른다. 유명하다고 해서 한

번 먹어 보고도 싶었지만 점심 때 소고기 케밥

을 많이 먹어서 포기했다. 일행 중 올해 고등학

교를 졸업했다는 학생이 고등어 케밥을 하나 주

문했다. 친구들이 꼭 먹어보라고 했다면서... 그

런데 먹고 난 후 맛있다는 말은 없다. 맛이 기대

에 미치지 못한 것일까? 

보스포러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

로 지르는 해협이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

플을 공략할 당시 아시아 대륙쪽에는 ‘아나돌루

히사르’라는 요새를 짓고 유럽 대륙쪽에는 ‘루멜

리 히사르’라는 요새를 지어서 보스포러스 해협

을 지나다니는 유럽 상선들을 양쪽에서 공격하

기도 했던 곳이다. 책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좁은

해협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제법 넓

다. 오스만 제국이 해협 양쪽에서 대포로 지나

는 상선을 공격했어도 그 당시의 기술로는 명중

시키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나돌루 히

사르와 루멜리 히사르를 한 번 보고 싶었지만

유람선은 히사르가 보이기도 전에 다시 이스탄

불로 뱃머리를 돌린다. 유람선에서 내려서 버스

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다 보니 갈라타 타워가

보인다. 갈라타 타워는 예전에 이탈리아의 제노

바 상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높이가 67m에 달한

다.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당시에

는 이 타워에 쇠사슬을 연결해서 오스만 제국의

해군이 금각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던

곳이다. 역사적인 장소인데 전망이 좋아서 지금

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고 한다. 유람선을 마

지막으로 터키에서의 관광일정을 마무리한다. 

안녕 이스탄불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아타튀르크 공항으

로 향했다. 한식당은 첫날과는 다른 곳인데 첫

날 간 식당보다는 맛이 떨어지는 곳이었다. 공

항에서 출국수속을 마친 후 혹시나 살만한 것이

있나 해서 면세점을 둘러본다. 로쿰(터키식 젤

리. 굉장히 달다)을 몇 개 시식해 보았다. 로쿰

이름이 재미있다. Turkish delight(터키의 기

쁨)라는 이름도 있고 이와 비슷하게 Harem’s

delight라는 이름도 있다. 터키여행이 준 즐거

움을 생각하면서 Turkish delight를 몇 개 샀

다. 아이들이 젤리를 좋아할 것 같아 딸아이 유

치원에 나눠 먹으라고 보내주었는데 너무 달아

서 유치원 친구들이 많이 안 먹었다고 한다. 다

음에는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를

사야겠다. 

어느덧 비행기 출발시간이 다 되어 간다. 한

국에 돌아가면 한동안은 터키 후유증에 시달릴

것 같다. 안녕 이스탄불. 다음에는 사랑하는 딸

과 함께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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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기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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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반추해보면, 지난 세월 영화제에 관한 나의

모든 원고는 영화제의 이모저모(개폐막식, 레드

/블루 까펫, 각종 파티 및 행사 등)나 신인감독

들 및 배우들을 인터뷰하는 등 영화제의 단상을

담아내는 급급했다. 영화의 미장센, 플롯의 힘,

감독의 연출력, 제작 배급의 문제를 논할만큼

심도 있게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 했기 때

문인지도 모른다. 

2년 전 영화 ‘공정사회’로 내 마음을 뜨겁게 달

궜던 이지승 감독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내게,

“에이~변호사님~~무슨 그런 고민을 하세요

~영화는 편하고 재미있게 보면 되는거에요~

전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고요2014.”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지만, 매년 영화제 원고를

쓰고 있노라면, 촌철살인의 영화평론가의 혀가

내 손에 와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한지 꼬박 

18년째인 올 해에는 나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모든 영화제 파티 및 행사일정은 뒤로하고 ‘영화

를 보고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그렇

게 실행했다??(비밀:영화를 보고 나면 체력이

고갈되어 행사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다는 슬

픈 사실, 해가 거듭될수록 느끼는 비루한 몸뚱

이의 보잘 것 없는 체력의 한계가 올해도 여실

히 드러나서, 휴일만큼은 하루 4편을 보겠다는

계획은 단 한번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자~지금부터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깊

어가는 가을 밤, 나와 함께 했던 영화들을 간략

하게 소개하고(개봉예정 영화가 다수인 바, 스

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 간략하게 할 것

임. 주례선생님이 5분만에 주례 끝내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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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하시고 15분을 말

씀하시는 그런 류의

뻥이 아님을 맹세

함), 그 중 딱 4편을

엄선해 상세한 감상

을 남기도록 하겠다.

<홀로 했던 영화, 함께 했던 영화, 

홀로 남겨졌을 영화에 대하여>

1. 보이후드-엄마

2. 떠나기 전에 해야 할일-동주

3. 소년,소녀 그리고 바다-익태, 재화언니, 

103호 어머니

4. 아빠의 육아-동주, 민정언니

아내의 죽음이후 딸아이의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 지나치게 죽음과 슬픔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적, 현실적 낯설음과 어려움을

담담히 표현한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빈 베게

에 누군가 누웠던 것처럼 주먹으로 베개의 골을

만들고, 새벽에 잠이 깨어 집을 뛰쳐나가 정처

없이 거닐다 잠옷바지 밑단에 빗물이 적시도록

방향도 없이 걷던 장면은 특히나 기억에 남아요. 

아내는 죽었지만, 살아있기에 느끼는 욕구들

도 담담히 표현되어 있구요. 그러나 감독도 배

우도 감정을 절제하며 드러내어 억지로 눈물을

짜내지 않고 담담하게 그러나 울림 있게 보았던

것 같아요^^.-곽민정

5. 고백의 시간-805호 부모님

캄보디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같아

서 생동감을 느꼈다. 캄보디아에 가보고 싶더

라. 영화표 고맙다.-805호 아버지-

6. 바다이야기-엄마, 이모할머니

7. 마리콤-엄마, 할머니, 동주, 동주어머니

네가 꼭 봐야할 영화였어! 너무너무 감동적이

고 여주인공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단다. 궁금하

면 직접보렴.-엄마, 할머니-

아~정말 정말 시간가는 줄 몰랐네, 인도영화

는 역시 너무 좋아. 근데 여주인공이 너무 예쁘

고 연기도 잘해서 한껏 극에 몰입했었는데, 이

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잖아? 마지막에 실제 주

인공이 나오는데 다들 실소...굳이 비교하자면

영화 속 주인공은 김태희의 외모인데 실화 주인

공은 박지선의 외모라고 할 수 있지. 매치하기

힘들었어. ㅋㅋㅋ-박동주-

8.내일까지 5분전-동주

9.뚱보 케빈의 다이어트 대작전-수진

10.사랑은 마시고 노래하며-재화언니, 성욱

11.아리아-수진

어릴적 부모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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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군가가 한명이라도 곁에  있다면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였을꺼란 안타까움이 있었어.

-안수진-

12.한강블루스-나

13.맵 투 더스타-채홍, 채홍 어머니

영화가 어땠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

야할지 모를만큼 대략 난감한 영화였어. 한마디

로...‘똘+I’기질 다분한 영화. 보고 있자니 나까

지 정신분열증 되는 느낌. 난 그냥 쉬운 영화가

좋아 -박채홍-

14.제레니모-김형수

사실 제레니모 fun하진 않아요. 그냥, 담담

하게 프랑스의 현실을 담아낸 영화죠. 청소년

비행, 폭력, 영웅적 인물도 없고...-김형수-

<영화의 바다에 빠지기>

1.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Still the water)

감독 : 가와세 나오미

-줄거리-

가와세 나오미에게 있어 자연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영화에서 자

연은 인간에게 신비의 존재이며, 또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삶과 죽음과도 늘 밀접

하게 맞닿아있다.

아마미의 조그마한 섬마을, 고등학생인 카이

토는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그와 가

깝게 지내는 쿄코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 이사의 임종을 앞두고 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쿄코의 어머니 이사는 가족들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어머니의 불륜을 의심한

카이토는 태풍으로 인해 소식이 끊긴 어머니가

살아있음에 안도한다.

본 영화에서 감독은 자연에 귀의하는 죽음을

말한다. 이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마을사람들

은 그녀를 노래와 춤으로 보낸다. 섬마을 사람

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은 철저하게 자연에 순응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죽음은 순환하는 자연과

도 같은 것이다. 이사의 임종 마지막 순간, 바람

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릴 때  이사는 ‘엄마’를 부

르며 숨을 거둔다. 어쩌면 바람이 곧 엄마였을

지도 모른다.

-감상-

1)기자의 한마디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 대자연을 한 폭의 수

채화처럼 담아내었던 수려한 영상미, 배우들의

과하지 않은 연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만 같

은 흐름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밖에 없었던

영화였다.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

럼에도 죽음을 대하는 섬마을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나도 숭고하게 느껴져서 그 순간만큼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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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 임종을 앞둔 여인을 앞

에 두고, 다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흥겨운 민속음악의 리듬

과 사람들의 춤사위에도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

지고 울음이 터지려고 했던 그 순간, 곁에서 함

께 영화를 감상하던 소중한 이의 따스한 손길과

다독임에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죽음을

앞두고 나는 그녀처럼, ‘웃으며 안녕’의 인사를

하고 떠나갈 수 있을까...일본 아마미 섬의 아름

다운 경관과 섬마을의 민속문화가 궁금하다면

추천!

2)함께한 이의 말.말.말.

영화는 좀 긴장감 있고, 너무 어렵지 않은 작

품이 보기 즐겁고 편한 것 같아. 마지막 장면(소

년 소녀 주인공들이 나체로 손을 잡은 채 바닷

속을 유영하던 장면)은 참 좋더라.-김익태-

2. 떠나기 전 해야할 일(Before I Disapprear)

감독 : 션 크리스텐센

-줄거리-

내성적인 리치는 바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외로운 하류인생이다. 그의 남

루한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게 바닥을

치자, 리치는 아무런 미련 없이 생을 마감하려

고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손목을 긋고

욕조 안에서 나름 경건하게 자신의 죽음을 기다

리는 동안, 소원했던 누나로부터 한 통의 전화

를 받게 된다. 리치의 누나는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자신을

대신해, 딸을 학교에서 데리고 와달라는 부탁을

한다. 마지못해 죽음을 미룬 후 자신이 생전 처

음 보는 조카를 데리러 가는 리치의 가슴을 울

리는 하룻동안의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된다. 션

크리스텐센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인 본 영화는

올해 SXSW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고 극영화

부분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

난스럽지만 진심 어린 이 미국독립영화는 2013

아카데미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감독 본인의 단

편 <커퓨>(2011)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감상-

1)기자의 한마디

아! 정말 재미있었던 영화. 영화 타이틀 롤만

봐서는 뭔가 어두침침하고 절망적이고 눈물 쏙

빠지게 될 것만 같았는데 반전! 적절한 유머코

드로 심각한 와중에도 시종일관 ‘풉’하고 웃게

했던 영화였다. 우유부단하고 맘이 여린 나머지

자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리치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짠하면서도 묘한 위로가 되었다

고나 할까. 영화평론의 면에서 본다면 배우들의

감정선이 다소 오버스럽고, 리치가 여러차례 자

살을 결심했다가 번복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영화전체의 흐름이 썩 매끄럽지만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발상도 가능하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자신의 삶이 너무나 찌질

하고 위축되어서 사는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영화이다.

2)함께한 이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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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하면 죽을 자유도 없나봐ㅠㅠ 아 진짜 의

외로 너무 웃겨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봤네. 영

상도 어둡고 그래서 살짝 우울할 줄 알았는데,

영화음악 선택도 절묘했고, 우울한 와중에 너무

웃긴 영화였어.-박동주-

3. 보이후드(Boyhood)

감독 : 리처드 링클레이터

-줄거리-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본 영화는 12년 동

안 같은 배우들로 촬영을 이어가며, 주인공 메

이슨이 스크린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사실적

으로 그려낸 혁신적인 영화이다. 에단 호크와

페트리샤 아퀘트가 메이슨의 부모로 등장하며,

로렐레이 링클레이터가 주인공의 누나인 사만

다로 열연한 이 영화는 유년기의 다사다난함을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록한다. 장거리 자동차 여행과 가족 외식, 생

일날, 졸업식과 같은 청소년기의 삶을 포함한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의 모든 순간들이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과 함께 추억

된다. <보이후드>는 아이의 성장과 이를 돌보는

부모가 겪는 삶의 격동과 감동을 노래하는 따스

한 한편의 서사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

나가버린 시절에 대한 향수이다. 12년 동아 촬

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늙어가는 배우들의

모습과 <비포 선라이즈>시리즈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섬세하면

서 꾸준한 연출력이 특이하면서도 인상적인 작

품으로, 장장 3시간에 걸친 러닝타임이 결코 지

루하지만은 않은 담담한 영화이다.

-감상-

1)기자의 한마디

세시간의 시간투자가 결코 아깝지 않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았던 에단 호크의 앳

된 얼굴이 세월과 함께 이렇게도 늙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해서 서글픈 와중에, 스크린

속에서 부모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반가웠다.

특별한 기승전결 없이, 굴곡 없이, 편모가정의

어린 소년 메이슨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소소한

매일을 담담하고 섬세하세 터치한 영화였다. 메

이슨이 ‘마의 16세’를 잘 넘겨서 미남자로 성장

해 주길 간절히 바랬건만, 결국 그도 16세를 무

사히 넘기지는 못 해서..외모 역변에 살짝 안타

깝기도 했다는 후문. 

이 영화는 주인공 메이슨의 시선 뿐만이 아니

라, 부모와 형제의 시선에서도 충분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도 한다. 부모의 이혼, 떨어져 사는 부친에 대한

그리움, 재혼이후 새 아버지의 학대에 대한 공

포, 모친에 대한 연민, 성에 대한 호기심, 진로

에 대한 걱정...10대를 지가온 사람이라면 누구

나 공감할 만한 메이슨의 성장 스토리부터, 이

혼 후 아이들을 힘겹게 키우며 그 아이들이 성

인이 되어 떠난 빈 자리에서 공허해 하는 엄마

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진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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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까지, 국적과 성별, 연령을 초월한 공감

대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작 중의 수작. 다큐

멘터리나 담백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링클레

이터 감독의 전작인 ‘비포’시리즈를 좋아하는 사

람이라면 올 해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이다.

2)함께한 이의 말.말.말.

너는 재미있었니? 난 너무 지겹더라. 무슨 영

화가 기승전결도 없고, 너무 다큐멘터리처럼 담

담한데 길기도 길어서...허리 아프고 집중 안되

고. 난 그냥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영화가 좋

다.-엄마-

4. 뚱보 케빈의 살빼기 작전(Chubby)

감독 : 브루노 드비

-줄거리-

12살 케빈은 병원에 다니고 수영치료를 받는

등 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지만 효과가 없다. 주

변 친구들의 놀림거리임에도 프렌치 프라이와

빵을 비롯하여 온갖 몸에 나쁜 음식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 아빠 없이 엄마와 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살던 케빈은 어느 날 개를 데리고 다니

는 안전요원을 보고 코만도라 믿으며 롤 모델로

삼는다. 그렇게 케빈의 인생 2막이 시작된다.

이 영화에는 흔히 소외계층이라고 할 만한 이

들이 주된 인물이다. 놀림 받는 비만아인 주인

공과 자살을 시도하는 또 다른 비만아 소녀, 따

돌림의 표상인 흑인 소년, 이혼한 엄마 등이 그

러하며, 케빈이 코만도라고 믿의 의심치 않는

안전요원들도 사실은 케빈의 처지와 별반 다르

지 않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은근히 비판하되 유머를 잃지 않

는 밝은 작품으로, 모자 가정에서 롤 모델 없이

자랐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는 주인공이 주변을

감싸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는 영화이다.

-감상-

1)기자의 한마디

뚱보 케빈 덕에 실로 오래간만에 프랑스어로

된 캐나다 영화를 본 것 같다. 우선 이 작품은

뚱보케빈의 일상과 케빈을 둘러싼 주변인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감독이 이 사회에

던지는 영화적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되는 영

화였다. 케빈에게는 영웅인 사설보안업체 직원

들(영화속에서 케빈이 ‘코만도’라고 부른다)도

사실은 사회 부적응자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운 이슈 중 하나이다. 감독은 결코 가볍

지 않은 메시지를 케빈의 작은 성장통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전달되기를 바랬던 것 같다. 결국

이 사회에서 그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소위 소외계층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일

상도 우리네 일상과 다름이 없다는 것,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나 ‘공감’이 아니라, 진심어린

‘관심’과 말없는 ‘위로’라는 것...

2)함께한 이의 말.말.말.

첫째로, 우선 문경씨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

무 좋았구요. 고맙고 행복했어요. 히히^^. 뚱보

케빈은 영화‘아리아’와 비슷한 느낌에 자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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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영화라고나 할까요. 

두 영화 모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

국 관심과 사랑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용~.-안수진- 

-에필로그-

올 해 유일하게 참석하였던 행사는 부산국제영

화제 개막파티였다. 갈까 말까 고민의 고민을 거

듭하다가 잠시 가서 분위기만 보고 기사에 쓸 사

진만 찍고 오자고 갔는데, 함께 갔던 친구들(동

주, 정은이, 박완주 기자, 윤녕이 언니)열화와 같

은(?)호응에 힘입어 꽤 오랜 시간 머물게 되었다.

10년을 넘게 파티를 드나들다 보니 경호원의

저지도, 신분확인도 겁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개막식 다음날이 개천절이라서 그랬는지 유난

히 많은 파티 참석자들로 인해 정말 문자 그대

로 발디딜 틈이 없어 힘이 들었다.

정문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바른 소녀대 출

신인 친구들을 데리고 파티에 참석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약간의 귀찮음과 많은 긴장

감으로 파티 참석을 꺼려하는 친구들에게, “그

래도 파티인데, 비록 우리가 연예인은 아닐지라

도 이런 날 기분을 내지 않으면 뭐하나!! 우리도

파티복 입고 가자!!”라고 설득하여 나름 드레스

코드도 맞추고 파티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경호원에게 당당하게 ‘영화제 관계자’라고 신

원을 밝히고 배우들과 감독들 틈에 섞여 엘리베

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재미는 느껴본 자만이

알리라. 그 과정에서 차예련, 유지태, 기태영,

류현경 등등 스타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기도 했

는데 그들의 상기된 표정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 친구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우연히 배

우 조민수씨와 함께 하게 되었다. 한 공간에 있

는데 그냥 있자니 머쓱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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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인사를 건냈더니, 카리스마의 그 여배우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

고는 배우 왈, “근데 어느 영화팀인가요?”이라

고 되묻는데, 우리 일행의 복장이 일반 참석자

라고 하기에는 다소 화려한가 싶어 피식 웃음이

났다. 

영화제에 참석한 배우들은 자기들에게 인사

를 해오는 화려한 복장의 사람들이 영화관계자

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이름과 얼굴을

몰라도 일단은

인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

명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뭐, 그 덕분에 우리 일행은 톱스타들의 인사를 원

없이 받았지만~

파티 도중 우연히 이경우 변호사님과  김미애

변호사님을 만나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

평소에는 하늘같이 높으신 선배님들이신데 파

티현장에서 뵙게 되니 뭔가 더 친근하고 반가운

느낌이었다. 두 분 변호사님께서도 내가 반가우

셨는지 같이 사진찍

자고 적극적으로 말

씀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김미

애  변호사님께서

는, “엄마야! 김변호

사였어요? 난 또 누

군가 했네. 이렇게

꾸미고 있으니 김변

호사가 더 연예인 같아~배우랑 찍을게 아니라

예쁜 김변호사랑 사진찍어야겠당~!”라고 말씀

하시는데 빈말씀일지언정 감사 또 감사! 담날 아

침 거울에 비친 나는 또 그렇고 그런 평범한 여

자였지만 일장춘몽일지라도 그 칭찬이 날 춤추

게 하였음은 자명한 진실이어라!(김미애 변호사

님 칭찬 덕에 전 그날 밤 무척 행복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__^)

이번 영화제 행

사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단 하나!

개막식 파티에 꼭

함께 참석하고 싶

었던 친구가 있었

는데, 그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간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는 점이다. 소중

한 친구여~내년부터는 꼭, 쭈욱~, 영화제를 함

께 누빕시다! 

마지막으로, 나의 영화제 기사 작성을 위하여

길고 긴 휴가를 허락해주신, 법률사무소 세린의 최

희원, 배소민 변호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

며, 내가 부재한 동안 차질 없이 사건을 정리해 준

조미리암 주임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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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유산 답사

2014. 11. 5.과 11. 6. 이틀간에 걸쳐 우리회소속 문화답사연구회 조진

제 회장님을 모시고 다수의 회원이 전주 경기전과 김제시 금산사 문화

답사를 다녀왔다. 그 중에 특히 인상에 남는 경기전 어진(慶基殿 御眞)

과 금산사 미륵전(金山寺 彌勒殿)을 보고 느낀 생각을 몇 자 남긴다.

Ⅱ.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전주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李成桂)의 관향이다.

이성계는 1392. 8. 5. 함경도 화령군 영흥에서 아버지 이자춘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전주에서 살았으나 고조

부 이안사 대에 간도지방으로 이주해서 증조부 이행리, 조부 이춘, 부친

이자춘이 원나라 지방관리를 지냈다. 원나라가 쇠망하자 부친 이자춘

대에 이르러 함경도 영흥으로 이주하고 고려의 관리가 되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태조가 되었고 유교국가의 사대부가의 4대

조 봉사원칙에 의거 고조 이안사는 목조(穆祖)로, 증조 이행리는 익조(翼

祖)로, 조부 이춘은 도조(度祖), 부 이자춘은 환조(桓祖)로 추존되었다.

✽김 백 영 변호사

경기전 어진과 
금산사 미륵전

✽ 법무법인 삼덕대표, 법학박사



이성계는 태조가 됨으로써 이름을 이단(李旦-단은 아침이니 개국자의 이름에 걸맞는다)으로

개명하고, 이것으로 조선왕조의 왕의 이름이 외자형식으로 시작된다. 이성계는 불교를 신봉하

여 무학대사를 스승으로 삼고 송헌거사(松軒居士)로 칭하였으며 1408. 6. 18. 창덕궁에서 돌아갔

고, 그의 능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건원릉이다.

시호는 고황제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대왕(高皇帝 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다.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므로 당연히 신성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왕이 출현한 곳임을 밝혀 정통

성을 천명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생가를 보존하고 기념물화 하는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조선은 1410년(태종10년)에 어용전

(御容殿)이라는 전각을 세웠고, 1442

년(세종24년)에 경기전으로 개칭하

였다. 어용전 또는 경기전은 이성계

의 어진 즉, 왕의 초상화를 봉안하였

다. 이 경기전은 2008. 12. 1. 보물 제

1578호로 지정되었다[도판1 경기전].

경기전에 봉안된 이성계의 어진은 어

진이 낡아서 1872년(고종9년)에 기존

의 어진을 보고 박기준, 조중묵, 백운

배 등 8인의 화사가 새로 제작한 모

사본이다. 평상시의 집무복인 청룡포

의 익선관 차림으로 백옥대와 흑화를

착용한 전신 어진이다[도판2 태조어

진]. 비단에 세로 220cm 가로 151cm

규격으로 국보 제3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어진에 관하여 미술 평론가 손철주는

“이 초상은 좌우가 대칭에 가깝다. 잘

다듬어진 수염과 구레나룻에다 이목

구비가 그렇고, 주변을 둘러싼 장식

도 사방연속무늬다. 짝이 착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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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통합의 이미지가 보인다. 또 하나 화면을 채운 형상은 용(龍)

이다. 곤룡포의 앞과 뒤, 어깨에 새겨진 금색의 용은 발톱이 다섯 개로

지존의 권위를 자랑한다. 용상에 일일이 생긴 용들은 용틀임한다. 채색

깔개의 연속무늬도 용을 단순화한 도안인데, 그 속뜻은 염원의 지속이

다. 다만 깔개 제품은 중국산이다. 이 초상은 무엇보다 정면상이라서 무

게가 나간다. 카리스마가 직진하는 듯이 위압감을 준다. 국초(國初)를

연 태조의 용심(龍心)이 드러

난 어진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손철주, 사람보는 눈 135쪽)

조선왕의 어진은 전란 등으로

불타고 현재 태조, 영조[도판3

영조어진], 철종[도판4 철종어

진] 3분의 어진만이 전해지고

있다. 고종과 순종은 대한제국

으로 분류되어 사진과 함께 별

도의 어진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전 옆에 새로이 어진 박물

관이 세워져 조선왕조의 여러

왕의 어진을 볼 수  있다

(www.eojinmuseum.org).

초상화에는 사람을 직접 보고

그린 진본(眞本), 진본 초상화

를 그대로 모사한 모본(模本),

기록과 후손의 기억을 토대로

그린 추정본(推定本)이 있다.

추정본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것을 표준영정이라고 한다.

조선왕조는 초상화 왕국이라

할 정도로 많은 초상화가 제작

되고 전해져 오고 있다. 대표

적으로 왕의 초상화인 어진,

국란을 극복하는데 공을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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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공신초상, 사대부가에서 서원이나 사

당에 모시기 위하여 그린 선비초상을 들 수 있

다. 그밖에 사찰에서도 고승의 조사상이 많이

그려졌다. 일본 고잔지(高山寺)에 소장되고 있

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진영이 유명하다

(유홍준, 국보순례 56-59쪽).[도판5 원효대사

진영] [도판6 의상대사진영]

조선시대 초상화를 그리는 데에는 엄격한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 하나는 외형적 사실성의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정신세계를 담

아내는 전신사조(傳神寫照)의 형태다. 초상화

는 대상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은 너무나

도 당연하다. 초상을 사진(寫眞), 진영(眞影),

영정(影幀)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서양이나 중국, 일본과 달

리 미화시키지 않고 극사실에 가깝게 정밀한

묘사를 추구하였다. 얼굴에 난 간반이나 검은

점, 백반증을 앓은 자국, 어려서 앓았던 천연두

자국 등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그려 넣었다. 

터럭 하나라도 달라도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 예컨대, 윤급, 유언호, 신임 초상화가 대

표적이다(유홍준, 한국미술사 강의3 64-65쪽

참조). 동일한 인물에 대한 초상화도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얼굴의 변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상묘사에 충실하였는데 홍상한의 51세상,

59세상, 61세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유홍준 위

책 65쪽). 전신은 곧 이형사신(以形寫神)을 말

한다. 전신이란 정신을 전한다는 뜻으로 5세기

중국남북조시대의 인물화의 대가인 고개지(顧

愷之)가 전신사조라고  한데서 비롯된다 [유홍

준, 위책 65쪽] 고개지는 전신의 핵심은 눈동

자의 표현에 있다고 했다(유홍준 위의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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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눈동자는 내면의

정신세계를 대표하고

눈을 통하여 그 내면

을 엿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초

상화에서 전신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인품을 말하는데 눈

동자에 그치지 않고

얼굴 전체의 표정에

서 드러나야 한다. 예

컨대 송인명(1689-

1746)의 초상에는 뻐

드렁니까지 그려 이른바 구심(口心)을 나타내었다(손철주, 사람보는눈

65쪽). [도판7 송인명초상]

전신사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초상으로 공재 윤

두서(1668-1715)의 자화

상을 들 수 있다. 윤두서

자화상[도판8 윤두서 자화

상]은 38.5cm×20.5cm,

국보 240호로 담헌 이하곤

(1677-1724)이 찬(讚)을

지으면서 “도량은 일국의

재상감이고, 외모는 장수

같았다”고 한다. 이 초상화

를 보면 윤두서의 기(氣)가

나를 전율케 한다(유홍준,

한국미술사강의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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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모악

산(母岳山) 아래에 있는 금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이

다. 금산사에는 3층 형식의 목조

건물인 미륵전이 있다. 이 미륵전

은 1-2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 3

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각지

붕 다포양식이다. 겉모양은 3층이

나 내부는 통층(通層)으로 되어있

다. [도판9 금산사 미륵전]

미륵전내에 본존인 미륵장륙상과

협시보살 2분을 모시고 있다. 본

존은 11.82m로 통일신라시대 양

식이고, 협시보살은 8.79m로 조

선후기 시대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도판10 금산사미륵장륙상]. 이 미

륵전은 1635년(인조13년)에 지은

목조건물로 국보 62호로 지정되

어 있다.

미륵전에는 1층에 대자보전(大慈

寶殿) 2층에 용화지회(龍華止會)

3층에는 미륵전 편액이 걸려있는

데 모두 미륵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3층의 구조는 미륵불이 지상에 하생하여 3번의 법회를 통

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징을 보여준다. 

미륵불은 범어로 마이트레야(maitreya)이고, 이를 음사한 것이 미륵이고, 의역하면 자씨(慈氏)

이고, 유태교의 메시아와 같은 것이다. 불교에서 석가모니 이전에 과거 7불이 있었고 석가모니

불이 현세불이고, 미래에 미륵불이 와서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

을 교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295

도판 9 금산사미륵전

도판 10 금산사미륵장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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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금산사의 미륵전 이외에 화엄사의 각황전(覺皇殿 국보67

호)과 법주사의 팔상전(捌相殿 국보55호)이 유명하다. 미륵전 내에 미

륵장륙상을 받치는 철제솥이 있고 이 솥에 예배하고 시주를 하도록 안

내하고 있었다. 필자가 보기에 철제솥은 철제 발우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발우는 스님이 사용하는 개인용솥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중창한 것으로 보인다. 진표율사

가 도를 크게 깨달아 산에서 내려와 대연진(大淵津)에 이르자 갑자기

용왕이 나타나 옥가사를 바쳤다. 그리고는 8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산수로 모시고 가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며칠 만에 완성하였다. 또

자씨보살(미륵불)이 감응하여 도솔천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율사에게 계법을 주자 율사가 시주를 권유하여 미륵장륙상을 만들게

하였다. (중략) 진표율사가 명주해변으로 향하였다. 율사가 천천히 가

는데 물고기와 자라 등이 바다에서 나와 율사 앞에서 몸을 이어 붙여

육지처럼 만드니 율사가 그것을 밟고서 바다로 들어가 계법을 외워주

고 다시 나왔다. (중략) 개골산으로 들어가 발연수(鉢淵籔)를 세워 점찰

법회를 열고 그 곳에서 7년동안 머물렀다는 기사가 보인다(삼국유사,

을유문화사 480-481쪽).

금산사를 방문한 2014. 11. 6. 오전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 금산사대적

광전과 미륵전 앞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질

퍽하게 진창으로 변하고 있었다.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대연진은 바로 금산사가 세워진 터로 보인다. 대

연진은 원래 진흙탕터로 보이고 용왕은 대연진을 지배하던 농사짓는

사람의 우두머리로 보이고 이들이 자진하여 사찰을 짓는데에 협조하여

땅을 매립하였고 특히 매립지는 지반이 약하므로 화강암 빔을 사용하

였다가 나중에 철재빔을 사용하여 지반을 견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3층 건물에 미륵장륙상을 세우려고 더 많은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

이 필요하다. 여기서 용왕이 바쳤다는 옥가사는 옥가사가 아니고 옥발

우라고 보아야 하고 옥발우는 화강암발우이고 그 후 철재 발우로 바뀌

었을 것으로 추리해 본다. 뒤에 보이는 바다의 물고기와 자라가 협조하

였다는 것은 진표율사가 어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발연수를 세웠다는 것은 진흙발우를 뜻한다고 추측이 되고 바로, 금산

사 미륵전 미륵장륙상이 밝고 있는 옥발우를 말하고 후에 철제발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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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화유산답사날에 비가 온 것은 문화재를 더욱 깊게 들여다 볼 수 있

는 하늘의 도움이었다.

금산사 입구에 금평저수지가 있고 금평저수지를 오리알터라고 부르고 있다. 오리알터는 올(來)

터가 변한 말이라고 하며 “올”은 바로 미륵세상을 상징한다.

또 금산사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후계자로 4남인 금강을 세우자 이에 불만을 품은 신검이 두

아우 양검과 용검 그리고 참모능환과 모의하여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금강을 죽인 일화

와 관련이 있다.

구한 말에 증산교를 창시한 강증산(본명 강일순 1871-1909)은 금산사 맞은편 대원사에서 도를

깨닳고 오리알터 부근 구릿골에 약방을 열고 치병과 아울러 도를 편다. 모악산은 증산교의 성지

가 되었다. 강증산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

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하시고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금산사 미륵불은 육장이나 나는 육장반으로 오리라”(도전 868쪽)라고 하였다고 한다.

증산도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언젠가 영몽을 꾸러 모악산이나 금산사에 가서 1박을 해야겠다.

Ⅳ. 후기

여행에는 먹거리와 잠자리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답사에서 정통 전주비빔밥, 전주한식, 전

통술 모주(알코올 1.5%로 감주와 유사), 이강주(소주)를 맛보았다.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조성되

어 국내외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었다. 이왕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기회라면 한옥마을의

한옥에서 1박하고 식사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한옥마을에 접하여 대성전(大成殿)이 있다. 대

성전 뜰안에 300년 이상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천년 세월을 지켜가고 있다. 은행나무는 공자학

당의 상징이다. 한옥마을 옆의 오목대(梧木臺)의 편액과 금산사의 본당인 대적광전(大寂光殿)

편액은 악필(握筆)로 유명한 석전황욱(1898-1993) 선생이 썼다(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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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서가
부산 변호사 독서모임

윤 혜 주 변호사

부산 변호사 독서모임

부변서가

모임소개

부변서가는 매월 한권의 책을 지정하여 읽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독서모임입니다. 2000년 부민

동 법원 시절 강진영, 명호인, 이호철, 임경윤 4명의 변호사님이 창단하신 뒤로 지금까지 15년간 유

지되고 있으며, 현재 24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한 달 동안 책을 읽은 뒤 다음 모임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다시 책을 선정하

는 방식으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선정도서 및 추천인

1월: 디어 라이프(신용수) 2월: 총균쇠(윤혜주) 

3월: 혁명(이덕욱) 4월: 제3인류(이태환) 

5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이호철) 6월: 지금, 경계선에서(임경윤)

7월: 고전, 대중문화를 엿보다(장준동) 8월: 투명인간(허종범)

9월: 뉴스의 시대(장우혁) 10월: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정지훈)

11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홍지은)

들어가며

이번 법조지에는 2014년에 토론이 진행된 도서 중 6권을 선정하여 책 내용 및 모임에서 나눈 토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달 독서모임에서 토론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했던 ‘생각의 나눔’을 많

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a reading club
THE BUSAN BAR ASSOCIATION

A. 독서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700쪽 짜리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이 모임이 아니라면, 끝까지
못 읽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신석기 시대로부터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여 영토정벌
에 관한 인과관계들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많고, 어느 대륙이던
간에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B. 역사 속에서 침략 당하고 침략하는 가장 큰 원인이 총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자는 병균이라고 본
다. 병원균도 가축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병균과 면역이 생기는데, 침략의 가장 큰 원인이 병균
과 면역이라고 본 것이 이 책의 색다른 면이라고 생각한다.

C. 총균쇠라고 해서 총 얘기, 균 얘기, 쇠 얘기가 차례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총균쇠가 한 덩어리로 서
술되어 있었다.

D. 서구인의 관점에서 써진 책이다. 동아시아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다. 오스트리아와 뉴기니가 많이
다루어지는데,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곳도 아닌데 이곳보다는 동아시아를 자세히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A.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중점으로 다룬 것은 뉴기니는 최근까지 개발, 문명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모델로서 실험을 하는 것이 되어 중점적으로 서술이 된
것이다.

E. 일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본은 특수한 나라이고 서구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슷
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목하는 관계에 있고, 동일 민족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선
조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D. 마지막 부록 부분에 일본은 서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세히 다뤄졌
는데, 한국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일본이 서구학자들과 교류가 많은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다.

F. 일본 편은 일본인의 조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D. 학설이 3가지가 있으며, 한국인이 건너간 것은 맞지만, 다수가 간 것이 2번 학설 , 소수가 간 것이 
3번 학설이다.

F. 대량이주설이 맞는 것 아닌가.

D. 대량이주설이 맞으려면 언어가 같아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은 언어가 분리 된 것이 5,000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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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인 남성이 가장 많이 읽은 책 1위. 반면 성인 여성이 많이 읽은

책 20위에도 들지 못한 책. ‘총’, ‘균’, ‘쇠’라는 환경적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인류 문명의 발달 속도 차이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1998

년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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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대량 이주한 것이 맞지만, 원주민에 동화된 것이다.

D. 우리가 정복한 것이 아닌가.

F. 정복한 것은 아니다.

G. 일본부분만 따로 읽어봐도 흥미로울 것 같다.

A.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도전이 정몽주에게
왜 이성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왜 이성계가 돼야 하는지
아무 느낌이 없었다. 거기서 필이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또한 이 내용이 정말 역사에 사실적인 바탕을 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백성
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어 놓았는데, 나중에 보면 왕족을 다 죽인다. 

B. 이성계의 제위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성계는 아들들의 왕권다툼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왕위를 선양하고 나간 것이고, 이성계가 갑자기 왕위를 선양하고 나갔기 때문에 정도전
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왕족을 다 죽인 것은 이성계와 정도전의 뜻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또 다른 여지를 줄 수 없다는 아랫사람들의 뜻이 작용한 것이다.

C. 작가입장에서는 역사에 충실하려고 한 것 같다. 드라마에서 방영하는 사극이 왜곡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 있다. 

D. 소설형식이 일기체 형식이라 재미가 덜하다. 왜 일기체의 형식을 썼는지 의문이었는데, 정도전이 소
설의 1인자가 아니고, 2인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영웅소설의 경우 주인공이 왕, 또는 1인자이
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정도전은 2인자이기 때문에 일기체를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E. 정도전이 복권된 것이 언제인가. 조선 말 고종 때 경북궁 중건할 당시에 복권되었다. 이전에는 정도
전은 역적으로 조선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400년간 잠자다가 복권이 된 것이다.

B. 학교에서 정몽주는 충신이고, 정도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물로 배웠고 은연중에 이런 인식이 남아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국가를 다시 세우는 정도전의 노고가 느껴졌다.

부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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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정몽주, 이성계 세 남자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가슴에 

새로운 세상을 품은 정도전의 마지막 절규, 고려의 불꽃이 스러지고 

조선의 동이 튼 18일의 광활하고 내밀한 비망록!! 

저자의 대하소설 「조선왕조실록」 60권 집필 계획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당시 방영 중이었던 KBS사극 「정도전」과 함께 더욱 뜨거운 토론이 있

었다.

『혁명』  (저자: 김탁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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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역사에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도전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물들은 나라가 세워진
후 위협이 되기 때문에 토사구팽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 정도전은 정권보다 법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단순히 혁명을 일으켜 왕을 바꾸는 것을 떠나
서 새로운 나라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결국 ‘왕은 존재하지만 재상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가자는 것’을 법과 제도의 근간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현재 영국의 정치
시스템인 총리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정도전의 시스템은 왕권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방원과
는 맞지 않았을 것이다.

F. 그런 측면에서 정도전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총리제는 불가능했다. 정도전
이 조금만  더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품이 그렇지 못했다.

B. 책을 보면 정도전은 타협점을 찾고자 했으나, 이방원이 너무 앞서가 버린 것이다. 작가는 정도전, 정
몽주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성계까지 합일점을 찾아 가려고 하는데, 이방원이 앞서 가면서
정몽주를 죽여 합일점 찾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인 것 같다.

G. 작가가 조선왕조실록을 전부 소설로 쓴다고 했는데, 전 권을 쓴다고 해도 우리가 사서 읽어 볼 정도
로 재미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글의 내용만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연결 부분이나
순서가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없이 튀어나와 파악하기 어렵도록 되어있어 몰입감이 떨어진다. 서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

E. 일기체 형식이라 생긴 문제점 같다. 작가의 전작과는 많이 다르다. 열녀문의 비밀, 방각본 살인사건
은 몰입감이 뛰어 났다.

G. 작가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급하게 기획한 다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B. 책은 드라마 전에 나온 것인데, 책과 드라마 중 어떤 것이 먼저 기획됐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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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인류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멸을 향해 가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하여

그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기상천외한 시도를 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작가 특유의 상상력과 우화적인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

『제3인류』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5월)

A. 작가는 상상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B. 이 책을 황당한 이야기로 접근하면 재미가 없고, 상상력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어 달이 만
들어 지는 상황은 물리적 사실임에도 이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동원되어 재밌게 표현되었다.

C. 작가가 정말 박학다식하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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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거인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인족은 고대신화에 자주 언급되는 소재이다. 또한 알에서 태어난 인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난생 설화와 유사하다.

D. 작가의 전작 중 개미도 50쪽정도 읽고 더 못 읽었는데, 이 책도 50쪽 읽고 더 못 읽었다. 저랑은 스
타일이 안 맞는 것 같다.

C. 상상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황당한 이야기도 좀 읽으셔야 된다.

B. 2권 끝 작가의 말에 전작인 개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가가 이 책을 개미를 쓰고 20년 만에
썼는데, 사실상 ‘개미의 3부다’라고 한다. 그 정도로 개미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개미가 재미없었
으면 이 책도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

D. 재밌게 읽는 사람들도 많은데, 확실히 호불호가 나뉘는 책인 것 같다. 작가가 정작 프랑스에서는 인
기가 없다고 한다.

B. 책에 보면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개미나 뇌가 한국에서 많은 히트를 했기 때문에 작가
가 한국 독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보
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한국이 인공지능, IT강국으로 나온다.

E. 작가의 책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작가가 한국 번역가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B. 현재 4권까지 나왔는데, 아직 끝이 안 났다.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다.

F. 책 내용 중에 애드몽 웰즈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 이 책 자체가 신기해서 찾아 봤는데, 애드몽 웰즈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은 작
가의 모든 작품에 등장한다고 한다. 애드몽 웰즈가 작가의 페르소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책
중 책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

A. 불교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읽기에 좋은 책인 것 같다. 술 취한 코끼리는 자신
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부수려고 하지 말고 잘 다스리라는 것으로 여러 우화를 통해 보여 준다. 
처음에 있는 ‘벽돌 두 장’만 봐도 참 좋다. 작가가 벽을 쌓았는데, 벽돌 2장이 잘못되었다. 기분이 나
쁘고, 남들이 볼까 겁나 손님이 오면 다른 길로 안내하면서 이 두 장을 감추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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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작가는 케임브리지 대학 이론물리학과 졸

업 후 불현듯이 태국으로 건너 가 수행승이 되었다. 전설적인 고승 아잔

차의 밑에서 9년간 수행을 마친 뒤 호주로 건너 가 남반구 최초의 절을

세웠다.  

기쁨, 두려움, 행복, 슬픔, 고통, 용서...... 우리 마음 속 수많은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작가는 108가지의 이야기로 이를 풀어나간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저자: 아잔 브라흐마,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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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바꿔서 보니까 나머지 잘 쌓은 998장의 돌이 보이더라. 1000개 중 2개가 잘못된 것인데, 998
개를 잘했다고 생각안하고 잘못된 2개만 가지고 마음 아파하느냐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개개의 약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잘해온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생각
하라는 것이다.

B. 이 책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에 모두 읽는 것보다 이따금 한 번씩
읽으면서 내용을 음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C. 책의 마지막 장면 ‘쇠똥 이야기’가 인상에 남는다. 수도자인 두 친구가 저승에 간 뒤 천상에 간 한 친
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보았는데, 그 친구가 쇠똥벌레가 되어서 쇠똥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서 쇠똥에 가지 말라고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데도 친구는 쇠똥이 좋다고 계
속 달려드는, 그런 내용이었다.

D. 위 내용은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더 나은 삶을 원
하지 않고, ‘나는 이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C. 벌레가 쇠똥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욕망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A.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구가 현신이 되어 내려와서 ‘가자가자’해도, 친구에게 ‘거기
에 소똥이 있냐?’고 되묻는다. 쇠똥은 곧 욕망이다.

E. 이 책에 108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데, 108가지이야기가 108번뇌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A. 불교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F. 이 책의 내용 중 톨스토이 단편집을 인용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온다.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
여, 대부분 책은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일이 “보살핌
과 배려”라고 답한다. 불교적인 의미에서 대답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이야기의 첫 출처가 어디인지
그 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C.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이라고 하는 듯하다.

F. 불교적으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G. 책이 쉽게 읽혀서 좋았고, 번역도 잘 되어 있다. 내용 중 대부분의 고통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말
이 많이 와 닿았다. 보통 걱정하면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데, 두려움 자체를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이빨을 뽑는 5초간만 고통을 느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과가기 전부터
두려워하면서 고통을 느낀다. 평소의 내 생활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A. 또 감명 받은 내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환경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코너에 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려고 해
도 능력이 안 될 때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오버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살
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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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작가는 호주에서 남반구 최초의 절을 짓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가가 됐는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A. 작가는 영국출신 스님으로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
각이 들어 불교에 심취하였고, 태국에서 불교에 귀의하여 호주에서 스님으로 있다.

A. 이 책은 인식의 한계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 ‘슈퍼밈’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중

사일로식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믿음에 대

한 맹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마야문명이 멸망한 것을 예로 들어 이를 자세히 설명

하고 있는데, 읽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B. 마야문명의 멸망원인은 가뭄인데, 그 가뭄이 사실 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라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마야인들은 가뭄이 왔을 초기에 저장고나 저수지를 더 만드는 방법으로 가뭄에 대처하

였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 길어지면서 만성적인 문제가 되자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근원적

인 해결이 아닌 다른 해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기우제를 지내자,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받치자’ 이런 식의 방법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류문명이 복잡해지는 반면 우리 뇌는 진화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 뇌를 조금 더 진화시키자는 방법이 통찰인 것이다. 작가의 스승인 애드워드 윌슨의 책인 ‘지

식의 대통합’을 2008년 11월에 독서모임에서 읽고 토론한 적이 있다. 지식의 대통합은 예전에 어

려워서 보다가 말았는데, 이번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고 복잡해지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려고 한다.

B. 생물학적으로 진화라고 생각하면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룡인 등만을 생각하는데, 현재도 인간은

부변서가
부산 변호사 독서모임

“사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활동은 점점 더 자취를 감

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해법 중 하나가 그와 같은 ‘틀을 깨

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뿐만 아니라 교외 휴양시설, 경영자 코치,

팀 구축 훈련 등도 불필요한 사치로 간주되어 예산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삭

감 대상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은 두려움, 경직성, 순응을 야기하고, 이와 동

시에 창의성과 혁신은 점점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4장 첫 번째 장벽

‘불합리한 반대’ 중 일부 인용

“놀랍게도, 우주 기반 태양 에너지를 연구한 나사 과학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에너지부의 문을 두드렸

다....(중략)... 하지만 환경 관련 자료를 학계와 공유하려다 비난을 받았던 CIA와 마찬가지로, 무공해 에너

지 개발 역시 나사의 공식 임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것을 ”부적절한 임무 확대“로 본 에너지부는 나사

를 비난하며 우주개발이나 충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7장 네 번째 장벽 ‘사일로식 사고’ 중 일부 인용

『지금, 경계선에서』  (저자: 레베카 코스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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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를 하고 있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지다보니 뇌의 진화가 그 속도를 못 따라 가고 있는 것이

다. 뇌의 진화를 자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라고 하는 장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서 만유인력을 생각하는 장면이 통찰이다. 통찰을 통해 우리 뇌를 더 개발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C. 이 책의 저자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콕콕 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했다. ‘수퍼밈’ 중

‘왜 반대를 할까?’ ‘군중심리를 어떻게 이용할까?’ 등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를 역이용해 활용해

도 좋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했다. 여론 조성의 병폐 및 문제점으로 언급된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

서 보게 되었고, 유익한 책이었다.

D. 작가의 통찰력이 돋보였고,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있게 책을 읽었다. 학술서적임에도 읽는 재미

가 쏠쏠하고, 예화들이 많아서 어려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E. 처음에는 책이 잘 안 읽혀졌다. 하지만 읽어 갈수록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었다. 여러 챕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정관념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은, 위조와 사기의 달인인 미국

의 천재적 범죄소년이 미연방수사국에서 붙잡혀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오히려 4년 뒤에 미연방

수사국 수사관들이 그 범죄 소년을 석방 시켜 달라, 이 소년을 다른 범죄 연구에 활용하겠다고 요

청하였고, 실제 FBI 범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A. 책에 흰 페인트 칠 이야기가 나온다.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많은 기여

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소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F. 처음에는 책이 어려웠는데, 읽다보니 ‘슈퍼밈’으로 제시되는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다만

작가는 해법으로 ‘통찰’을 제시하면서, 그 ‘통찰’이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깨달음

같은 것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과연 어떻게 ‘통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뇌가 건강해야하므

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등등의 답변을 제시하였는데, 앞부분과는 달리 해결책 제시 부

분은 초라한 느낌이었다. 약간 용두사미라고 생각했다.

B. '통찰'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로 풍부한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뉴턴이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을 생각해 내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사과 떨어지는 것을 봐도 만

유인력을 생각해 내지 못한다.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쌓인 뒤 어느 순간 찾아오는 초월의 순간

이 바로 ‘통찰’이다.

C.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을 하다가 탁 내버려두고 편안한 상태에서 깨치게 되는 순간, 뇌과학

적으로 좌뇌와 우뇌가 활성화되다가 멈춰진 상태에서 통합되는 그 순간인 것 같다.

F. 책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은 이 책의 주된 내용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한 작가의 답은 “뇌를 건강하게 하라” 라는

식이었는데, 솔직히 해 줄 말이 없어서 나온 대답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D. 학생의 마지막 질문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다. 자기 자신을 ‘통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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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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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남자 ‘김만수’에 대한 이야기. 시점(時點)은 한국 근현

대사 100년. 시점(視點)은 ‘김만수’의 주변인물 30명 각자의 1인칭 시점. 작가

는 그 입체적인 도화지 위에서 먹물같은 담백한 색깔로 아버지와 누이와 그

리고 ‘나’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압축성장 시대의 ‘사회’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이야기가 마치 정물화

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장편소설. 독서회 토론이후인 지난 10월 요산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됨.

『투명인간』  (저자: 성석제 , 7월)

A. 처음에 읽을 때는 투명인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읽고 나서 느낀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투명인간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다른 분

들도 가볍게 한 번 읽어 봤으면 좋겠다.

B. 책이 전부 1인칭 시각이라 내가 누구인지 구분이 잘 안되었다. 굉장히 헷갈렸다. 내가 머리가 나쁜지

끝까지 읽어도 헷갈렸다.

C. 책을 읽다가 작가가 이 책을 왜 썼을까 궁금해졌다. 머리말 등을 다 찾아 봤는데, 책에는 없었다. 굉

장히 불친절한 소설이다. 주인공들이 1인칭 시점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무슨 의도일까,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봤다.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한 방법 같은데 쉽게 읽혀지지는

않았다. 6.25이후 근현대사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데, 무겁게 다가왔다.

B. 옛날에 내가 보고 느꼈던 실제 행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 작가가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전부다 ‘내가, 내가’라고 하니까 읽다가 누구인지 파

악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끝까지 봐도 투

명인간이라는 제목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D.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58년생 만수인데, 58년생이 성장해온 과정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C. 작가가 정말 이야기꾼이다. 묘사들이 상당히 자세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머리에서 나왔을

는 것이 끝이고 답이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나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통

찰’까지가 답인데, 학생이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구하니까 작가가 사족을 단 것이라고 생각한다.

B. 환경문제에 있어서 작가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핵문제 등 마야문명의 가뭄 같

은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마야문명처럼 소

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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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부산 변호사 독서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책을 다 읽지 못한 회원

도, 까마득한 후배 변호사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라도 기탄없이 자신의 의견을 이

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모두가 경청(傾聽)해 주는 곳입니다. 생각의 나눔을 원하시는 분은 독

서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회원

강진영(회장), 윤혜주(총무), 강동규, 김미애, 

김석현, 김성수, 김용규, 김현영, 노정석, 박성호, 

박중규, 서재옥, 신용수, 이덕욱, 이영갑, 이일권, 

이태환, 이호철, 임경윤, 장우혁, 장준동, 정지훈, 

허종범, 홍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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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E. 투명인간이라고 해서 SF소설을 예상했다. 앞부분 이야기는 50년대 이야기인데, 옛날이야기라 솔직

히 100페이지까지는 지겨웠다. 그 뒤에도 주로 만수이야기이다. 30명의 등장인물들이 전부 1인칭 시

점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만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만수가 투명인간이라는 것이다. 몰입감은 좀 떨어졌지만, 30명이상의 등장인물을 모두 1인칭

으로 표현하면서 주변인으로 만수를 묘사하는 방법이 독특했다.

F. 묘사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배경을 묘사해 놓은 것이 정말 글

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 초에 신경숙의 외딴방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는데, 소

설가들의 묘사가 대단하다, 필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꼈는데, 그 생각이 다시 들었다. 다만,

너무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혼란스러웠던 게 흠이었고,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해방 이후부터 현

재까지를 다 다루려다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조금씩 다 건드려서 오히려 한명의 주인공을 내세운

소설보다는 난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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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부산 변호사 사진모임

이남열 변호사 춤사위



박정언 변호사 부산의 아침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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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부산 변호사 사진모임

김성수 변호사 슬로베니 블레드섬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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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 호수공원저녁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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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변호사 가을나들이

부변사진관
부산 변호사 사진모임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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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향 변호사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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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부산 변호사 사진모임

김용대 변호사 양평 세미원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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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변호사 감천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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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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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지난 세기 유명한 작가 가운데, 대표로 뚜르게네프, 톨스토이, 토스토에프스키를 들 수

있습니다. 뚜르게네프는 뒷동산과 같고, 톨스토이는 큰 산과 같으며, 토스토에프스키는 산맥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뚜르게네프의 단편소설 ‘첫사랑’, ‘짝사랑’ 그리고 ‘부자’ 정도를 읽어보았고, 톨

스토이, 토스토에프스키의 소설들은 집에 전집이 있었으나 장편을 정독한 기억은 없습니다. 러시아

소설에 관하여는 뒷동산에만 가본 격입니다.

톨스토이의 중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제정러시아 시대 판사를 주인공으로 한 그의 죽음에 관

한 소설이었습니다. 직업과의 관련해서도 내용을 알았더라면 젊은 시절에 꼭 읽어보았어야 할 소설

이었습니다.

부산법조 2014 제31호에 ‘법률가의 시야와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판사 세기 히로시가 지은

‘민사소송실무와 제도의 초점’이라는 책에서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識見’이라는 장을 번역하여 소개

하였습니다. 그 책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법률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

니다.  

2007년 무렵에 세기 히로시의 위 책을 통하여 소개는 받았으나 읽지는 못하였는데, 재일교포로 동

경대학교 교수였던 강상중이 지은 책 ‘살아야 하는 이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들이 자살하는 슬픔을 겪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은 에세이를 모은 책이었

습니다.

✽홍 광 식 변호사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 법무법인 국제



필자에게도 삶의 의미, 나아가 삶의 마무리 단계인 죽음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메시지

를 주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겨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세기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지은 ‘절망의 재판소(絶望の 裁判所)라는 책에

도 ‘이반 일리치 類型’의 판사들에 대한 통열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법률적으로 보면 민법총칙 권리주체 편에서 권리능력의 종기가 되고,

상속법에서는 상속개시원인이 됩니다.

우리들이 나날의 복잡하고 분주한 삶속에서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 쪽에서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삶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터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 법률가들도 법률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전체로 되돌아 보고, 인생의 마무리인 죽음에 대하여

도 관조해보아야 할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판사가 주인공이 된 소설이라 법률가들이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니꼴라예비치 톨스토이가 58세이던 1886년도 지은 중편 소설입니다. 필자가 본 번역본은 창

비사에서 2012년도에 출간한 창비세계문학 7번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관심이 갔던 부분을 요

약하여 소개해봅니다.

일리치는 법관이 되고 나서 다음과 같은 태도로 근무하였다.

심리를 진행할 때 직무와 무관한 모든 사항을 멀리하는 기법을 신속히 터득

했다. 그리고 서류상 기록할 때에는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 자체만을 반영하며 특히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엄수함으로써 아

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쉽게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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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 속에 파묻혀 오직 거기서 삶의 재미를 느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재미라는 것이 그를 삼

켜버리고 말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다는 권력의식, 비록 외적인 것이지만 법정

에 들어설 때나 부하 직원들을 만날 때 분명하게 전해져오는 존경 어린 시선, 상관들과 부하들 앞에

서 과시할 수 있는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는 탁월한 업무처리능력 등

등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덧붙여 동료들과의 대화와 식사, 그리고 카드놀

이 등등이 그의 삶을 채워갔다.

병에 걸려 의사를 찾아갔던 상황은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모두 예상한 대로였다. 언제나 그렇고 그런 빤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짐짓 근엄한 의사의 얼굴 표정,(사실 그런 표정은 이반 일리치가 법정에서 짓고 있는 것으로 익숙한

것이었다) 이곳저곳 두드려보기, 청진기 대보기, 빤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래서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들, 이제 우리에게 다 맡겨 두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고 뭐든 분

명히 잘해드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린 똑같이 대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심각한 표정 등

등 모든 것이 그랬다. 그 모든 것이 법원에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저명하다는 의사도 그가 법정에

서 피고를 대할 때와 똑같은 태도로 그를 대했다.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마무리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그가 세상을 뜨기 한시간전 쯤의 일이다. 김나지움에 다니는 아들이 살금살금 아버지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죽어가던 이반 일리치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손을 내젓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의 손이 아들의 머리에 부딪쳤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입술에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 졌고 빛을 보았다. 동시에 그는 그의 삶이 모두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문했

다. ‘그게’ 뭐지?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입 맞추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눈을 뜨고 아들을 보았다.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아내도 그에

게 다가왔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코와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

체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도 불쌍했다.

‘그래, 내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두 참으로 안됐어. 하지만 내가 죽으면 훨씬 나을거야.’ 그는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

‘아니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몸으로 보이면 되는 거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아내에게



눈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데리고 나가........불쌍해, 당신도..........”

그는 ‘쁘로스찌(용서해줘)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었지만 ’쁘로뿌스찌‘(보내줘)라고 말하고 말았

다. 하지만 그 말을 바꿀 힘도 없어서 손을 내저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었다.

그러자 돌연 모든 것이 환해지면서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며 마음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일 순간 밖으

로, 두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온갖 방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가족들이 모두 안쓰럽게 여

겨지고 모두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도 벗어나고 가족들

도 다 벗어나게 해주어야 했다.  

‘ 이 얼마나 간단하고 훌륭한 일인가!’

‘그런데 통증은? 통증은 어디로 갔지? 어이 통증,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 여기 있었군. 그래, 뭐 어때, 거기 있으라고.’

‘그런데 죽음은?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

지? 죽음은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이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는 그가 그러고도 두시간이나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의 가슴에서 뭔가 부글부글거렸

다. 쇠약할대로 쇠약해진 그의 몸에 경련이 찾아왔다. 부글거리는 소리와 숨이 차서 쉭쉭거리는 소

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임종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굽어보며 말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되뇌었다.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다가 그대로 멈추고 온몸을 쭉 뻗고 숨을 거두었다.

3. 살아야 하는 이유

강상중교수는 위 책에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비할 데 없이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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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라고 할 수 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진가를 생

각하는 데 매우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마흔다섯 살의 재판관으로, 그런대로 지위와 명성을 쌓아 온 인

물입니다. 하지만 속물이고 허영심이 강하며, 그런 만큼 호감도 얻지 못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파탄까지 나지 않았지만 결코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립니다. 병의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지만,

의사도 식구들도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육체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정신적 공포라는 이

중고에 시달립니다.

믿을 데라고는 가족밖에 없지만 병으로 인한 고통 탓에 그는 예전보다 더 지겨운 사람이 되어 아내

와 딸에게 미움만 사고 있습니다. 그는 냉정한 태도의 아내와 딸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아내와 딸도

지긋지긋해하고, 일리치의 마음도 점차 거칠어지고 육체의 고통도 배가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병이 악화되어 죽기 한 시간 전이 되었을 때 일리치는 침대 옆에서 아버지를 생각하

며 울고 있는 중학생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태도가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가여울 뿐이고, 자신 또한 구원받지 못한

다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그 마음은 전조도 없이 돌연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통과 공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났다!’라는 생각과 함께 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삶은 끝났다!가 아니라 ’죽음은 끝났

다!‘라는 안도와 함께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인생을 멋지게 좋은

것으로 바꾼 것이 재판관으로서 해낸 업적이나 지위 또는 재산을 축적한 수십 년의 사회적인 ‘창조’

가 아니라 채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가족에게 배려의 마음을 보여 준 ‘태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톨스토이 역시 인간의 가치는 ‘창조’보다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거듭나기’라는 것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거듭나기입니다. 또 그것을 얻은 것은 인생의

최후이므로, 인간의 인생은 최후의 최후까지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만의 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3·11(일본 동북지방의 쓰나미가 온 때)’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울린 것은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그리고 웅변 같은 말보다는 그저 기도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나 ‘체험’은 평상시나 건강할 때가 아니면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도’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 어느 때나 마음만 있으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늘 진가를 묻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단련이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반 일리치처럼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누워만 있던 상황에서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태도라는 가치는 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공인가 실패인가, 효율적인가 비

효율적인가, 유효한가 무효한가 하는 것 너머에 있고 또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이나 교환가치와는 대

극의 위치에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종교적인 것’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가치는 한없이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

세기 판사의 ‘절망의 재판소’에 일본 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통열하고 지나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입니다.

참고로 소개하여 봅니다.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다루고자 한

내용과는 다른 방향의 내용입니다.

원래 재판관이라는 직업은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 쓴맛, 단맛을 상당히

맛본 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정도의 포용력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직업은, 그것도 병이라는 측면에만 관여하는 의사와는 달리 정신

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짐이 너무 무겁다. 예를 들어 법과대학원의 모의재판 수업에서 재판관 역할

을 맡은 학생들 중에서 갑자기 긴장감이 높아져 말투가 딱딱해지는 사람이 여럿 나오는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재판소 시스템이 커다란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원래가 곱게 자란 우등생이었던 젊은 판사보들은 심성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그 결점이 이상하게 증

폭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젊은이들은 성장 환경이 좋아도 세상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색에나

쉽게 물들어버린다. 실제로 장점이나 좋은 면을 가지고 있던 젊은 판사보들조차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년쯤 지나면 상당한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모습을 볼 때, 이때만큼 재판관이라는 사실이 실망스러

운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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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일리치의 문제와 일리치보다 못한 고위 재판관들

이번 장에서 논해온 사항은,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한 것처럼 예전부터 ‘재판관의 관료주의’로 비판받

아온 사항과 표리 관계에 있다. 

이것은 본질이 잘 보이지 않는 매우 고민스러운 문제다. 재판관의 관료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반

적인 관료제도의 문제를 논하는 것과도, 나 자신(재판관 시절의 나)의 문제를 논하는 것과도 다른 미

묘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무총국 중심체제에서 전형적인 조직체로서의 문제 외에 각 재판관 개

인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또한 그것들은 하나하나를 보면 일정한 형태가 없는 입자로

밖에 보이지 않으나 다수가 모이면 어느 틈엔가 한 장의 사진(영상)을 구성하는 사태와도 비슷해서,

개별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문제를 연결지어 논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관료주의의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그리고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한 것은 앞에

서 언급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대와 나라는 다르지만, 그리고 소설의 주제는 ‘개인의 구원과 은총’이라는 절대적, 종교적인 성격

의 것이지만, 톨스토이의 이 단편소설은 ‘개인의 인식, 개인의 기반이 약한 사회에서, 원칙 본위의

견고한 관료시스템의 일원인 법률가, 관료재판관의 정신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 예리함과 깊

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귀족이었던 톨스토이가 신흥 중산계급에 불과한 법률가 세계의 실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가 묘사한 법률가, 재판관 세계의 섬세함, 그 ‘마치 여러 가지가 보장되어 있

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러한 보장은 뜻밖에도 견고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문제(여기서는 아내와

딸과의 불화, 그리고 아마도 암이라 생각되는 불치병의 진행)가 자신의 지식만을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지식인의 정신적, 물질적 기반의 취약함을 폭로하고 알몸으로 절대적인 존재앞에 세

운’ 모습의 묘사는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나는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톨스토이 백작이여! 당신의 묘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일

본의 재판관 세계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의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나이든 거장을 향해 마음속

으로 외칠 정도이다. 그만큼 톨스토이의 리얼리즘에는 보편성이 있다. 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약간

바꾸면 그것은 그대로 현대 일본의 이야기로 통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반 일리치의 관료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비껴 지나가

는’ 그 삶의 방식에 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처럼 위장하고 늘 그렇게 공언

하는 것이 그의 본질적 삶의 방식이다. 취미나 교양도 일정 수준에는 도달해 있으나 비슷한 부류의

다른 사람들과 매우 흡사해서 그 자신만의 참된 개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가치관도 역시 마찬가지인

데 머리도 좋고 또 겉으로는 느낌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존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무엇, 존재의 무게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다. 

그의 본질은 가면을 쓴 이기주의다.

법률가로서의 그의 눈은 사건이나 사안의 본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보

지 않고 단지 그 표피만 훑고 지나가, 일반적이고 냉정한 규범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사안에 적용하

는 일밖에는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일반론의 범주안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여러 가지 불쾌감과 불안을 지나쳐 현명하고 건전한 법률가, 재판관이라

는 ‘역할’을 무사히 연기할 수 있었다. 불치의 병이 그러한 그의 생활 기반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

해 곧 흔적도 없이 파괴하기 전까지는.

이반 일리치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아마도 ‘느끼고 슬퍼하는 능력’이었을 것이다. 유

럽에서 전쟁 책임과 관련해 사용되었던 말인 ‘슬퍼하는 능력의 결여’가 그의 존재를 결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슬픔을 슬퍼하고 타인의 슬픔을 슬퍼하며 인생의 가장 엄숙한 ‘무엇인가’에 마주

하는 그러한 상황은 회피한 채, 세련된 스마트함과 자기만족으로 도피함으로 해서 이반 일리치의 생

활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의 작은 왕국은 보편성, 개념, 권위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계급의식에

의해 몇 겹으로 단단히 둘러쳐진 공중누각(空中樓閣)이었다. 

이러한 관료주의의 한 측면은 그 특질 전체를 놓고 보면 비교적 양질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특별한 파탄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문제점은 잘 보이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이렇다 할 결

점이 없는, 자기만족적이기는 하나 능력 있는 관료 재판관을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데에는

틀림없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작가 입장에서 보면 이반 일리치는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낮

은 인간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직시하고 그 고뇌에 직면할(다시 말해서 작가의 고뇌를 함

께 나눌 수 있는) 만큼의 강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실제로 이반 일리치는 작가가 그에게 부

과한 끔찍한 시련을 견디고 은총 속에서 죽어간다. 

재판관 시절의 나는 수많은 이반 일리치와 다수의 잠재적 이반 일리치를 보아온 듯한 느낌이 든다.

말하자면 성공을 했고 머리도 좋으나,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공통적

인 특질은, 예를 들어 악의 없는 무의식적인 자기만족과 자만심, 조금 강하게 말하면 세련되고 시원

시원한 맛이 없는 자기기만(自己欺瞞)의 정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질들은 성공한 법률가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쉬운 것인데 재판관의 경우는 피

라미드 단계의 중간에 있을 때 자각하지 못하면 특히 현저한 형태로 표출되기 쉽다. 예를 들어 아랫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 앞에서의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말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가짐,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감춰지지 않고 배어나오는 것을 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한 사실을 통해 아셨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계층적 캐리어시스템에서 이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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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 타입 이상의 재판관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이반 일리

치 수준에 달한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봐서 오히려 나은 편에 속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소장이나 소장대행을 포함한 비교적 고위직 재판관 가운데 앞에서 말한 ‘충견 재판관’의 예를 비롯

하여, 한 신문에 게재된 자신의 글(안타깝게도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기자나 편집자가 ‘잉크

자국’이라고 부르는 수준의 글이었다)의 복사본을 재판관이나 직원에게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정

도야 그렇다 쳐도, 공식행사 후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도 있는 자리에서 복사본을 돌리기도 하고(일

종의 공과 사를 혼동한 행위로, 만약 다른 재판관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틀림없이 그 소장은 화를 냈

을 것이다), 재판장들만 모인 연회석상에서 중학생조차 창피할 만한 인사(이것은 딱 한 가지 기억하

고 있다. “여러분이 가을의 단풍이라면 저처럼 재판장의 ‘형님’뻘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벌써 겨

울의 마른 잎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인사였는데, 너무나도 진부한 표현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의미를 알 수 없었기에 기억에 남았다)를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해서 분위기를 썰렁하

게 만들기도 하고, 수습생에 대한 강의 시간에 수습생이 졸았다고 불같이 화를 내며 사법연수소에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자신의 얘기가 따분해서 수습생이 졸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자신의 수

치가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그 점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결과 임용을 희망하는 수습생에게 커다란 불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역시 생각지도 않는다. 그저 ‘화가 난다. 녀석은 밉다’는 생각만이 전

부다) 등등, 이런 인물들이 여럿 있다. 

이러한 행동들의 배경에는 자기만족, 자만심,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 아닐까 여겨지

는데 그와 같은 성격적 특성은 극심한 압박, 자기규제와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또 하나의 특질은,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론이나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의 상냥한 얼굴과, 재판관이나 직원을 대할 때의 추악한 얼굴의 큰 차이, 그 두 개의 얼굴을

교묘하게 구분해서 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타입의 사람들이 고등재판소의 재판장이나 고등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와 같은 자리에까지 앉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다. 

5. 나뭇잎이 뿌리로 돌아가는 계절에-Memento Mori-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落葉歸根)는 불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을도 깊어져 소임을 다한 나뭇잎들이 바람 따라 흩날리고 있습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밟는 발자국 소리가...’라고 시작되는 프랑스 시인 구르몽의 ‘낙엽’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우리도 가련한 낙엽이리라’ 라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가을도 끝나가는 이 지음 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그리고 삶의 완성이라고 할 죽음에 대하

여 깊이 음미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전력을 다해 여한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반추해 볼 시간

을 가지도록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프랑스 가수 이브몽땅이 부른 샹송 ‘枯葉 고엽’은 프랑스 시인 자크 프레베르의 시를 노래한 것입니

다. 프랭크 시내트라 등이 부른 Autumn Leaves는 고엽을 영어로 번안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크

프레베르의 시 ‘고엽’을 소개해봅니다.    

기억하라 함께 지낸 행복한 나날을 

그때 태양은 훨씬 더 뜨거웠고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기 그지 없었지

마른 잎을 갈퀴로 모으고 있다.

나는 그 나날들을 잊을 수 없어......

마른 잎을 갈퀴로 모으고 있다.

모든 추억도 또 모든 뉘우침도 함께,

북풍은 그 모든 것을 싣고 가느니

망각의 춥고 추운 밤 저편으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없었지

네가 불러준 그 노랫소리

그건 마음 그대로의 노래였고

너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사랑했고

우리들은 언제나 함께 살았었다.

하지만 인생은 남몰래 소리도 없이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 놓는다.

그리고 헤어지는 연인들의 모래에 

남긴 발자취를 물결이 지운다.

마른 잎을 갈퀴로 모으고 있다.

모든 추억도 뉘우침도 함께

그러나 말없고 변함없는 내 사랑은 

언제나 웃으며 삶에 감사하네

내 그대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대는 그토록 아름다웠지

내 어찌 그대를 잊어버리리

그때는 지금보다 인생은 더 아름답고

태양은 더 뜨거웠지

그대는 내 가장 정다운 친구였네.....

그러나 후회해 무엇하리

그대가 내게 불러 주던 노래를 

나 언제나 듣고 있으리니

그것은 우리를 닮은 어떤 노래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했지

우리는 둘이서 함께 살았지

나를 사랑하던 너와

너를 사랑하던 나는 

그러나 인생은 사랑하던 사람들을 

어느 샌가 소리도 없이

갈라놓아 버리고

바다는 헤어진 사람들의 

발자국을 모래위에서 지워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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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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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머리에

먼저 시를 한 수(首) 감상하겠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별’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1) 저는 어렸을 적 초등학교 재학시절에 수년간 부모님과 떨어져, 시골의 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영양고추'로 유명한 경북 영양군 소재 영양읍에서 20리(里, 8㎞) 떨어진 ‘화천’이

란 곳으로서, 반변천(半邊川)1)의 지류(支流)인 화천(花川)이라는 개천가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

인데, 차(車)라고는 며칠에 한 번꼴로 목재를 실은 트럭이나 지나다닐 정도의 20여 가구가 옹

기종기 모여 사는 한적(閒寂)한 시골이었습니다.

김 영 수 변호사

별 반짝이는 밤

1) 루어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쏘가리와 꺽지의 루어낚시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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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이면 모깃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깔아둔 멍석에서 삶은 감자 등을 먹으면서, 고모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멍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곤 하였는데, 당시의 정경들이 가슴 한편

에 애틋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다 ‘컹컹’ 개 짖는 소리 정도나 들릴 정도로 고요했던 데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마을이

다 보니 해만 지면 이내 캄캄해지던 당시의 시골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이 떴습니다. 맑은 날

멍석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 가득히 별들이 빼곡히 들어차있어, 마치 별들이 땅으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였습니다.

밤늦도록 하늘을 쳐다보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별자리를 찾고, 밝은 별을 골라 니 별, 내 별

정하기도 하였고, 끝없이 공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었는데---옛날의 별이 총총하던 시골밤하

늘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추억속의 정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요즈음 도시의 밤은 대낮처럼 환하여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기원전(紀元前)의 옛

날에는 저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시골의 밤하늘보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별들이 하늘에

빼곡히 들어차 반짝였을 것이고, 이를 올려다 본 고대인들은 한없는 경외감(敬畏感)에 사로잡

혔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느낀 경외감은 신화(神話)로 표출이 되기도 하였고, 철학자(哲學者)들을 탄생시

켰으며, 많은 사람들은 해답을 신(神)에게서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기원 전 7세기에 그리스 이오니아 지역의 해안도시인 밀레투스에서 사유(思惟)의 혁

명이 시작되면서, 연이어 위대한 사상가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기원 전 5세기에는 탈레스를 필두로 하여, 피타고라스 및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추상적(抽

象的) 규칙체계인 수학을 적용하여 우주 공간(宇宙 空間)과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

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① 공간이 수학적 추상물일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바다 등의 공간과 분리된 수(數), 점(點), 선(線), 평면(平面), 직선

(直線), 원(圓), 직각(直角), 도형(圖形) 등 추상적인 공간개념을 생각해내었고, 

② 이러한 추상화(抽象化)를 통하여, 추상적인 것을 여러 다양(多樣)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선(線)은 다만 선일뿐 아니라 같은 선이 토지의 경계나 새들의 비행 궤적을 나타낼 수 있

다는 관념을 기초로, 어느 하나에 대한 앎은 다른 것에 대한 앎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간파(看破)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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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러한 관계를 응용해서 더 많은 앎을 얻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공간에 적용되는 법칙들을 도

출(導出)해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들은 직관(直觀)에 의한 무의식적 가정(假定)이나 추

측, 부정확성을 추방하고, 엄밀(嚴密)한 증명만을 적용하여 귀결(歸結)을 도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상화와 증명을 기초로 한 추상적인 규칙체계가 바로 수학(數學)으로서, 그리스

인들은 수학을 적용함으로써 우주 공간과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깨달은 사

람들인 것입니다.

(3) 피타고라스는 '우주도 수(數)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우주와 수에 대해서 ‘조화

(harmony)’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던바, 달리 말하면 ‘우리 세계는 수학적으로 질서 있고 조화

롭다'는 것이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의 우주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과 추종자들이 발견한 여러 수의 법칙으로부터 다양한 수학적 기법(技法)

들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대수학(代數學)의 토대가 되었으며, 근대 과학혁명에 큰 영향

을 미쳤습니다.

(4) 한편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기하학(幾何學)의 연구에도

몰두하였던바, 그들을 비롯한 그리스인들의 기하학 지식은 기원전 3세기경의 사람인 유클리드

에 의하여 조직화, 체계화되었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오래 읽힌 책들 중의 하나로서, 유클리드는

‘모든 진술은 증명(證明)되어야 한다.’, 즉 ‘모든 진술은 증명의 관문을 통해서 걸러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공리(公理)와 앞서 증명된 정리(定理)를 기초로 하여, 거기에다 허

용된 논리적 법칙만을 적용하여 귀결을 도출하는 까다롭기 짝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주에 자연의 법칙들이 있을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법칙들을 알 수 있을까? 

위의 방법으로 도출된 기하학의 추상적인 법칙들의 체계는, 그리스인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우주 공간을 기술(記述)하고 이해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도구(道具)이자 개념 틀로서,

우리는 그리스의 기하학자들로부터 우리의 도구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수학의 엄밀한 추론(推論)과 증명을 통하여 우주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창(窓)

을 열었으며, 수학은 우주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

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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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거대함과 복잡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사의(不可思

議)할 수밖에 없으나, 우주는 기하학이라는 창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本性)을 일부 드러내왔

고,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수학의 엄밀한 추론을 도구로, 심오한

진실을 향한 탐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오늘날 수학과 과학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바, 데카르트, 스피노자,

뉴턴,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 과학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뛰어난 수학자들이었습니다. 많은

과학 이론들은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되고, 과학적 사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학 이론

들이 고안(考案)되기도 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인문학(人文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과학문명의 근간인 수

학만큼 중요한 분야도 없다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필즈상(Fields Medal) 수상자가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2)

이렇게 된 원인의 일단(一端)은,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注入式),

암기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있으며, 교육의 내용도 어렵고 복잡한 개념, 딱딱한 해설 위주

로 되어 있고, 필기시험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가 쉽지 않고, ‘수학은 어렵다’, ‘수학은 재미없고 딱딱한 과목이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은 어느 분야보다도 창의성(創意性)과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학과 기하학에 큰 혁

명을 일으킨 데카르트, 가우스, 리만, 오일러 등 수학자들을 보면 무한한 상상력과 기발한 착

상(着想)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으며, 기발한 착상을 모태로 이를 분석화(分析化), 체계화(體系

化)시켜 기존의 수학세계 나아가 우주관(宇宙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수학혁명의 주

역(主役)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계산능력이나 키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교육이 지향(指向)해야 할 기본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논리적(論理的)으로 사고(思考)

2) 얼마 전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가 2014. 8. 13.부터 8. 21.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
린 바 있습니다. 
‘수학계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수학자대회는 국제수학연맹(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의 주최로 최근 4년간 일어났
던 중요한 수학적 업적들을 평가 및 시상하며, 수학분야의 최고의 영예로서 노벨상에 비견되는 필즈상(Fields Medal) 시상이 이루어지는
데, 올해도 4명의 수상자가 나왔으나, 우리나라는 그 중에 끼이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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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버릇을 갖도록 함과 아울러, 추론(推論)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수학교육을 통하여 논리와 추론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올바른 사고, 폭넓은 사고, 깊이 있는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암기식, 문제풀이식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진절머리를 내게 할 뿐 아니라, 젊은

정신을 경직(硬直)시키는 첩경(捷徑)이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즉 기본과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하나하나 다

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교육,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리와 추론을 체득(體

得)하게 하는 교육이, 저가 이상적(理想的)으로 생각하는 수학교육방식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과목으로 수학을 선택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전의 암기식, 문

제풀이식 공부로 말미암아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되던 수학이, 실제로는 흥미진진한 분야라

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취미삼아 한 번씩 교양수학이나 과학 책들을 사 읽곤 해왔습니다.    

(6)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쓰려고 합니다.

수학의 두 분야, 즉 대수학의 기본인 ‘수(數)의 체계(體系)’를 다룬 후, 기하학에서 가장 유명

한 정리(定理) 중의 하나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체계’의 설명을 위해서는, 수직선(數直線)을 이용하여, 수직선을 여러 형태의 수들로 하나

하나 채워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저절로 또 쉽게 수의 체계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역시,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난해(難解)한 방법 대신 재미있

고(?)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이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회원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 보이십시오. 

흥미를 보이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수의 체계’까지 설명하시되, 사이사이에 저가 아래에 쓴 일

화(逸話)들을 들려주어서 재미를 느끼게 해보십시오.

단언컨대 자녀들의 부모를 쳐다보는 시선이, 어느 순간 경의(驚異)와 존경(尊敬)의 눈빛으로 바

뀌게 됨을 느끼실 것입니다.3)

3) 저의 경험상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일 때까지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설명범위는 학년에 맞추어 적당히 가감(加減)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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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數直線(수직선)

(1) 數直線(수직선, Number line)의 개념

數直線은 수로 만들어진 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 수와 1:1로 대응

(對應)시킨 직선입니다. 

제시된 선이나 면(面)에 수직(垂直)으로 내리거나 그은 선인, 垂直線(수직선. 기하학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과 구별됩니다.4)

이하 수의 체계를 수직선(數直線)을 이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5)

일단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수직선이 어떤 것인지? 감(感)이 올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선 위의 각 점(點)은, 수(數) 1개와 1:1로 대응(對應)됩니다.6)

다만 그림에는 수직선의 일부만 그려져 있습니다만, 양 방향 즉 오른쪽과 왼쪽으로 무한히 일직선으

로 뻗혀있으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작아집니다.7)

부언할 것은, 아래에서 나오는 여러 형태 수들의 설명순서는, 각각의 수를 발견하거나 개념 내지

성질이 밝혀지게 된 시간적인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시간적인 순서는 무시하고, 수직선을 채워나가는데 적합한 순서로 설명하면서, 그 수들을 수직선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표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자연수(自然數, Natural number)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 즉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개수를 세는 등의 필요성에 의해 자연적으

4) 數直線은 [수ː직썬］으로 수가 길게 발음되며, 垂直線은 ［수직썬］으로 짧게 발음됩니다.
5)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들도 수직선을 압니다. 그러나 수직선을 사용하여 수와 직선을 대응시킨다는 생각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

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타고라스는 직선과 수를 관련시키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그 후 수천 년이 흘러 1596년 탄생한 데카르트가 대
수학과 기하학 즉 수와 도형을 결합시키는 좌표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비로소 1차원의 좌표계라고 할 수 있는 수직선의 개념도 확립된 것
입니다. 

6) 정확하게는 실수(實數, 후술함) 1개와 1:1로 대응됩니다.
7) 숫자 0이 원점(原點)이 되어, 원점을 기준으로 양수(陽數, 후술함)와 음수(陰數, 후술함)가 서로 대칭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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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수입니다.8)

덧붙이자면 1, 2, 3 등과 같이 수의 발생과 동시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가장 소박한 수로서, 1부터 시

작하여 1씩 커지는 수입니다.

위 수직선이 자연수를 표시한 것으로서, 1부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가면서 1씩 커지는데, 이런 식

으로 오른쪽으로 무한히 일직선으로 뻗혀있습니다.

(3) 0(零, Zero) 

876년 인도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아라비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숫자로서의 zero 라기 보다는, ‘없음’의 무(無)라는 개념에 가까운 심오한 수입니다. 

(4) 음수(陰數, Negative number)

음수의 의미를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은 인도의 승려 브라마굽타(Brahmagupta : 598~?)라고 하는

데, 그는 이미 7세기경에 양수(陽數, Positive number)를 자산(資産)으로, 음수를 부채(負債)로 설

명하였었습니다. 

그 후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이 같은 음수의 개념이 유럽에 소개되었던바, 양수를 자산으로, 음수를

부채로 생각하는 방법과 같이, 영상의 온도를 양수, 영하의 온도를 음수로, 지상의 높이를 양수, 지

하의 깊이를 음수로, 동쪽을 양, 서쪽을 음으로 나타내면 매우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이처럼 음수의 실용성이 인정받게 되자, 17세기경부터 음수는 수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

습니다.

8) 수(數)는 구체적인 사물(事物)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槪念)입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를 들어 두 명의 사냥꾼이 두 마리
의 사슴을 향해서 두 발의 화살을 쏘아 사슴을 잡았을 경우, 이때 각각의 “둘”을 가리키는 말을 매번 다르게 표현하는 부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동일한 개념, 즉 추상적인 수 2의 경우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상화능력이 요구되고, 그
능력을 얻기까지 인류는 수천 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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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수(整數, Integer)

자연수와, 0과, 음수인 -1, -2, -3, ... 을 합한 것으로서, 자연수, 0, 음수의 개념이 정립되고 난

후, 17세기경 학문적 토대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0은 자연수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0을 자연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등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

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수학 분야에서는 자연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자연수

대신 ‘양의 정수(陽의 整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수는 위에서 설명한 • 양의 정수(자연수) • 0 • 음의 정수(陰의 整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수직선이 -3에서 3까지의 정수와 0을 표시한 것으로서, 역시 정수 하나하나를 점(點)으로 하여

양 방향 즉 오른쪽과 왼쪽으로 무한히 일직선으로 뻗혀있게 됩니다.  

(6) 분수(分數, Fraction)

수학에서 분수는 a/b 이나  꼴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a를 b로 나눈 값, 즉 a와 b의 비(比)를 뜻

하며, 여기서 a는 분자, b는 분모라고 합니다.

1 일 때의 분수를 진분수(眞分數)라고 하고, ≥1일 때의 분수를 가분수(假分數)라고 하는데,

모든 가분수는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9)

분자, 분모 중 어느 하나가 음(-)일 경우에는, “음의 진분수”, “음의 가분수”라고 말합니다. 

분수의 소수(小數) 표현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유한(有限)한 자리에서 끝나거나(유한소수), 일정 자리 이후로 특정 패턴이

반복되거나(순환소수)의 둘로 구분됩니다. 

9)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낸 분수를 대분수(帶分數)라고 합니다. 대분수는 정수와 진분수의 합을, 아래의 예처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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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소수(有限小數)의 예를 하나 들면, 1/8=0.125 식으로 유한한 자리에서 나눗셈이 끝나게 됩니다.

순환소수(循環小數)의 경우, 순환하는 무한소수로서, 나눗셈이 유한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지만, 일

정 자리 이후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순환소수의 경우 반복되는 최소단위를 ‘순환마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7=0.142857142857...의 경우 순환마디는 142857이 될 것이고,

1/6=0.16666...의 경우는 순환마디가 6이 될 것입니다.10)

유리수(有理數, Rational number)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수의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無理數)

라고 개념정립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 양의 정수(자연수) • 0 • 음의 정수 및, • 분수’

를 유리수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즉, 유리수를 a/b (단, a, b는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한 마디로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정의함으로써,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인 무리수에 대응시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수는 위에서 설명한 ‘협의(狹義)의’ 분수 외에, ‘• 양의 정수(자연수) • 0 • 음의 정수’

를 포괄하게 됩니다.11)

유리수의 조밀성(稠密性)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것인데, 분수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을 보시죠.

위 수직선이 • 양의 정수(자연수) • 0 • 음의 정수 및, • 분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수직선에 표시된 분수는, 무한히 많은 분수 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즉 위 수직선상의 인접한 어느 점(예컨대 0)과 점(예컨대 1)을 잡더라도, 그 점들의 중간에는 분수

10) 순환마디가 소수점 아래부터 바로 시작하는 1/7 같은 순환소수를 '순(純)순환소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1/6 같은 순환소수를 ‘혼(混)순
환소수’라 합니다. 

11) 그런데 ‘정수’가 어떻게 ‘분수’가 되느냐구요? 임의의 정수는 ‘n/1’ 즉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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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2)가 있게 되고, 그 분수(예컨대 1/2)와 인접한 점(예컨대 0)의 중간에는, 역시 또 다른 분

수(예컨대 1/4)가 있게 되고, 그 또 다른 분수(예컨대 1/4)와 인접한 점(예컨대 0)의 중간에는, 역시

또 다른 분수(예컨대 1/8)가 있게 되는 등으로---아무리 범위를 작게 잡더라도, 그 사이에는 무수

히 많은 분수 즉 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게 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범위를 작게 잡아도, 즉 임의로 유리수에 대응하는 어느 두 점을 잡아도, 무수하게

많은 분수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 즉 유리수가 조밀하게(아주 간격이 적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수직선은 -위 그림에서는 점들이 듬성듬성 그려져 있습니다만-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빽

빽하게 들어차 다닥다닥 붙어있게 됩니다. 

이를 조밀하다고 표현합니다. 

(7) 제곱근(제곱根, Square root)

위의 조밀성에서 본 바와 같이, 수직선에는 양의 정수(자연수)와 0, 음의 정수, 분수들과 대응하는

점들이 무한대로 빽빽이 들어차게 되어서, 수직선에 빈틈 즉 구멍이 없을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학파에서는 정수와 분수를 가지고 ‘모든 존재하는 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

였습니다.

그런데 조밀성에도 불구하고, 정수와 분수만으로는 수직선에 무수히 많은

빈틈 즉 구멍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제곱근의 발견이었습

니다. 

피타고라스학파는 오랜 연구 끝에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후술함)를

발견하였으나, 선분(線分)의 길이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당혹스러운 경

우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양변의 길이가 각각 1인 직각이등

변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여야 하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증명하였습니다.12)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은 수’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던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

12) 피타고라스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분수 꼴로 표현할 수 없음을 ‘간접증명법’에 의하여 증명하였으며, 이 증명법은 피타고라스의 업
적 중 하나로 오늘날의 수학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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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바, 고심 끝에 그들은 대각선의 길이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수인 정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대각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타고라스는 제곱근에 대한 논의 및 외부로의 누설을 금지시켰고,13) 나아가 직선(直線)

과 수를 관련시키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14)

(8) 무리수(無理數, Irrational number) 

이러한 제곱근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천재적 수학자 칸토어에 의하

여 무리수 이론이 정립됨으로써 비로소 탄탄한 기반을 얻게 되었던바, 그때까지 무리수에 반대하는

저항이 수천 년간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이는 무리수가 Irrational number 즉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수’로 표기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라는 제곱근이 튀어나오게 하는 기호를 만들어 붙였는데,15)

을 소수(小數)로 표현하면 1.4144564654654156..................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고 무

한하게 써집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부릅니다.16)

위 수직선이 • 양의 정수(자연수) • 0 • 음의 정수 • 분수 외에, • 제곱근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곱근 역시 무한개로 존재하는데, 위 수직선에 표시된 제곱근은 무한히 많은 제곱근과 n제곱근 중

13) 피타고라스의 추종자인 히파수스는 제곱근의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살해당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 ‘수
학은 종교’였음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14) 만일 위의 대각선을, 한쪽 끝을 0에 맞추어 수직선(數直線) 위에 놓는다면, 대각선의 다른 쪽 끝과 만나는 수직선 위의 점이 ‘2의 제곱
근’인 무리수에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대각선의 길이는 비록 수로는 표시할 수 없지만, 수직선에다 대각선의 길이와 대응하는 점
을 표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즉 작도作圖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논의를 금지한 피타고라스는 직선과 수를 관련시키는
것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15) 제곱근에 대하여 부언하자면,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xn=a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할 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 n=2일
경우(x2=a)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를 역으로 설명하면 a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로서, a의 제곱근은 또는
- 가 될 것인바,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습니다.  x=2의 경우 2의 제곱근은 가 될 것이고,  9의 제곱근은 즉 3 또는
-3이 될 것입니다.  

16) 앞서 분수를 설명하면서, 분수를 소수로 표현할 경우의 하나인 순환소수의 경우에도, 나눗셈은 무한하게 계속되지만 일정 자리 이후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순환마디’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순환마디’를 가지지 않는 무리수와 구별됩니다.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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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무한개의 제곱근과 n제곱근까지 표시함으로써, 수직선에 있는 무한

히 많은 구멍들이 메워졌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구멍들이 발견되었습니다.

(9) 원주율 π(파이)

반지름 r인 원의 원주(圓周. 원둘레)의 길이를 ℓ이라 할 때, 원주의 길이 ℓ과 지름의 길이 2r과의

비(比)는,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 비율 즉 ℓ/2r이 원주율(圓周率)로서, 둘레를 뜻

하는 그리스어 περίμετρο(perimeter)의 머리글자를 따서 그리스문자 π(파이)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원주율 π는 3.141592653589793238462643383279…식으로, 소수점 아래 어느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고 무한히 계속되고, 반복되지 않습니다(즉 ‘순환마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율 π(파

이)도 무리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원주율 π가 무리수라는 사실은 1761년에 요한 하인리히 람베르트가 증명했으며, 최근의 기

록은 2002년 12월에 발표된 것으로, 일본 도쿄대학의 金田康正 교수팀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600시간 만에 소수점 아래 1조 2411억 자리까지 구한바 있습니다.17)

(10) 무리수 e

무리수 e는 천재 수학자 오일러(Euler)가 정의한 수로서, Euler의 첫 이니셜을 따서 e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연상수(自然常數)’ 또는 ‘오일러상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리수 e = 2.718281827845------식으로, 원주율 π(파이)와 마찬가지로 숫자로 표기할 수 없어

기호로 대신 쓰는 것입니다.

실수(實數, Real number)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곱하면 0 미만이 되는 수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를 허수(虛數)라고 부

름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 유리수와 • 무리수를 실수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17) 컴퓨터로 원주율 π(파이)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계산하는 것은, 원주율 π의 정확한 값에 대한 흥미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슈퍼컴퓨
터를 개발하였을 때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尺度)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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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수(Imaginary number)인 허수와 달리, 실수는 현실의 수(Real number)이며,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수입니다. 

실수의 연속성(連續性)

여기에서 다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것인데, 먼저 수직선을 보시죠.

위 수직선이 • 양의 정수(자연수) • 0 • 음의 정수, • 분수, • 제곱근 외에, • 원주율 π(파이)

• 무리수 e까지 표시한 것입니다. 이로써 수직선에 빈틈이 없게 되었습니다.18) 

무리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의 범위로 확대되었고, 실수는 수직선

위의 모든 점과 1:1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19)

(11) 허수(虛數, Imaginary number)

허수는 가상의 수(Imaginary number)로서, 제곱하면 0 미만이 되는 수입니다.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즉 x² = -1을 만족시키는 x 는 ± 이 될 것

인데, 가우스는 을 간단히 로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가상(假象)

의’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imaginary’의 첫 스펠링에서 따온 것입

니다. 

허수 이론은 데카르트와 가우스(1777~1855)에 의해서 정립되었는바, 그들은

18) 인류는 끊임없이 수의 세계를 확장시키며 발전해왔습니다. 유리수가 무한히 조밀하게 있을 것 같았으나, 그 사이에 무리수라는 구멍 즉
빈틈이 있었던 것을, 무리수들로 그 빈틈을 채우게 되어, 비로소 수직선이 완전한 상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만 수직선에 빈틈이 없
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수론(數論)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형태의 수들이 발견될 것인지? 즉 아직 수직선에 빈틈
들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9) 조밀성과 연속성의 차이는, 점선(點線)과 실선(實線)으로 비유(比喩)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점선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실선은 빠진 곳
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 엄밀하게 따지자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즉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座標)일 뿐
면적이 없으므로, 연속성을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일부 수학자들이 ‘실수는 유리수
보다 농도(濃度)가 크다.’라고 표현하면서, ‘실수의 농도를 연속체(體)의 농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그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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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로 된 수직선 즉 가로축 수직선에 새로운 세로축 수직선을 그어서, 가로축에는 실수, 세로축에

는 허수의 숫자들을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20)

이로써 드디어 수가 ‘수직선 즉 직선’ 위에서 평면 위로 확대된 것인데,21) 이글에서는 수직선만을 다

루는 것이므로, 허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22)

(12) 수의 체계도(體系圖)23)

20) 가우스는 실수 부분인 가로축과 허수 부분인 세로축으로 이루어진 ‘복소평면(複素平面)’ 위에서, 실수와 허수를 합친 2+3i 등과 같은 새
로운 숫자도 등장시켰는데, 그는 이것을 ‘복소수’(複素數, complex number)‘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1) 실수는 수직선 즉 선에 대응되는 수체계이고, 복소수는 평면에 대응되는 수체계라고 하겠습니다.
22)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허수의 경우에는 복소수의 경우를 포함하여 대소(大小)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소 비교가 가능한

것은 수직선상에서 표현되는 실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23) 여러 형태의 수들이 그 외연(外延)을 넓혀가는 과정 내지
범위를, 위에서와 같이 수직선으로 표시하지 않고, 타원
(橢圓)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자연수(0을 포함하
고 있군요)에서부터 허수까지,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있
습니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에서 여러 형태의 수
들을 설명하면서 영어를 부기(附記)해 두었으므로,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이자면, 무리수 중 대수방정식의 해(解, 즉 答)이 되는
수를, 대수적(代數的) 무리수(Algebraic Irrational number)
라고 부르고, 대수방정식의 해(답)가 될 수 없는 수 즉 대
수적 무리수가 아닌 무리수를, 신의 영역에 속한 수라는
의미로 초월수(超越數, Transcendental Irrational number)
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초월수의 예를 들면 앞에서 설
명한 원주율 π(파이), 무리수 e가 대표적인데, ‘원(圓)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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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수들의 체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빨간색 밑줄을 친 부분은 ‘협의(狹義)의’ 분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유리수가 협의의 분수 및 • 양의

정수(자연수) • 0 • 음의 정수를 포괄하는 광의(廣義)의 분수로 개념정의 됨에 따라, ‘분수’로 표기

하지 않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기한 것입니다.

파란색 밑줄을 친 부분과 같이,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부른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

하였습니다.24)

3.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1) 피타고라스의 정리(定理)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직각삼각형(直角三角形)의 직각을 포함하는 두 변의 길

이(b와 c)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a)의 제곱과 같다는 정리입니다.

즉 b²＋c²=a² 

이를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삼각형에 적용해 보면, ‘5의 제곱=3의 제곱+4의 제곱’, 즉 ‘25=9+16’

을 만족하므로, 빗변의 길이가 5인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b²＋c²=a²

에서 a, b, c를 만족하는 3개의 자연수를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데, (3, 4, 5) 외에 (5, 12, 13)  (6,

8, 10) (7, 24, 25) (8, 15, 17) (9, 12, 15) (10, 24, 26) (12, 16, 20) (15, 20, 25) (18, 24, 30) (20,

21, 29) 등 매우 많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바빌로니아, 중국, 인도인들도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세 쌍의 수 즉 피타고라스

수를 여러 개 알고 있었으나, 경험으로 알아낸 것이지, 어느 문명도 그리스인들과 같이 b²＋c²=a²

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분석해내지 않았습니다.25)

은 넓이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는 말도 원주율 π(파이)가 초월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수를 따지자면 ‘초월수가 아닌 무리수’
보다 ‘초월수인 무리수’가 많다고 하네요. 

24) 이상 설명한 수 외에도 2원수, 4원수, 8원수 등 ‘차원에 따라 확장된’ 수의 체계가 있으나, 생략합니다. 그런데 3차원 공간에 대응되는
수의 체계(3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5) 이집트인들은 측량을 위해서 밧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밧줄에다 미리 정한 간격으로 된 매듭들을 만든 후, 세 명의 노예로 하여금 각
매듭들이 꼭짓점이 되도록 밧줄을 팽팽히 당기도록 하면, 주어진 길이의 변을 가지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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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과연 피타고라스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나, 그가 그 정리를 발견하자 너무 기쁜 나머지 100마리의 황소를 바쳤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

니다. 

(2) 평행선과 넓이(면적)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방법을 포함하여 30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클리드(Euclid B.C.325? ~ B.C.265?)의 책 ‘기하학 원론’에 나와 있

는 증명법이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증명법은 기하학에서의 기본원리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도형(기하)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증명해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원리를 응용하

는 방법을 기르게 되어,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졸업한지 오래들 되었겠습니다만, 아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정도는 외우고들 있지요? 그렇

습니다. 밑변×높이×1/2 입니다.

이유는 ‘밑변×높이’는 직사각형(直四角形)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일반적으

로 ‘가로×세로’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반(半)’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 ‘×1/2’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유클리드의 증명법에 따른 증명을 위해서는, 도형에서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넓이(면적)를 바

꾸지 않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바꾸지 않고 이동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면, 그림에서처

럼 △ABC의 밑변 BC(a)를 고정시키고, 삼각형의 꼭짓점 A를, A를 지

나 BC에 평행인 직선(l) 위로 움직이면, 밑변(a)과 높이(h)가 같으므로,

모양은 변해도 넓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40, 50미터 길이만큼 서로 떨어진 매듭들을 만든 후, 그 매듭들을 꼭짓점으로 해서 밧줄을 당기게 되면, 30미터인 변(밧줄)과 40미터인
변(밧줄) 사이에서 직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겉보기보다 정교하다는데, 이집트에서는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밧줄을 당기는 사람’이라는 뜻인 하페도놉타(harpedonopta)라고 불렀다고 하며,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이
하페도놉타들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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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 삼각형을 넓이가 같은 다른 여러 모양의 삼각형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문제풀이과정에서 응용하자면,

① 삼각형의 넓이를 바꾸지 않고 이동시키려면 평행선(平行線)을 이용하라. 환언하면 만일 삼각형

의 꼭짓점에 연결된 평행선이 보이면, 위의 방법으로 삼각형을 이동시켜보라.

② 평행선을 그어 삼각형의 높이를 고정시키게 되면, 넓이를 바꾸지 않고 삼각형을 이동시킬 수

있다.26)

심화학습(深化學習)을 위해서, 중학교 2학년용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각형 ABCD만 들여다

보아서는 도저히 답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두 선분 AC, DE가 평행이라는데 착안하면 쉬운 문제가 됩

니다. 삼각형 ACD의 꼭짓점 D를, D를 지나 AC에 평행인 직선 DE 위로, E까지 움직여 봅니다. 그

럼 삼각형 ACD가 넓이가 같은 삼각형 ACE로 변형됩니다.27)

그 결과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삼각형 ABE의 넓이로 바뀌었습니다.28)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밑변×높이×1/2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6㎝ +6㎝)×8㎝}×1/2=48㎠ 

따라서 답은 48㎠가 됩니다.29)

26) ①‘평행선을 이용하라’는 말은, 도형에 이미 평행선이 그어져있으면 그 평행선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이동시켜보라는 것이고, ②‘평행선
을 그어라’는 말은, 만일 평행선이 그어져있지 않을 경우라면 보조선(補助線. 후술합니다)으로 평행선을 그어서(즉 평행선을 추가하여)
삼각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형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이러한 ①과 ②의 생각의
차이 내지 응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27) 이와 같이 한 삼각형에서 넓이가 같은 다른 모양의 삼각형으로 바뀌는 것을, 등적이동(等積移動)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다르게 되나 모
두 ‘삼각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적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 이와 같이 한 사변형(四邊形)이 넓이가 같은 다른 도형 예컨대 위의 경우와 같이 삼각형 등으로 바뀌는 것을, 등적변형(等積變形)이라
고 합니다. 직사각형(直四角形)이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平行四邊形)으로 바뀌는 것도, 등적변형에 해당됩니다.

29) 이 문제를 다른 방식의 풀이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삼각형 ACD와 삼각형 ACE는, 밑변의 길이(AC)가 같고, (두 선분 AC,
DE가 평행이어서) 높이가 같으므로, 넓이가 같다.’는 방식으로서, 이를 후자(後者)의 방식이라 칭하겠습니다. 
전자(前者)의 방식 즉 본문에서의 풀이과정과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의 경우는 ‘삼각형의 꼭짓점에 연결된 평행선이 보이면, 그 평
행선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이동시켜보라’는 방식 즉 본문의 ①항의 방식으로 풀이과정을 전개하고 있음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일단
두개의 삼각형(삼각형 ACD와 삼각형 ACE)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한 다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므로, 위 두 개의 삼각형은 넓
이가 같다’는 설명방식을 취(取)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자의 방식은 증명이 이루어진 후, 증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記述)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한마디로 전자의 방식은 사전적(事前的), 동적(動的)이라 할 수 있고, 후자의 방식은 사후적(事後的), 정적(靜的)이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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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클리드의 증명법

이제 유클리드의 책 ‘기하학 원론’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증명의 관건(關鍵)은 우선 주어진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세 개의 정사각형

(正四角形)을 만드는 것으로서,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c)를 변(邊)으로

하는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다른 두 변(a, b)의 길이를 각각 변으로 히는

정사각형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세 정사각형의 면적은 삼각형의 각 변들의 길이의 제곱과 같

게 되므로, 이제 빗변 정사각형의 면적이 다른 두 정사각형의 면적의 합과

같음을 보이면 증명은 완료되는 것입니다.30)

이를 오른쪽의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정사각형

즉 주황색 정사각형(정사각형 ACHI)과 노란색 정사각형(정사각형

BCGF)의 면적을 합한 것이, 아래의 빗변 정사각형(정사각형 ABED)

의 면적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 발상은 주황색 정사각형과 노란색 정사각형을 면적을 바꾸지

않고 이동시켜서, 모두 아래의 빗변 정사각형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지요!

어떻게요? 앞에서 ‘넓이(면적)를 바꾸지 않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

법’ 즉 삼각형의 넓이를 바꾸지 않고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되풀이해보자면,

『① 삼각형의 넓이를 바꾸지 않고 이동시키려면 평행선을 이용하라. 환언하면 만일 삼각형의 꼭짓

점에 연결된 평행선이 보이면, 삼각형의 꼭짓점을 평행선 위로 (평행선을 따라) 이동시켜보라.』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다수의 회원분들 역시 예전에 학교에서 기하를 배울 때, 후자의 방식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나 문제집에서 풀이된 답 즉 증명의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데 그쳤고, 전자의 방식 즉 ‘생각하는 방법’ 내지 기본 원리의
응용방법에 대한 설명은 등한시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기하가 문제풀이식 암기과목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어렵기만 하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
게 도형(기하)에 흥미를 갖게 만들고,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수업의 중점을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쪽에다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수업방식이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합니다. 

30)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정사각형의 면적이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는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곱해서 면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비로운 계시로 여겨졌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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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에 따라 먼저 주황색 정사각형(정사각형 ACHI)을 넓이를 바꾸지 않고, 아래의 빗변 정사각

형(정사각형 ABED) 안으로 이동시켜보겠습니다.31)

면적을 바꾸지 않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주황색 정사각형(정사각형 ACHI)의 면적의 반이 되는 삼각

형 ACI(아래 그림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를 만들어, 이 삼각형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직관적(直觀的)으로 알 수 있도록, 이동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림에서 사각형 ACDE는 정사각형이므로, 두 선분 AE, BD는 평행이 됩니다.

이제 삼각형 ACE의 꼭짓점 C를, AE에 평행인 직선 BD 위로, B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삼

각형 ACE(위 그림에서의 맨 왼쪽 삼각형)가 면적이 같은 삼각형 ABE(위 그림에서의 맨 오른쪽 삼

각형)로 변형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데로입니다.

그런데 평행선이 B에서 끝이 나서, 더 이상 삼각형의 꼭짓점을 아래의 빗변 정사각형 ABIH 방향으

로 움직일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흠 어쩐다? 

(4) 도형의 합동(合同)

이번에는 위 그림에서의 초록색 삼각형 ABE를 A를 고정시키고(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90

도 돌려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돌리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31) 노란색 정사각형 BCGF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의 빗변 정사각형(정사각형 ABED) 안으로, 정확하게는 그 일부분인 직사각형 BENM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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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서의 맨 왼쪽 삼각형이 회전하여, 맨 오른쪽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사각형 ACDE가 정사각형이므로, 두 선분 AE와 AC의 길이가 같고, 사각형 ABIH가 정사

각형이므로, 두 선분 AB와 AH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E(위 그림에서의 맨 왼쪽 삼각형)를 A를 고정시키고(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

로 90도 돌리게 되면, 삼각형 ABE가 정확하게 삼각형 AHC(위 그림에서의 맨 오른쪽 삼각형)와 겹

치게 될 즉 포개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640년경에 그리스의 밀레투스에서 태어난 현자(賢者) 탈레스는 공간 도형의 합동개념, 즉

만일 한 평면에 있는 두 도형에서 한 도형을 이동(移動)하고 회전(回轉)하여 다른 도형과 완전히 겹

치게 할 수 있으면, 그 두 도형이 같다고 간주(看做)할 수 있음을 최초로 생각해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유클리드 변환으로 개념 정립되었는데, 어떤 도형을 옮기고(평행이동. trans-

lation), 돌리고(회전. rotation), 뒤집어서(뒤집기. reflection), 다른 도형과 일치할 수 있다면, 이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라는 것입니다.32)

32) 실제로 도형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점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동’에 착안하고, 나아가 ‘합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것이지요.
그림에서의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은, 본문의 ‘삼각형의 합동조건’ 중의 ②항 ‘두변의 길이와,
(두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SAS 합동)’에 해당되어 합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형의 크기나 모양이 거의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색깔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합동’에 착안하
기가 비교적 용의합니다만, 실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합동'이라는 것이 들어나지 않
습니다. 그렇다고 바쁜 시간에 언제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려보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본문에서와 같이 ‘삼각형을 돌려보는 것’인데, 모든 경우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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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과정에서 ‘도형을 돌려본다.’는 발상(發想)의 기원을 아시겠죠?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도형을 돌려본다.’는 발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을 모색해나가는 과정 즉 증명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답을 찾은 후 즉 증명이 이루어진 후 증명의 내용을

기술(記述)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삼각형을 돌리면, 다른 삼각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는 식으로 쓰기는,

좀 그렇지요?  

이상의 증명(합동)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합동조건 즉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나타내주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알아야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일치하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①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SSS 합동)

② 두변의 길이와, (두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SAS 합동)33)

③ 한변의 길이와, (그 한변의) 양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ASA 합동)34)

앞에서 ‘삼각형 ABE가 삼각형 AHC와 겹치게 된다.’는 것을, 위 ‘삼각형의 합동조건’ 중의 ②항에

따라 기술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두 선분 AE와 AC의 길이 및, 두 선분 AB와 AH의 길이가 각 같고, 두 선분 사이에 끼인 각이 각

CAB+90도로 같으므로, 삼각형 ABE는 삼각형 AHC와 합동이다. 흠.

유클리드의 증명법을 풀이해놓은 것을 보면, 모두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5) 보조선(補助線)

이제 위 삼각형 AHC를 면적을 바꾸지 않고 이동시켜서, 아래의 빗변 정사각형(정사각형 ABIH) 안

다짜고짜 돌리는 것은 아니고, 두개의 삼각형이(그림에서와 같이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이) 겹쳐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CAI와 각BAE가 같고(그림에서는 90도입니다만, 꼭 90도일 필요는 없고, 임의의 어떤 각이라도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겹쳐
진 각이 있을 때(그림에서는 각CAB), 두 삼각형의 교점(交點: 만나는 점) A를 고정시키고(중심으로 하여), 한 개의 삼각형의 변(그림에서
는 AI)을 다른 삼각형의 변(그림에서는 AC)에 닿을 때까지 돌려보는 것입니다.
돌린 후 변AI와 변AC가 어김없이 포개어지고(즉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변AB와 변AE가 어김없이 포개어지면(즉 두 개의 변의 길
이가 같으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더 어렵다구요?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실제로 문제풀이과정에서 이용해보면 아주 유용
한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위 방법을 일러주어 도형의 문제풀이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33) 더 일반적으로 ‘두변의 길이와, 한 끝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34) 여기서 S는 변(Side), A는 각(Angle)의 영어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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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어넣어야겠지요? 

되풀이됩니다만, 앞에서 ‘넓이(면적)를 바꾸지 않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 즉 삼각형의 넓이를 바

꾸지 않고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AHC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갈 평행선이 보이지 않는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되풀이해보자면,

『② 평행선을 그어 삼각형의 높이를 고정시키게 되면, 넓이를 바꾸지 않고 삼각형을 이동시킬 수 있다. 

환언하면, 도형에 이미 평행선이 그어져있으면 그 평행선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이동시키되,  만일

평행선이 그어져있지 않을 경우라면 보조선으로 평행선을 그어서(즉 평행선을 추가하여) 삼각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보라.』35)

위의 방법에 따라,

삼각형 AHC를 면적을 바꾸지 않고 이동시켜서, 아래의 빗변 정

사각형(정사각형 ABIH)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삼각형의 꼭

짓점 C에서 선분 AH에 평행인 직선CM을 긋는 것인데, 이 직선

CM이 바로 보조선입니다.

이로써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꼭짓점 C를, C를 지나 선분 AH에 평행인 직선CM 위로 움직여서, 선분 AB와 선분

CM의 교점(交點: 만나는 점)까지 움직입니다.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의 맨 왼쪽 삼각형이, 면적이

같은 맨 오른쪽 삼각형으로 변형되었습니다. 

35) 보조선이란, 도형문제를 풀 때 주어진 도형에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편의상 새로 긋는 직선이나 원 등을 말합니다. 기하 증명
에서 자주 보조선을 이용하는데, 이 보조선 하나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선을 생각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지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법을 보면 대부분 보조선을 미리 그어놓고 시작합니다. 적절한 보조선을 발견하는 데는 통찰력과 기술이 필요
하다고들 합니다만, 일반 학생들이 무슨 재주로 이런 보조선을 생각해냅니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보조선을 긋는 데도 왕도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증명과정에서 다짜고짜 먼저 보조선을 그어
놓고 증명해나가는 방식은, 사고력과 추리력의 배양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
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저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서 설명해나가듯이,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원리를 응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조선
을 추론(推論)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양수학

352•제32호 부산법조

앞에서 설명한데로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동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6) 증명의 마무리 

① 위의 전(全) 과정을 요약한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증명을 시작할 당시의 노란색 삼각형이, 면적을 똑같게 유지한 상태로, 일련

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초록색 삼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노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의 면적이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②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각형의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의 반

(半)’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을 두 배하면, 위의 왼쪽에 있는 중간 크기의 정

(正)사각형의 면적이 되고, 초록색 삼각형의 면적을 두 배하면,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 중의 일부분

인, 왼쪽 직(直)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③ 따라서 위 ①항과 ②항에 의하여, 

위의 왼쪽에 있는 중간 크기의 정사각형의 면적은,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 중의 일부분인, 왼쪽 직사

각형의 면적과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④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빨강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

형의 면적이 같고, 따라서 위의 오른쪽에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정(正)사각

형의 면적이,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 중의 일부분인, 오른쪽 직(直)사각형의

면적과 같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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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따라서 위 ③항과 ④항에 의하여, 

위에 있는 두 개(오른쪽과 왼쪽)의 정사각형의 면적을 합하면,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된다

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림도 많고, 설명도 장황하여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넓이(면적)를 바꾸지 않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 즉 삼각형의 등적이동(等積移動) 방법을 두 번

써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살을 붙이자면, 평행선을 이용하여 삼각형을 이동해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고, 평행선을 그은 다음, 다시 삼각형을 막다른 골목까지 이동해가면 어느 사이

에 증명이 끝나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저가 아직도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법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하시겠지요? 

(7) 일반적인 증명법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수학적인 취향(趣向)이 있는 분들만을 위해서, 일반적인 증명법을 하나 소

개하겠습니다. 수학에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옆의 그림과 같이 ∠C=90°인 직각삼각형 ABC 에 대하여 세 변의 길이를 각각 한 변의 길이로 하

는 정사각형 ADEB, ACHI, BFGC를 그린다.  

점 C에서 변 AB에 내린 수선(垂線)의 발을 M, 그 연장선과 변

BE와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하자. 

이 때  □ ACHI = 2 △ ACI ‥‥‥(1)

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으므로,  

△ ACI = △ ABI ‥‥‥(2)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 ABI ≡△ ADC ‥‥‥(3)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으

므로,  △ ADC = △ ADM ‥‥‥(4) 또, □ ADNM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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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 ‥‥‥(5) (1), (2), (3), (4), (5)에서  □ ACHI = □ ADNM ‥‥‥(6) 같은 방법으로  □

BFGC = □ BENM ‥‥‥(7)36)

(6), (7)에서 

□ ADEB = □ ACHI + □ BFGC

∴

② 어떻습니까?

증명과정을 보면, 다짜고짜 보조선부터 그어놓고 증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삼각형의 등적이동(等積移動)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밑

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으므로’ 식으로 기술(記述)하고 있고, 삼각형을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리

는 방법에 의해 합동에 해당함을 찾아낸 결과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

기가 각각 같으므로’ 식으로 즉 “삼각형의 합동조건” 중의 ②항에 따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내용을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업방식조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기하를 배울 때, 선생님들께서는 위의 등적이동 등의 과정

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위의 일반적인 증명법에서 기술된 순서(順序)와 내용 그대로 설명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만 주력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그치고, ‘생각하는 방법’ 내지 기본원리의 응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등한시되다보니,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은사님들 죄송

36) 이 부분의 증명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증명법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증명
법보다 보기가 훨씬 어렵게 기술되어있으므로, 꼭 수학적인 취향이 있는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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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예전에는 수업방식이 그랬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도 이런 식의 주입식(注入式) 교육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풀이과정을 암기(暗記)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되고(저희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과적

으로 수학이나 기하가 재미라고는 없고 어렵기만한 과목이 되면서, 대학입시가 끝나면 그날로 ‘안

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배우던 예전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음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수학교육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학생들이 수학에 재미를 느끼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방식을 연구하고

학습교재도 개발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4. 우주 공간의 탐구     

(1) 이 글을 구상(構想)할 때 저가 쓰려고 했던 주제(主題)가 바로 이것입니다. 

글머리의 1항 부분은 이를 염두에 둔 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추상화와 증명을 기초로 한 추상적인 규칙체계가 바로 수학(數學)으로서, 기하학의 추상적인 법

칙들의 체계는 우주 공간을 기술(記述)하고 이해(理解)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도구(道具)이

자 개념 틀이다.

그리스인들은 수학을 적용함으로써 우주 공간과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깨달은 사

람들로서, 그리스인들은 수학의 엄밀한 추론(推論)과 증명(證明)을 통하여 우주 공간을 이해하기 위

한 창(窓)을 열었으며, 수학은 우주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감추어진 것을 밝

혀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흠.

그런데 자녀들의 학력 높이기용 글(수직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집중

력의 한계와 지면(誌面)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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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양수학(敎養數學)의 수준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① 대수학(代數學)과 기하학(幾何學)의 결합 : 데카르트

② 차원(次元)의 세계 : 4차원 시공간(時空間)의 모습

③ 휘어진 공간의 기하학 :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④ 시공간(時空間)의 휘어짐 :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⑤ 극미시적(極微視的) 세계에서의 물리학 : 양자 이론

⑥ 통합이론의 모색 : 끈 이론(string theory)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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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2014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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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위원회(2013. 11. 8)
2. 2013년도 제1차 임시총회(2013. 11. 11.)
3. 변호사 전문연수교육(2013. 11. 25.)

4.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김재원 교수 초청 강연 (2013. 12. 4.)
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정책개선을 위한 심포지엄(2013. 12. 18.)
6. 사랑의 연탄 보내기 봉사활동(2013. 12. 12.)

사진으로 보는 
2014 Sees with the photograph

2014

1 2

3 4

5 6



① 개인회생·파산지원 법률상담 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법률상담 ③ 당직법률제도
④ 무료 법률 상담실 ⑤ 외국인 배우자 법률지원단 ⑥ 중소기업고문법률상담
⑦ 제소전 화해제도 ⑧ 법률 구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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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3. 5. ~ 2013. 12. 입회)(2013. 12. 23.)
2. 교양프로그램 강좌 (2013. 12. 23.)
3. 김경수 부산고검장 및 백종수 부산지검장 본회 예방(2013. 12. 26.)

4. 2014년 신년인사회 (2014. 1. 2.)
5. 제12회 법률강습회 (2014. 1. 13.)
6. 2014년도 정기총회 (2014. 1. 2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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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청년변호사와의 간담회 (2014. 1. 27.)
2.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식(2014. 2. 10.)
3. 충렬사(2014. 2. 11.)

4.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본회 예방(2014. 2. 14.)
5.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학술대회에 참가한 일본 학자 7명 본회 견학(2014. 2. 11.)
6. 제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2014. 3. 8.~3.9.)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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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경찰청과의 간담회(2014. 4. 4.)
2.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강연회(2014. 4. 28.)
3.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회장과의 간담회 (2014. 4. 28.)

4. 2014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수련회(2014. 5. 17.~5. 18.)
5. 부산지방법원(부장급)과의 간담회(2014. 5. 19.)
6.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2014. 5. 19.)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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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찾아가는 전자소송시스템 외부사용자 교육(2014. 5. 20.)
2.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2013. 12. ~ 2014. 5. 입회)(2014. 5. 27.)
3. 일반 행정소송사건의 주요 쟁점 및 판례(2014. 6. 9.)

4. 법관평가특별위원회(2014. 6. 16.)
5. 변호사 전문연수(2014. 6. 16.)
6. 제5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시상식(2014. 6. 17.)

사진으로 보는 
2014 Sees with the photograph

2014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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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지원 후원금 전달식(2014. 6. 18.)
2. 북경시율사협회 방문단과의 간담회(2014. 6. 19.)
3. 상해법관대표단 방문(2014. 6. 19.)

4. 무료급식 봉사활동(치과의사회와 공동 자원봉사)(2014. 6. 21.)
5. 이사회(2014. 6. 23.)
6. 제13회 법률강습회(2014. 6. 25.)

1 2

3 4

5 6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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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2014. 6. 27.)
2.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 교류회(2014. 6. 27.~6.28.)
3. 2014년 신규변호사 현장연수(2014. 7. 3.)

4. 변호사 윤리연수(2014. 7. 7.)
5. 변호사 윤리연수(2014. 7. 18.)
6. 변호사 전문연수(2014. 8. 18.)

사진으로 보는 
2014 Sees with the photograph

2014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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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오카대학로스쿨생 본회 방문 (2014. 8. 26.)
2. 제8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2014. 9. 20.)
3. 임시총회(2014. 9. 22.)

4. 부산지방법원(단독판사)과의 간담회(2014. 9. 22.)
5.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2014. 9. 26.)
6. 집행부·원로회원 및 역대회장과의 간담회(2014. 9. 29.)

1 2

3 4

5 6

① 개인회생·파산지원 법률상담 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법률상담 ③ 당직법률제도
④ 무료 법률 상담실 ⑤ 외국인 배우자 법률지원단 ⑥ 중소기업고문법률상담
⑦ 제소전 화해제도 ⑧ 법률 구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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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기 사법연수생 부임신고식(2014. 10. 10.)
2.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2014. 10. 17.)
3. 교양프로그램 강좌 개최(2014. 10. 20.)

4. 교육위원회(2014. 10. 22.)
5.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2014. 10. 24.)
6. 2014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추계수련회(2014. 10. 25)

사진으로 보는 
2014 Sees with the photograph

201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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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역 로스쿨 교수와 간담회(2014. 10. 30.)
3. KCLA 한인변호사회 본회 방문 (2014. 10. 31.)
3. 집행부·여성회원 간담회 (2014. 10. 30.)

3

1 2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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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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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현황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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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법제위원회

인권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총 회

상임이사회

사 무 국상설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지원운영단
민사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이 사 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회원이사 법제이사 교육이사

감 사선거관리위원회 회 장

Ⅰ. 조직과 임원 현황

1. 기구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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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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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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李仁秀, 이   진, 이태환, 이한석, 장준동, 장   호, 조영재, 최성주, 한민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김태기     부위원장 : 이태환     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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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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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이동준 부위원장 : 김선옥 간 사 : 이윤근

■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태창 부위원장 : 김호남 간 사 : 권인칠

■ 당직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선옥 간 사 : 최보영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성호 부위원장 : 예인수 간 사 : 정필승

■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 강동규부 위원장 : 김영길 간 사 : 김수정

■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 하만영 부위원장 : 진동열 간 사 : 김용민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구철 부위원장 : 한민열 간 사 : 임준섭

■ 변호사명예교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성수 부위원장 : 신용수     간 사 : 이연주         

■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지원운영단 

단  장 : 박성호 간 사 : 이상경

■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선옥 부위원장 : 이수기 간 사 : 한예슬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기춘 부위원장 : 박경재(부산대 교수) 간 사 : 김능칠 

■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 하만영 부위원장 : 허일태(동아대 교수) 간 사 : 조영국  

■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진제 부위원장 : 김동훈 간 사 :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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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임원 명부
(2014. 10. 현재)

연 도 회 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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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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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회  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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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회  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
이사

재무
이사

홍보
이사

회원
이사

법제
이사

교육
이사

권익
이사 감 사 감 사 비 고

09-09.5
신용도 장준동 강동규

명호인
권인칠 이영갑 이한석

조갑술
이상근 박봉환 권혁근

09.5-2010 조갑술 김충희

2011-12.8.
장준동 강동규 이영갑 강경철 문주호 신익철 강경렬 전용범 서요한

정  운 권인칠

12.8-2012 권인칠

2013-14 조용한 김선옥 박성호 황주환 권인칠 이윤근 신승기 김재원 정필승 김용민 이영갑 문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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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 회 원 휴 업 회 원 준 회 원 총 합 계

본 원 동 부

70명 43명 657명515명 29명

544명

4. 회원 현황

5. 2014년도 신입회원

(2014. 10. 31. 현재)

회 원 2013. 10. 30 구민영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 희망빌딩 4층

전 화 717-2998

학 력
1981년생, 경남 의령,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경북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1. 6 최달옹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거제동) 정림빌딩 601호 법무법인 지평

전 화 502-2008

학 력
1982년생, 전북 군산, 군산고, 연세대, 변호사 시험 2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1. 12 최범준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협성법조빌딩 304호 법무법인 엠케이

전 화 947-2001

학 력
1982년생, 부산, 경남고, 부산대, 변호사 시험 2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1. 15 김경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8-6 휘강빌딩 301호

전 화 714-1410

학 력
1979년생, 서울, 정신여고, 한국외대, 변호사 시험 2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1. 1 박준식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305호(거제동, 정림빌딩)

전 화 714-2336

학 력
1979년생, 부산, 충남고, 고려대, 변호사 시험 2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1. 6 이지욱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1301호

전 화 505-1717

학 력
1984년생, 경북 고령, 동아고, 동아대, 변호사 시험 2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1. 15 김찬영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8-6 휘강빌딩 301호

전 화 714-1410

학 력
1979년생, 경남 창원, 충렬고, 연세대, 변호사 시험 2

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1. 21 정미영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1008호(거제동, 정림빌딩) 법무법인 코러스

전 화 502-2040

학 력
1984년생, 부산, 혜화여고, 영산대, 변호사 시험 2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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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3. 12. 3 조민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502호(거제동 세종빌딩)

전 화 911-2233

학 력
1983년생, 경남 거창, 부산서여자고, 부산대, 변호사

시험 2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3. 12. 4 신정인 회원

주 소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해송아파트 108동 902호

전 화

학 력
1983년생, 전북 군산, 성일여고, 이화여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3. 12. 24 조묘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904, 905호 법무법인 하늘

전 화 949-9897

학 력
1980년생, 경북 포항, 포항 세명고, 한국해양대, 변호

사 시험 2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 15  박진영 회원 (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7층 8층(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6-1700

학 력
1986년생, 울산, 부산진여고, 부산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014. 2. 3  김용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5층 508호 법무법인 세헌

전 화 507-5507

학 력
1984년생, 경남 창녕, 지산고, 부산대, 사법시험 53회,

연수원 43기

회 원 2014. 2. 10  유희은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4층(거제동,은하빌딩) 법무법인 신유

전 화 506-9762

학 력
1984년생, 부산, 계명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2. 13  김현철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01,1102호

전 화 506-1157

학 력
1968년생, 부산, 해운대고, 경찰대, 사법시험 41회, 연수원 31기, 행정고시 42
회, 부산지방법원 판사(20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2007), 부산지방법
원 가정지원 판사(2009), 부산지방법원 판사(2011), 부산고등법원 판사(2012)

회 원 2014. 2. 19  최윤선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7층 법무법인 해원

전 화 507-0532

학 력
1986년생, 부산, 문현여고, 연세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회 원 2014. 2. 3  정연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부산법조타운빌딩) 307호

전 화 717-3040

학 력
1975년생, 경남 하동, 충렬고, 서울대, 사법시험 53회,

연수원 43기

회 원 2014. 2. 10  정경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901호

전 화 911-4114

학 력
1974년생, 강원 횡성, 강원 원주 진광고, 서울대, 사법시험 48
회, 연수원 38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200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20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2013)

회 원 2014. 2. 13  임경섭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법무법인 정인

전 화 911-6161

학 력
1968년생, 경남 양산, 동인고, 부산대, 사법시험 41
회, 연수원 31기, 창원지방법원 판사(2007), 부산지방
법원 판사(2010), 부산고등법원 판사(2012)

회 원 2014. 2. 13  이진수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8층(거제동, 로윈타워) 법무법인 해인

전 화 506-5016

학 력
1970년생, 부산, 영진고, 고려대, 사법시험 36회, 연수원 26
기, 부산지방법원 판사(1997), 부산고등법원 판사(2007), 
창원지방법원 판사(201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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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4. 2. 20  정민혜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2-1 세종빌딩 1202호 법무법인 진심

전 화 507-2772

학 력
1983년생, 부산, 부산대, 변호사시험 2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2. 20  정희진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4층 법무법인 청률

전 화 507-1001

학 력
1977년생, 부산, 부산 과학고, 서울대, 변호사 시험 2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2. 20  김민영 회원[경남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1-7703

학 력
1979년생, 경남 거제, 주례여고, 동아대, 변호사 시험

1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2. 20  백태균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7층(거제동, 로펌빌딩) 법무법인 유석

전 화 714-6661

학 력

1963년생, 경남 밀양, 밀양 밀성고, 부산대, 사법시

험 36회, 연수원 26기, 부산지방법원 판사(19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2001), 부산지방법원

판사(2003), 부산고등법원 판사(2006), 부산지방

법원 판사(2009), 울산지방법원 판사(2011), 창원

지방법원 밀양지원장(2012)

회 원 2014. 2. 25  최현정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1110호

전 화 506-1168

학 력
1981년생, 경북 경주, 남성여고, 이화여대, 변호사시
험 1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고등법원 창
원재판부 재판연구원(2012)

회 원 2014. 2. 25  박종인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8층(거제동, 로윈타워) 법무법인 해인

전 화 506-5016

학 력
1976년생, 울산, 울산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1회, 원
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2)

회 원 2014. 2. 25  정 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로펌빌딩 7층 법무법인 유석

전 화 714-6661

학 력
1979년생, 부산, 대연고, 한양대, 변호사시험 1회, 동
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12), 부산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3)

회 원 2014. 2. 21  이정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4층(거제동, 정림빌딩) 법무법인 청률

전 화 507-1001

학 력
1966년생, 부산, 동천고, 서울대, 사법시험 33회, 연수원 23
기, 부산지방법원 판사(1997), 부산고등법원 판사(2004),
부산지방법원 판사(200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09)

회 원 2014. 2. 24  목명균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210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1층 법무법인 청해

전 화 244-9697

학 력
1983년생, 경기도 용인, 강릉고, 한양대, 변호사시험
1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법원 재판
연구원(2012), 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3)

회 원 2014. 2. 25  서상원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601호 법무법인 지평

전 화 502-2008

학 력
1979년생, 경남 진주, 창원고, 성균관대, 사법시험 53

회, 연수원 43기

회 원 2014. 2. 25  박정미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8층(거제동, 로윈타워) 법무법인 해인

전 화 506-5016

학 력
1982년생, 경남 함안, 부산진여고, 서울대, 변호사시
험 1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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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4. 2. 26  이상욱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401호(거제동, 정림빌딩) 법무법인 청률

전 화 507-1001

학 력
1976년생, 경북 경산, 중앙대, 변호사시험 1회, 영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
(2012), 대구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3)

회 원 2014. 2. 28  김종운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4층(거제동, 정림빌딩) 법무법인 청률

전 화 507-1001

학 력
1969년생, 부산, 동성고, 서울대, 사법시험 42회, 연수원 32기,
부산지방법원 판사(20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7), 창원지방법원 판사(2010), 부산고등법원 판사(2013)

회 원 2014. 2. 28  이정민(李貞珉)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본동 613호(재송동, 큐비이센텀본동) 법무법인 소헌

전 화 756-2606

학 력
1980년생, 대전, 데레사여고, 이화여대, 변호사 시험

2회,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3. 5  안영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40(거제동), 서정빌딩8층

전 화 507-7785

학 력
1984년생, 부산, 문현여고, 부산대, 사법시험 53회,

연수원 43기 

회 원 2014. 3. 31  임준규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7, 8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42-9908

학 력
1984년생, 부산, 배정고, 한양대, 사법시험 50회, 연수원 40기, 대
한법률구조공단 울산(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2012), 법무부 국가송무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2013)

회 원 2014. 4. 11  조아윤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602호

전 화 503-1400

학 력
1982년생, 서울, 외국어고, 연세대, 사법시험 53회,

연수원 43기

회 원 2014. 4. 29  이주상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중구 구덕로 39, 3층

전 화 242-0365

학 력
1980년생, 서울, 진성고, 한양대, 변호사 시험 2회,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한강(2013)

회 원 2014. 5. 16  임승희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605(거제동, 정림빌딩) 법무법인 로앤케이

전 화 963-0001

학 력
1979년생, 부산, 혜광고, 부산대, 사법시험 53회, 

연수원 43기

회 원 2014. 3. 25  장국진 회원[경남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202호(거제동,세종빌딩) 법무법인 진심

전 화 507-2772

학 력
1971년생, 광주, 낙동고, 서울대, 변호사 시험 2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3. 31  최해영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1110호

전 화 506-7400

학 력
1984년생, 경남, 동인고, 부산대, 사법시험 49회, 연수원 40기, 공익
법무관(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2011), 부산고등검찰청(2012), 법무부 국가송무과(2013)

회 원 2014. 4. 14  남일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7,8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506-1761

학 력
1981년생, 부산, 충렬고, 서울대, 사법시험 49회, 연수원 39기, 부산고등검찰
청 공익법무관(201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공익법무관(2011),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2012), 주식회사 케이티 법무실 변호사(2013)

회 원 2014. 5. 9  김선정 회원[경남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42, 대한빌딩 301호 법무법인 장원

전 화 949-0001

학 력
1985년생, 부산, 대덕여고, 부산대, 변호사 시험 2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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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4. 5. 1  이일권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동 로윈타워 906호, 907호

전 화 502-0422

학 력

1966년생, 부산, 동천고, 연세대, 사법시험 33회, 연
수원 23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1997),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07),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
사(2010),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2011), 부산지
방검찰청 부장검사(2012),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201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2014)

회 원 2014. 5. 12  곽규택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103호

전 화 507-1400

학 력

1971년생, 부산, 혜광고, 서울대, 사법시험 35회, 연
수원 25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99), 부산지방검
찰청 부부장검사(200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
사3부장검사(200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20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2013),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2014)

회 원 2014. 6. 9  박종래 회원[경남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2층,13층 1302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법무법인 정인

전 화 911-6161

학 력
1977년생, 부산, 금성고, 고려대, 변호사 시험 2회, 부
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법률사무소 경률
(2013~2014)

회 원 2014. 7. 2  김성훈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7층(거제동, 로펌빌딩) 법무법인 유석

전 화 714-6661

학 력
1984년생, 창원, 경일고, 한양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서정(2013) 

회 원 2014. 7. 8  김종로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407호

전 화 501-6177

학 력
1961년생, 경남 밀양, 세종고, 부산대, 사법시험 27회, 연수원 17기, 부산지
검 검사(1991),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2000), 부산지검 특수부장검
사(2004),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2008), 부산고등검찰청 검사(2009)

회 원 2014. 10. 6  강봉철 회원[경남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42, 301호(거제동,대한빌딩) 법무법인 장원

전 화 949-0001

학 력
1978년생, 경남, 창원 경상고, 고려대, 변호사 시험 2

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5. 29  차민혁 회원[대구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1497-1 로윈타워 12층 법무법인 푸른

전 화 507-5050

학 력
1972년생, 부산, 금성고, 서울대, 사법시험 51회, 연수원 41기,
국회사무처 비서관(2001~2003),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2012),
법무법인 창공 변호사(2013),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2014)

회 원 2014. 6. 18  안병지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63 4층

전 화 580-4730

학 력
1980년생, 부산, 동여자고, 서울대, 사법시험 50회,

연수원 40기, 법무법인 민주(2011) 

회 원 2014. 7. 7  최진영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중구 대청동1가 37-1 코모도에스테이트 102동 201호,202호 법무법인 다율

전 화 070-4402-9892

학 력
1971년생, 부산, 해운대여자고, 부산대, 군법무관 15
회, 육군훈련소 법무부 검찰부장(2004), 청와대 경호
실 법무담당관(2009), 53사단 법무부 법무참모(2013)  

회 원 2014. 4. 7. 11  김준곤 회원[대구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23, 5층(거제동, 일경빌딩) 법무법인 아성

전 화 714-7374

학 력
1955년생, 대구, 대구 상업고, 경북대, 사법시험 30회, 연수
원 20기,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 1비서관(2005~2006),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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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4. 10. 8  기경석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8층

전 화 531-8963

학 력
1971년생, 경북 경주, 해운대고, 부산대, 군법무관 17회,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
부장 부임(2006), 방위사업청 내자법령해석 및 송무담당(2007), 해병대사령부 법무실 인권
담당관 부임, 해군사관학교 법무실장 역임(2009), 해군작전사령부 국선변호부장역임(2010)

회 원 2014. 10. 8  정상규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28(거제동)부산법조타운 403호

전 화 507-7636

학 력
1984년생, 부산, 브니엘고, 고려대, 변호사 시험 3회,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8  이인수(李仁受) 회원

주 소 부산 진구 부전로 66번길 32, 5층

전 화 714-3118

학 력
1988년생, 경남 거제, 경남여자고, 동아대, 변호사 

시험 3회,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8  고강희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1304호 법무법인 하늘누리

전 화 506-0814

학 력
1975년생, 부산, 진주 명신고, 부산대, 변호사 시험 3회, 동아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군 제91기지건설전대 시설장교(1998),
풍림산업(주)(2001), 대한구조안전기술(2007)

회 원 2014. 10. 8  이형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7층(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42-9908

학 력
1983년생, 경북 김천, 경북 외국어고, 성균관대, 변호

사시험 3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10  조  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301호 법무법인 금정

전 화 506-1400

학 력
1980년생, 경남, 금정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3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14 최지원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법무법인 정인

전 화 911-6161

학 력
1983년생, 인천, 과학고, 고려대, 변호사시험 3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G생명과학(2009),
법무부 심의관실 인턴(2012)

회 원 2014. 10. 14  이희봉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8층(부산지방검찰청 맞은편) 법무법인 해인

전 화 506-5016

학 력
1987년생, 부산, 삼성여자고, 이화여대, 변호사시험 3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8  정재홍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7층(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42-9908

학 력
1973년생, 경북 경산, 경상고, 경북대, 변호사 시험 3회,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8  이기영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7층 법무법인 국제

전 화 257-0044

학 력
1981년생, 부산, 개금고, 고려대, 변호사시험 3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14  이영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거제동, 부산법조타운 12층) 법무법인 정인

전 화 911-6161

학 력
1981년생, 대구, 김해 여자고, 서울대, 변호사시험 3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14  최정진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503호

전 화 506-0809

학 력
1978년생, 경남 창원, 가야고, 부산대, 변호사시험 3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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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4. 10. 14  유혜승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7층 법무법인 해원

전 화 507-0532

학 력
1985년생, 부산, 동여자고, 동아대, 변호사시험 3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15  이계일 회원[경남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2-1 (거제동, 영진빌딩 402호)

전 화 507-8573

학 력
1976년생, 경남 밀양, 밀양고, 부산대, 변호사사 시험 2회, 부산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감정원 창원지점(2004), 가람감정
평가법인 경남지사(2008), 미리내감정평가사사무소(2009)

회 원 2014. 10. 16  빈정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18 1202호(거제동, 세종빌딩) 법무법인 진심

전 화 507-2772

학 력
1975년생, 부산, 가야고, 연세대, 변호사시험 3회, 부산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빛은행 (현 우리은행) 인턴행원
(2001)

회 원 2014. 10. 17  채상률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7-1 정림빌딩 1306호 법무법인 현승

전 화 507-6700

학 력
1980년생, 경북 포항, 사직고, 서울대, 사법시험 51회,

연수원 43기

회 원 2014. 10. 24  김태형(金泰亨) 회원[서울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거제동) 동주빌딩 5층 법무법인 진인

전 화 503-8181

학 력
1979년생, 경남, 개금고, 한양대, 변호사시험 3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27  송준협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4층(거제동,은하빌딩) 법무법인 신유

전 화 506-9762

학 력
1980년생, 경북 경주, 경주고, 중앙대, 변호사시험 3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29  이지은 회원[울산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은하빌딩 101호

전 화 506-1606

학 력
1987년생, 경남, 학산여고, 영산대, 변호사시험 3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31  이윤대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로윈타워 13층 1305호

전 화 717-3530

학 력
1980년생, 경북, 영남고, 연세대, 변호사시험 3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23  성지인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4 정림빌딩 1101호, 1102호

전 화 506-1157

학 력
1987년생, 경남 진주, 부산외국어고, 이화여대, 변호

사시험 3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24  허다은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9-4 협성법조빌딩 2층 법무법인 우리들

전 화 949-2001

학 력
1987년생, 부산, 부산외국어고, 이화여대, 변호사

시험 3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 원 2014. 10. 29  전지숙 회원[경남회 → 부산회]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 2동 1130-26 3층

전 화 783-5999

학 력
1979년생, 경남 김해, 부산대, 사법시험 52회, 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동남 소속변호사 근무(2013), 경상
남도 인사위원회 위원(2014)

회 원 2014. 10. 31  이운영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빌딩 2층(국민은행 건물) 법무법인 정맥

전 화 507-7277

학 력
1981년생, 경북 안동, 송현여자고, 경북대, 변호사

시험 3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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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3. 11. 22  이민정 회원

주 소 공직임용

회 원 2013. 12. 26  김명주 회원

주 소 기타(기업취직)

회 원 2014. 1. 8  이권규 회원

주 소 기타(경기도 교육청 근무)

회 원 2014. 2. 28  진혜정 회원

주 소 기타(육아)

회 원 2014. 3. 12  강혜림 회원

주 소 교수임용

회 원 2014. 3. 14   이영진 회원

주 소 공직임용 (안정행정부소청심사위원회)

6. 2014년도 재개업회원

7. 2014년도 휴업회원

회 원 2014. 3. 27  배구량 회원

주 소 기타(일신상의 이유)

회 원 2014. 3. 27  김세윤 회원

주 소 기타(일신상의 이유)

회 원 2014. 4. 29  유기준 회원

주 소 기타(국회법 29조 겸직금지에 의거)

회 원 2014. 5. 20  박지현(朴智賢)회원

주 소 기타(학업)

회 원 2014. 6. 3  박용수 회원

주 소 공직임용(부산지방법원 조정센터 센터장)

회 원 2014. 6. 30  박문학 회원

주 소 유학

회 원 2014. 8. 28  허 정 회원

주 소 공직임용(대전지방검찰청)

회 원 2014. 10. 31  신광혜 회원

주 소 경영상 어려움

8. 2014년도 소속변경 회원

회 원 2013. 11. 5  박성임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 11. 7  이혜영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2104. 7. 1 배소민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7 오름빌딩 701호

전 화 504-0004

학 력
1983년생, 부산, 혜화여고, 부산대,  변호사 시험 1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국제 소속변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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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2013. 11. 8  박종래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2013. 11. 21  김상수 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 11. 21  정영덕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2013. 11. 26  노태부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3. 12. 5  박상흠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울산회

회 원 2014. 2. 3  김정석 휴업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2. 10  이유경 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3. 26  배석기 휴업회원

주 소 부산회 → 울산회

회 원 2014. 3. 26  임규영 회원

주 소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2014. 3. 27  정노찬 회원

주 소 부산회 → 인천회

회 원 2014. 3. 27  손다미 회원

주 소 부산회 → 울산회

회 원 2014. 4. 16  우지혜 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6. 5  김선영 휴업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7. 21  석진욱 회원

주 소 부산회 → 대구회

회 원 2014. 8. 18  임은경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8. 20  노태홍 회원

주 소 부산회 → 경남회

회 원 2014. 9. 1  석동현 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10.14  신정현 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10. 20  장영주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10. 21 감덕령 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10. 22 정재윤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서울회

회 원 2014. 10. 24 소현우 준회원

주 소 부산회 → 울산회

9. 2014년도 사망회원

회 원 2013. 12. 19  이덕만 회원 회 원 2013. 12. 20  김용묵 회원

회 원 2014. 02. 21  신영길 회원 회 원 2014. 05. 17  이기태 회원

회 원 2014. 06. 19  이성호 회원 회 원 2014. 08. 14  이영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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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원 연령별 현황
2014. 10. 31. 기준

구 분 인 원 회 원 명

81세이상 8명 최익균, 조재연, 강호원, 박우재, 금동우, 김운태, 김태조, 김석주

76세~80세 16명 황영선, 석춘재, 안병희, 문종술, 임종선, 박재봉, 李仁秀, 이규학, 오장희, 박경구, 박근수, 손성대, 석용진,
윤경현, 조수봉, 황진호

71세~75세 23명 정시영, 이운조, 김   열, 김주성, 최장락, 송문일, 박준석, 김철기, 황규정, 곽종석, 손홍익, 정창환, 이   홍,
손제복, 조건오, 김상준, 고왕석, 박국홍, 권오탁, 안상돈, 안석태, 안승군, 최번영

66세~70세 12명 장  호, 이찬효, 정종우, 김태기, 주대경, 황  익, 김문수, 이강남, 강문종, 고종주, 허진호, 김종대

61세~65세 27명
김대희, 김영수, 심연택, 박옥봉, 이재호, 정호석, 박권병, 최중식, 정영천, 이세형, 김용문, 한기춘, 하영곤,
권건우, 조봉국, 진병춘, 최희수, 신용국, 김진영, 조정래, 안영문, 신창수, 황종국, 조진제, 이기중, 홍광식,
신우철 

56세~60세 52명

최상은, 유정동, 조현래, 이남열, 하만영, 최병주, 장수복, 이원철, 김영곤, 김성수, 오규철, 김정우, 성재영,
이중섭, 김용대, 정덕관, 권기우, 金旭泰, 권태하, 이우기, 유상순, 신용도, 이태환, 허태군, 김태우, 박성웅,
이동준, 장희석, 정희장, 김종기, 신동기, 전영빈, 강창옥, 허상수, 강현안, 김영욱, 류수열, 나병영, 金眞洙,
조영재, 서재옥, 장원용, 김백영, 조한욱, 김동훈, 박성철, 김중확, 배종근, 정상수, 최진갑, 서복현, 김준곤

51세~55세 66명

정양진, 이문성, 정재호, 정재성, 김재홍, 윤여진, 정연수, 허명욱, 양기열, 장흥민, 장준동, 김능칠, 박영주,
허종범, 강동규, 임경윤, 류도현, 김진기, 설승문, 조갑술, 이명화, 정의훈, 신용수, 조용한, 최현우, 천정규,
기성욱, 박성기, 김충희, 김영길, 이수기, 이강민, 박봉환, 신원삼, 윤태영, 김   막, 李泰源,이종룡, 김호남,
변영철, 권인칠, 노성진, 이영갑, 강경렬, 문주호, 김영흠, 오세화, 이학수, 김근수, 김태창, 박종규, 서영화,
박흥모, 황진효, 고경우, 정세진, 박영근, 최해종, 송관호, 최종우, 윤장원, 문성근, 홍성주, 문대홍, 백태균,
김종로

46세~50세 73명

김외숙, 노홍수, 신창원, 여태양, 최성주, 김인일, 명호인, 이덕욱, 권혁근, 이호철, 박성호, 조성제, 송대원,
예인수, 강진영, 김용규, 신익철, 원대희, 이철원, 김영준, 노정석, 김윤천, 박춘하, 강종률, 이용운, 김진룡,
정인권, 윤재철, 김도현, 李晳宰,하석철, 윤봉근, 金眞守, 최창용, 이성훈, 김정열, 배경렬, 김동인, 정지훈,
정태용, 이채문, 유주연, 이한석, 이상경, 서요한, 최영효, 김상근, 신승기, 김경호, 이승기, 한원우, 이상근,
김동진, 윤근수, 박용표, 조충영, 방철수, 김창수, 문덕현, 이재홍, 정재훈, 고재민, 조영국, 고민삼, 남삼식,
고영태, 김준기, 홍순보, 이동훈, 임경섭, 김현철, 이정일, 이일권

41세~45세 66명

김현영, 윤기창, 김석현, 조휘열, 박행남, 이경우, 염정욱, 박상욱, 권승형, 임방조, 李正敏, 李泰杬, 박원환,
최의곤, 백중현, 강경철, 황주환, 김길수, 김미애, 박기원, 이찬호, 윤여준, 박현준, 이정의, 전정숙, 노규동,
김선옥, 이남길, 정해영, 강경호, 권구철, 한민열, 권우현, 정판희, 황태영, 이윤근, 송대진, 오주석, 전용범,
李碩宰, 이준채, 박기득, 백진규, 임호택, 신상효, 김영학, 손정우, 윤두철, 남양호, 권재창, 전종호, 박재우,
정영석, 강석정, 장경래, 김태욱, 성창열, 현성삼, 이진수, 김종운, 장국진, 곽규택, 차민혁, 최진영, 기경석,
정재홍

36세~40세 73명

김용민, 최병일, 우굉필, 진동열, 이무훈, 신유천, 김상협, 황교훈, 김수정, 류승용, 이경택, 김병준, 박중규,
손범식, 서충식, 김재원, 문탑승, 김훈태, 이성문, 박규택, 임준섭, 정필승, 천동진, 이대성, 강영수, 김영주,
임재인, 이상훈, 金昱泰, 김대수, 채동우, 이성렬, 이재규, 박지현, 이연주, 박지형, 김해영, 백성욱, 류제성,
강호정, 서경진, 강민경, 이경민, 최희원, 정회석, 홍지은, 김창오, 윤석종, 위은숙, 이준희, 이정훈, 변경민,
오권석, 김민호, 박일행, 백혜랑, 최성훈, 이민기, 안세진, 김태현, 조형래, 함상범, 정연채, 정경현, 정희진,
박종인, 이상욱, 박종래, 강봉철, 고강희, 최정진, 이계일, 빈정민

31세~35세 94명

천영준, 이기웅, 황지현, 조희찬, 홍수진, 고지현, 박보영, 유득열, 황현구, 최강재, 이범주, 강승호, 金泰衡,
황호진, 김선웅, 윤혜주, 박은식, 김미선, 김렬구, 성락인, 조형준, 윤재경, 이   진, 서은경, 강민석, 박정언,
이용민, 최재원, 진기룡, 박기호, 고주연, 김주향, 한창재, 김문경, 박종훈, 김민균, 박해동, 김민건, 김지애,
김가람, 김소연, 장태관, 윤길현, 이상수, 이동환, 임창섭, 조세영, 이승찬, 박은희, 이상준, 이아린, 박명수,
주현빈, 김민중, 이민주, 김문범, 김승환, 하대호, 고형찬, 한창헌, 장우혁, 장혜승, 박준식, 구민영, 최달옹,
최범준, 김찬영, 김경민, 조민주, 신정인, 조묘진, 정민혜, 김민영, 목명균, 최현정, 서상원, 박정미, 정   민,
李貞珉, 조아윤, 남   일, 이주상, 임승희, 안병지, 배소민, 이형진, 이기영, 조   민, 이영림, 최지원, 채상률,
金泰亨, 송준협, 전지숙

30세 이하 28명
박주영, 한예슬, 전보경, 배소현, 최보영, 강보람, 양미영, 정유진, 정은영, 이하늬, 이지욱, 정미영, 박진영,
김용필, 유희은, 최윤선, 안영주, 임준규, 최해영, 김선정, 김성훈, 정상규, 李仁受, 이희봉, 유혜승, 성지인,
허다은, 이지은

계 538명 평균연령   4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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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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2) 이용방법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개인회생·파산 지원변

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변호사 및 변호사비용 등 절차 안내

(3) 접수처

부산지방변호사회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4) 변호사 보수   

① 개인파산 : 45만원(부가세 별도)

② 개인회생 : 60만원(부가세 별도)

※ 단, 인지대, 송달료, 공고료 등은 별도 부담

(채무액,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일부 증액될 수도 있음.)

(6) 이용절차

부산지방변호사회 방문 (법원 맞은편 건물 10층)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이용신청서 접수 (부산지방변호사회 내 비치)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명부에 의한 안내 (순번)

지원변호사단 면담 후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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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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

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

률적 조언과 안내 등의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

※ 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

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당직변호사제도 운영 및 이용방법

① 당직변호상황실 연락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4, 팩스 051)506-8511

② 당직변호사의 업무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4. 무료법률상담

(1) 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씩 매일 돌아가며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민사·형사·가사·상사·행정 등 법률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제도

(2) 상담장소

① 부산지방법원 2층 무료법률상담실(211호, 212호)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3:00∼15:00까지 운영(번호표 배부)

② 동부지원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13:00∼15:00까지 운영(선착순)

※ 법률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증빙서류, 관련문서)를 지참하시면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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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민법률지원단

(1) 목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
민법률지원단」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적 조력활동’, ‘이주민에 대한 법률원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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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10층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6.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1) 목적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기업 경영상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8일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처음 발족한 이래, 2007년 4월부
터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하여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1기업 · 1고문변호사제’로 더욱더 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2) 가입방법

•자격요건 :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일반사업자
•연  회  비 : 10만원(50만원 중 신한은행이 40만원 지원)
•신청장소 : 신한은행 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중소기업회원등록신청서

(3) 상담절차

•이용대상 : 기업회원사 임직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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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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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송달하게 되
고,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화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2) 장점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소제기 이전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차 민사상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이 지났
음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미리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의 화해조서
를 받아 놓으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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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제로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화해사건은 접수에서 화해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약
6주~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약 4주~5주 후에 화해조서정본을 법원에서
수령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 위 소요기간은 법원 해당재판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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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방법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 접수

접수시간 : 월~금요일 09:00 ~ 18:00 

연락처 : 전화 (051)506-8500, 팩스 (051)506-8511

(5) 구비서류

①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지시가확인서 또는 토지대장,임대 층 평

면도(층 일부일 경우) 각 1통 

② 토지인도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1통 

③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가등기권리증사본, 

매매계약서사본(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각 1통

④ 공유물분할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측량성과도 각 1통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도장 지참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지참

8. 법률구조 제도

(1) 목적

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면서 법적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

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

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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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절차

①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지방변호사회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
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구조신청 가능
③ 법률구조신청에 의해 법률구조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

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우선 비용을 지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고, 부산지방
변호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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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사건소송비용 상환 약정서(부산지방변호사회 비치) 1부
- 사건관련 자료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세목별과세증명원(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1부
- 소득증명원(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자영업자) 1부
- 재산관계진술원 1부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일 경우)

(4) 법률구조대상자

-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자
-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 해외로부터 이주한 근로자, 국제법상 난민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5) 법률구조 대상사건

- 민사·형사·행정·가사·헌법소원 등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
※다만,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

하여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홍보위원장  이  태  환

온 국민을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위 참사도 잊혀지겠지만, 반성하고 또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잃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과 관련한 글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
해 본회에서 야심차게 실시한 의의를 살려 연수회의 이모저모도 남기고, 동호
회 활동 내용도 실었습니다. 

본 회지가 탄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
신 옥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부산법조를 기원하면서, 부족한 홍보위원장을 도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한 홍보위원들과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번째

부산법조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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