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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출처_ / 청사포 (김재홍 변호사) 

만선을 준비하는 포구 청사포에는 지금 변화와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어부들은 큰 바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5. 8. 2. AM 7:00경 촬영(song rx10 HDR)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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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는 변호사 송문일님이 지으시고,  
          변호사 고 황영선님이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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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33호 부산법조

지난해 법조는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한 겨울 얼음 계곡 속 물방울 소리처럼 희망의

멜로디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부산과 부산법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세계 질서의 축이 동북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30년 후 홍콩이 중국에 2차 반환됩니다.

부산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미 부산은 세계적인 금융, 해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

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부산에 어울리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발간사 | Greeting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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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7

그 중에서도 법조인, 법조가 나서야 합니다.

불어오는 외풍에 힘들어 하고 옷깃을 여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법률서비스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조타운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국제수준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조계가 야단법석을 더 떨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낯을 드러내고 안팎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아오른 열기를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응집시켜야 합니다.

확 바꾸면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둔다는 진리를 믿고 변화와 개혁에 도전합시다.

제33호 부산법조는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행남 홍보위원장님과 홍보위원님들, 

그리고 주옥같은 원고를 내어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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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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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단상

1.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의 국선변호인으로 변론을 맡았던 때는 2009년경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정양진

변호사님과 함께 변론을 맡았는데, 처음 경험하는 절차라 떨리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정양진 변호

사님이 전체적인 변론을 주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약 6년간에 걸쳐 네 댓 차례 더 국민참여재판의 변론을 맡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의 경험이 그리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

으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고, 5일간 연

속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보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

로는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변론과정에서 느낀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신입 변호사님들에게 같은 초심자로서 길안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끄러움을 무릅

쓰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이 글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저의 경험과 기억에

만 의존하여 썼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의 사

고의 편협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

터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흐름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으로 2명의 변호인이 공동으로 선정되는데, 검사도 수사 담당 검사

와 국민참여재판 담당 공판 검사 2명이 공동으로 공판에 참여합니다. 검찰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시부터 국민참여재판 절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민참여재판 담당 공판 검사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

도록 하였고, 검찰 내에서 사례 발표나 연구를 통해 공판 진행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그 성과를 축적하

변호사 권 혁 근

10•제33호 부산법조

2.국민참여재판에 관여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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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후임 검사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은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맡아 법

정에 서는 국선변호인보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모두진술을 시작하기에 앞

서 배심원들에게 먼저 배심원으로 참석해 준 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하여 재판 절차 내내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거나, 증거에 대한 설명시 ppt자료를 활

용하여 배심원들이 공소사실과 증거의 관련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검

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참여재판 담당 검사는 대개 2년 정도 공판을 전담하면서 많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재판 절차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

니다. 그에 반해 변호인은 검찰조직과는 달리 다른 변호사로부터 공판 진행 노하우나 경험을 전

수받기도 어렵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여재판 절차에 적

응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3-4년

정도 경험하다보면, 검사는 길어도 2년 이상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에 관여하기 어렵지만, 변호사

는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계속 변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 면에서 변

호사가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힘든 과정만 잘 이겨내고 나면, 시

간은 변호인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변론에 앞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를 구

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는 기피신청(무이유부 기피신청과 구분하기 위해 이유부 기피신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과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적절히 활용하여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

각되는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단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만 들어보고

재판장이 배심원후보자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유부 기피신청을 받아

부산지방변호사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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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배심원이 9명인 경우 5명까지 인정되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잘 활용하

여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선정 기일 전에 송부

되는 배심원 후보자 명부를 보고 미리 배심원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등급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

다. 그렇게 해 두고 선정기일에 등급이 낮은 후보자가 추첨되었을 경우, 공통질문이나 개별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들어보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후보자를 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무이유부 기피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배제해야 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등급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

다. 왜냐하면,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때, 통상적으로 1라운드(최초로 배심원 후보자 9인을 추첨한 후 배

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라운드에서 배제된 후보자 수만큼 추첨에 의해 후보자를 보충한 후

다시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2라운드입니다.)에서는 검사가 먼저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하는데, 이

때, 변호인이 기피하려고 한 후보자를 검사가 먼저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표시해

둔 등급 표시에 따라 다른 후보자 1명을 더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의 유형이 강력범죄가 많고, 특히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인들이 선호

하는 배심원 후보자는 40-50대 고학력 남성들입니다. 유, 무죄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직업법관의 개입을

배제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변호인들이 선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심원의 모습이 사실은 전

형적인 직업법관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는 점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50

대 고학력 남성들이 선정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을지 여부

를 판단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어떤 후보자의 편견이 드러

난다 하더라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후보자들 중에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후보

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후보자는 배심원으로 남게 되고, 자

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드러낸 후보자는 배제되게 되어, 결국 편견을 가진 데다 정직하지도 못한 후보자가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후보자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드러내도록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

야 하는 이유는 비록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후

보자들로 하여금 나중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공평한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

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두 명 선정하는 이유는, 한 명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주도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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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변론을 맡도록 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무방하나, 공동변호인 간에 호흡이 잘 맞으면 전체 변론 과정을 공동

으로 진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도 변호인 한 명이 혼자서 배심원 후보자

들에게 질문도 하고 후보자 명부에 적격성 등급 표시도 하면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변

호인 한 명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한 명은 후보자 명부를 보면서 배제해야 할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변론 과정에서도 증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변호인 한 명은 증인신문과 증거에 대한 설명을 준

비하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변호인들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변론 방향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대법정의 배심원단 좌석은 검사석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보면 변호인과 피고인은 법정의 오른쪽에, 검사와 배심원단은 왼쪽에 자

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의 위치가 검사석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심정적으로 검사

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변호인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검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여과 없이 전달되는데 반해 검사의 주

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응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

니다. 즉, 변호인의 변론이나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때, 검사가 못마땅해 한다는 느낌이 역력

하게 헛기침을 한다거나, 증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할 때 앞자리에 앉은 검사가 고개를 크게 좌우

로 젓는 것을 보면 배심원들은 은연중에 변호인이나 증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배심원단의 좌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더라도 검사석과 변호인 석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법대 중앙에 나란히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소장 첫머리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소사실과 유사한 전과 사실의 기재는 유,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5. 배심원단의 위치

6. 공소장에 기재된 전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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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 사실의 기재도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과 사실의 기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범이나 상습범의 경우에도,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누범 해

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굳이 유, 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전과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상습범 또한

형의 가중 사유로서 행위자적 속성에 대한 평가이므로 양형 단계에서 판단하면 족하기 때문에 굳이 공소

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범죄경력조회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한 유, 무죄의 평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피고인의 전과가 배심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고, 유죄로 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양형자료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이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가 공판기일 이전에 모

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할 때에는 공판기일 이전에 모든 회신이 도

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증거신청을 해야 하며,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사실조회 회신 등이 도

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사실조회 회신이 유,

무죄 판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판기일을 속행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는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공판기일을 속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에 대한 살

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수 년 전에 성병으로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질문할 때에는 이의

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 공소사실의 입증과 무관하게 잔인한 범행 현장 사진이나, 처참한 피해자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제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들의 적대감을 자극시키려 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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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모두 읽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증인

의 증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증인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

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수사기록을 읽어보지 못

하고 공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은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인의 증언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자료

나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설명 절차에서 다시 한 번 입증취지와 증언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하루 만에 끝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공판기일이 2일 이상 연속되

어, 배심원들이 출, 퇴근을 해야 할 경우,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이 언론이나 지인들과의 접촉을 통

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이 수일 간

연속될 경우 배심원들이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문제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배심원들의 협조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배심원들을 외부인들과 완전히 격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

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날에 걸쳐서 배심원들이 출, 퇴근하면서 재판

을 할 경우, 물론 재판장이 매 기일마다 배심원들에게 언론이나 지인들과의 접촉을 자제해 줄 것

과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서만 심증을 형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기

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보도 내용 중 증거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추측성 기사에 대해

서는 증거설명 절차나 최후 변론시에 이를 지적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형사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변호인석에서 일어서서 정면을 보면 시선이 검사를 향하게 되

고, 재판장은 시선이 방청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일부러 재판장을 향해 몸을 돌리지

않는 한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좀처럼 eye-contact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

판절차에서는 변호인석에서 정면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배심원들과 eye-contact이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증거설명이나 최후변론은 배심원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변론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배심원들과 eye-contact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재판장의

9. 증거설명의 중요성

10.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이 오염될 가능성

11. 배심원들과의 eye-contact의 중요성

부산지방변호사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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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만 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지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는 배심원들의

표정을 보면,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배심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eye-contact을 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절차에서는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배심원들과

eye-contact을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변론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변론으로 배심원들

을 설득할 수는 없고, 변호인의 의심도 고스란히 배심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합니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46조 제5항]. 따

라서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내

린 평결 결과까지도 재판장이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재판 과정에 도입

하고자 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유

죄 평결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유죄의 평결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무죄를 선

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배심원들이 무죄의 평결을 하였는데 재판장이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로 법리오해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을 들고 있으나, 오판의 가능성은 심급제도에 의해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배심원

들이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배심원 전원이 법리를 오

해할 정도로 상식과 맞지 않는 법리가 있다면, 그 법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경할 일이지, 배심원들

의 평결 결과를 부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고, 인간은 무대에 선 배우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 국민참여재판 법정입니다.

변호인은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사를 준비해야 하고, 호소력 있는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결정적인 순간에 제출해야 하고, 모두가 놓친 평범한 사실에서 반전의 실

마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다가도 때로는 격정적으로 열변을 토해낼 줄

16•제33호 부산법조

12.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의 효력

13. 국민참여재판 법정은 변호사들의 연기가 펼쳐지는 무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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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때 호소력을 갖습니다. 아이돌급 비주

얼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발연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설 때, 정

말로 그 곳이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인가,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언젠가는 제

가 더 이상 이 무대에 서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시 막연한 슬픔에 잠긴 적도

있습니다. “11. 5.자 준비서면 진술하겠습니다.”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

대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사만 읊조리는 배우는 연기파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 다루는 세계는 허구의 세계입니다. 그 허구의 세계를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도 우

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배우의 연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상상은 앞서거니 뒷서거

니 하게 마련이므로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

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일은 오히려 영화를 볼 때보

다 드뭅니다. 등장인물들의 연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연기력은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진정성이 없는 변론은 배심원이나 의뢰인들에게 감동

을 주기 어렵습니다. 

진정성이 통하는 곳이 국민참여재판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난 변론능력으로 감동을 주는 변

호사님들이 많이 등장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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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관 및 보완책에 대한 소고

I. 서론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된 2004.부터 현재까지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국

선변호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최근 법원이 실시한 각

종 설문조사결과를 보아도 법원, 피고인, 일반 국민 모두로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1) 그러나 반면 변호사 수의 증가,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재판연구원(law clerk)제도의 실시 등 우리

나라 법조 환경이 최근 짧은 기간 내 급작스런 변화를 겪음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여러 단체로부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 먼저 우리나라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도입경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

선전담변호사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 국선변호인 제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

후 현행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관하여 지적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단순히 열거하기보다, 필자가 2015.

2. 28.까지 6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체감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의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란 일정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

조합 등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과 계약을 맺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대가로 본인 또는 친족사건, 소송

구조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관할구역 내의 국선변호사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2)

국선전담변호사와 관련한 일반적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3) 이고,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업무중지, 업무처리, 국선변호위원회, 각급법원의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국선전담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의무 등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이하 ‘국선예규’라 한다)’ 제21조

변호사 윤 두 철

II.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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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신문 2014. 1. 27.자 기사; 법률신문 2013. 1. 18.자 기사.
2) 한연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으로서 퍼블릭디펜더제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24면.
3)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

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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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26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 및 시행경과4)

가. 도입배경 : 종래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비판

과거 국선변호제도에 대하여는, 필요적 국선사건에서 절차 위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국선변

호인을 선정하는 사례, 장황하게 변소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거인부와 쟁점정리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사례 등 법원의 필요에 따라 운용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한 국선변호업무

를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과소한 보수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변호활동에 그침으로써 피고인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서 그 대안의 하나로 제안되어 채택된 것이 국선

전담변호사제도이다. 

나. 시행경과 

(1) 제1차 시범 실시기(2004. 9. 1. ~ 2005. 2. 28.)

2004년 최초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시범 시행하였는바,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6개 법원(서울

중앙,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이 그 대상이었다. 시행 시작일인 2004. 9. 1. 기준으로 총인원

은 11명이었고, 적정 처리 건수와 보수에 대하여는 ‘월 25건 기준 625만 원(세전, 1건당 25만 원)’

또는 ‘월 40건 기준 800만 원(세전, 1건당 20만 원)’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데 대다수는 전자의 형식으로 계약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원자격을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였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사건 이외의 소

송사무를 수임할 수 없었으며, 국선전담변호사가 자비 부담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직원을 고용

하였다.

(2) 제2차 시범 실시기(2005. 3. 1. ~ 2006. 2. 28.)

이 시기에는 총 11개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실시되었다. 2005. 3. 1. 기준으

부산지방변호사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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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은 21명이었으며, 적정 처리 건수 및 보수는 제1차 시범 실시기와 동일하였다. 제

1차 시범 실시기와 달리 지원자격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곧바

로 국선전담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3) 본격적 시행 1기(2006. 3. 1. ~ 2009. 2. 28.)

(가) 2006년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 전체에 확대 시행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은 41명

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위촉인원 42명 중에는 기존 국선전담변호사 중 1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촉을 위

한 심사 절차는 각종 의견조회, 즉 사법연수원 지도교수 등에 대한 의견조회,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각 지

방법원에 설치, 현재 명칭은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의

견조회를 거치고, 신규변호사 및 수도권 지원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국선변호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거친 후 국선변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위촉된 변호사 중에는 60대도 4명

이 포함되는 등 20대부터 60대까지 상당히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되었으며, 부장판사 경력자나 검사 경력

자 등도 있었다.

(나) 2007년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이 58명으로서 전년 대비 17명 증가하였고, 보수는 세전 800만 원을 유지하면서 적

정 처리 건수를 월 35건으로 정하였다(1건당 23만 원 기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하고, 선정 후 1회 기일 전 선정취하 시 처리건수를 0.5건으로 계산

하도록 하였다.

(다) 2008년

2008년에는 2회에 걸쳐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이 이루어졌는바, 7. 1. 기준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이 83

명에 이르게 되었다. 보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적정처리 건수를 월 25건(1건당 32만 원 기준)으로 줄

였을 뿐만 아니라, 처리건수를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종전에 비하여 세분화된 기

준을 설정하였다. 2008. 7.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을 통하여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사무실도

제공하는 등 처우를 더욱 개선하였다.

(4) 본격적 시행 2기(2009. 3. 1. 이후)

(가) 2009년

기존의 18개 지방법원 본원 외에 대구를 제외한 4개 고등법원 및 대규모 지원(고양, 부천, 성남, 안산, 대구

서부)에서 시행하였고, 2009. 5. 1. 기준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은 122명이었다. 2009년에도 적정 건수 산

정을 위한 개선 작업이 이어졌는데, 그 내용은 ① 단독사건만 담당하는 경우나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만 담

20•제33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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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경우 또는 단독사건과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는 월 25건을 배정(1건당

32만 원 기준)하고, ② 그 이외의 경우는 월 20건을 배정(1건당 40만 원 기준)하는 것이었다(가중

치 부여는 전년도와 동일).

(나) 20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추가 실시하고,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이 13명

증가하여 135명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 2009년과 비교하여 외형적으로 는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

았다. 그러나 법원별·지역별로 업무부담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 11. 1.부터 고등

법원 또는 합의사건은 월 20~30건의 범위 내에서(종전 월 20건), 그 외 사건은 월 25~35건의

범위 내에서(종전 월 25건) 각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적정 건수를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다) 2011년

2009년 적격자가 없어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았던 대구고등법원과 안양, 강릉, 천안, 통

영의 4개 지원을 실시 대상 법원에 추가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은 155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 시기부터는 법조경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한 것이 특징인데,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자

는 600만 원(세전), 법조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800만 원(세전)으로 구분하였다.

(라) 2012년 ~ 2014년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실시하는 대상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과 국

선전담변호사의 수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 적정 처리건수 산정방식이나 보수액

등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다. 이 시기의 국선전담변호사제도실시 대상 법원 수와 국선전담변호사

총인원의 변동 추이는 「34개 법원에 174명(2012년) → 36개 법원에 197명(2013년) → 37개 법원에

229명(2014년)」이다.

(마) 2015년

2015년에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하여는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유무에 따라, ① 무경

력자의 경우 첫 위촉 후 600만 원(세전, 이하 같다), 1회 재위촉 후 700만 원, 2회 재위촉 후 800

만 원을 지급하고, ② 유경력자의 경우, 그 경력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첫 위촉 후 700만 원, 1

회 재위촉 후 800만 원을, 그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첫 위촉부터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까지 전국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 현황은 [별첨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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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선변호인과는 달리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의 계약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특수한 권리·의

무를 가지고,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를 가지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

게 된다.5) 이러한 지위로 인해 국선전담변호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일반 국선변호인과 구별되는데 간략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앞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선전담변사제도는 여러 번의 변경을 거쳤는바, 이

하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III. 일반 국선변호인 제도 대비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구체적 내용 

5) 한연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으로서 퍼블릭디펜더제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24면
6)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적정 기준 건수는 국선예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국선전담변호사의 운영계획에 규정되어 업무연락의 형태로 각

급 법원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연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으로서 퍼블릭디펜더제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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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도 선정 가능(형사소송규
칙 제14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만 가능(형사소송규칙 제15조
의2).

선발 
및 위촉

각급 법원이 매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를 작성하
고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하되 위촉과
관련한 업무를 각급 법원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는데(국선예규 제21조 제1항, 제26조), 여러
번의 변경을 거쳐 2012년부터는 각 고등법원에서 국
선변호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임무수행 
기간

(위촉기간)
별도 제한 없음.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음(국선예규 제21조의1 제1항). 다만 여러 번
의 변경을 거쳐 2012년부터는 사실상 6년(신규위촉2
년+1회 재위촉2년+2회 재위촉2년)의 활동기간을 보
장하고 있음. 3회 연임자(6년 근무자)는 신규지원자
와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 선발함. 

국선변호사건
이외 사건 

수행에 대한
제한

별도 제한 없음(국선변호사건 이외 일반 변호사로서
의  사건수임이나 기타 업무 가능).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건만 수행.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구조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소속 법원장이
사전에 선임을 허가한 사건은 수임할 수 있음. 유상
법률상담 등 기타 변호사업무도 수행금지(국선전담
변호사 서약서 제3조 제1항).

전속 재판부 
제도

일반 국선변호인의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 중.

같은 취지로 전속 재판부 제도 시행 중. 구체적으로
각급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1명의 국
선전담변호사가 1-3개의 재판부에 전속되어 업무 수
행.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형사단독 1개 재판부 및 형
사항소부 또는 형사합의부 1개 재판부, 합계 2개의
재판부에 전속되어 있음.

수행
사건 수

별도 제한 없음.

2015년 현재 매월 적정처리건수6) (매월 새로이 배당
되는 사건 수)는 단독 사건 및 지방항소부 사건을 담
당하는 경우 30-35건, 단독 사건 및 지방합의부 사
건을 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건난이도가 고려되
어 25-30건임.  선정 사건 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객
관적 병합 매건 1건, 주관적 병합 추가 1인당 0.5건,
참여재판 5건, 1회 공판 전 선정 취소된 경우 0.5건, 1
회 공판 후 선정 취소된 경우 1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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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 명칭이 ‘국선변호감독위원회’였으나, 그 명칭이 권위주의적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2014. 8. 1.부터 ‘국선변호운영위원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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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별도 보고의무 없음.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 및 해당법원장
에게 매달 종결된 사건의 처리내역과 매3개월
마다 사무실 운영상황, 수임사건의 목록 및 변
동현황에 관한 보고 등을 포함한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국선전담변호사 서약서 제6조, 국
선예규 제25조). 현재 국선전담 전산시스템 해
당 양식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음.

각종 의무
부과

변호사로서의 일반적인 의무이외 국선변호인으
로서의 명시적 부과의무 없음.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된 이후 정식으로 위촉
을 받기 위해서는 서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 제
출하고,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계획서 및
수임사건 목록을 작성 제출해야 함. 위 서약서
에 각종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는 업무
준칙준수의무(제1조), 사건수임금지의무(제3조),
사무실 및 직원유지의무(제4조), 관련자료보관
의무(제5조), 보고의무(제6조), 수임사건 계속처
리의무(제7조), 품위유지의무(제9조) 등이 있음.  

감독기관
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외 국선변호인에
대한 별도 감독기관 없음.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국선변호위원회’와 각급
법원에 설치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7) ’가 있음.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형사수석부장
판사(형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경우 수석부장
판사, 지원의 경우 지원장)가 되고, 5인(고등법
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6인)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1인,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
영위원회의 경우에는 2인), 민간단체 소속 1인으
로 하며, 간사는 형사과장으로 함(국선예규 제
23조 제3항).

업무회의 공식적인 업무회의는 없음.

매년 상반기, 하반기 도합 2회 각급 법원별 국선
변호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이 회의에, 앞서 본
회의 구성원들과 국선전담변호사 전원이 참석
하여, 변호사별 사건 처리 건수를 확인하고, 업
무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전달, 재판부의
전담변호사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 등 소통의 기
회를 가짐.  

업무평가

재판장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반 국선변호
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
게 제출하고, 이 평가서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
인 예정자명부 지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국선
예규 제19조). 법원장은 위 평가서를 기초로 하
여 전속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
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대한변협
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형소
규 제21조).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는 각 전속재판부 재
판장들이 연 2회 소정 양식의 평가서를 작성하
여 국선변호운영위원회에 전달. 국선변호위원
회가 재판부 평가 및 국선변호를 받은 피고인의
평가 등을 수집. 재위촉 및 해촉시 평가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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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4•제33호 부산법조

구분 일반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

기준보수

건당 보수액 산정. 일반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
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6조 제1항), 현재 기본보수는 본안사건 30
만 원(단, 1심 형사합의사건은 2014년부터 40만 원으
로 증액됨), 구속영장실질심사사건 15만 원 임.

월 단위 고정금액 지급.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
된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법조경력 2년 미만인
변호사의 경우는 월 600만 원(세전), 법조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의 경우는 월 800만 원(세전)이었으나,
2015년에 위촉된 국선전담변호사부터는 국선전담변
호사 근무경력 유무8)에 따라, ① 무경력자의 경우 첫
위촉 후 600만 원(세전, 이하 같다), 1회 재위촉 후
700만 원, 2회 재위촉 후 8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유경력자의 경우, 그 경력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첫 위촉 후 700만 원, 1회 재위촉 후 800만 원을, 그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첫 위촉부터 800만 원을 각 지
급함.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각종 비
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보수
는 아님.

보수증액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기본보
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증액할 수 있음(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국선예규
제14조 제1항), 구체적인 보수증액 기준은 국선예규
제15조 제1항 참조.

별도 보수증액 신청 불가.

비용변상

국선변호인이 변론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
자접견, 기록의 열람, 복사, 통역, 번역을 시행하거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재
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이 소명하
는 비용을 지급하고(국선예규 제15조 제1항 제6호),
외국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 과정 등에서 통역·번역
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
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번역료를 고려
하여 증액하여야 함(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6조 제2항). 2008. 7. 현재 피고인 접견비용
은 50,000원, 기록열람·복사비용은 500장 이하는
25,000원, 500장 초과는 50,000원으로 정하여 소명
자료가 제출된 경우 지급하고 있음.9)

별도 비용변상 신청 불가. 다만 2009.부터 지원금 명
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고정보수 이외에 추가로 지
급하고 있음. 즉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처리건수나
비용지출에 대한 소명 없이 고정금액을 비용조로 지
급하는 셈.

시설지원 등 별도 시설 지원 없음.

각급 법원은 2009.부터 공탁금관리위위회로부터 지
원을 받아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사무실 공간을 무상
으로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물적·
인적 설비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에 관계된 기타 각종 비용은 별도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8) 변호사 경력이 아니라 국선전담변호사 경력이 기준이다.
9) 2014. 6. 27. 개최된 대법원과 대한변협 간의 간담회에서도 대법원은 실비변상신청제도와 보수증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제26차 대법원과의 정기간담회 주요 내용”, 대한변협신문 2014. 8. 4.자 기사). 일반 국선변호인의 경우 적정 보수가 현실화되기까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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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시행착오를 거치

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법원·피고인·일반국민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법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근자에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자체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쏟

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 논의의 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관리를 어느 기관이 담당

할 것인지 및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운용하는 조직은 어떤 형태로 구성하여야 하는지10) ② 국선

전담변호사의 위촉 절차, 특히 면접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개선 방안 ③ 국선

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업무량이 적정한지 여부, 재정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개선 방안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재교육과 관련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지 여부 및 그 개선방안 등이 그것이다.11) 그러나 본고에서는 위 쟁점들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필

자가 6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감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문제

점 및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2)

1. 국선전담변호사 사이의 업무대체방법 및 협업방법 필요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개개의 일반 개업변호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법원과 계약을 맺고 업

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상으로는

아무런 조직적 연계가 없다. 이로 인해 만약 당해 국선전담변호사가 변론에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13) 대처할 방법이 없다.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편 사건이 난해하거나 복잡하여 2-3명의 변호인이 팀을 이루어 대응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참여재판의 경우에 그러하다. 물론 현재도 참여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2명 지정

해 주고 있으나 각자 일정 문제가 있어 전담변호사들만으로 변호인단을 꾸리지는 못하는 실정

이다.  

V.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평가 및 보완책

부산지방변호사회•25

10) 이 쟁점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 권한이 법원에 전적으로 부여된 결과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쟁점이다. 제도적으로 관리감독 기관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필자도 동감한다. 그러나 필자가 6
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법원이 평가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재판진행을 한 경우는 결코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 활동, 특히 무죄 주장을 더욱 경청해 주고 신
청한 증거방법을 채택해 주는 등 장려한 측면이 더 컸다. 필자로서는 어디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11) 양시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32면이하 참조 
12) 필자 능력의 한계상 두서없이 나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지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큰 기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읽어 주시기 바란다. 
13) 물론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으나, 비상의 사태를 가정해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불출석이 예상되는 경우도 취할 대처방

법이 없다. 그렇다고 변론 중에 변호인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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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의 경우, 각급 법원별로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조직화14)해 준다면, 급박한 경우 조직 내 다른 변호

사가 출석하여 조치하거나15), 복잡한 사건의 경우 같이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해결이 가능

하다고 본다.       

2. 2년 위촉기간 단위로 담당 전속 재판부 변경 조치 필요

앞서 살펴본 바대로, 현 제도하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사실상 6년의 활동기간을 보장받고 있고, 재판부

2-3개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보장된 6년의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선정된 재판부에 계속하여 그 재판부에서만 6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속 재판부 변경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국선전담변호사가 2년 이상을 같은 재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같은 종류의 사건들만 계속하여 수

행하게 된 결과 소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사안마다 개별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

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위촉기간 2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전속 재판부를 변경하도록 한다면 위와 같은 우

려를 없앨 수 있고, 당해 국선전담변호사도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16)

3. 국선변호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복사 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

현 제도하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단위로 고정 보수(매월 사무실 비용 50만 원 포함)를 받고, 그 보수에

는 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 비용청구나 보수증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

이 난해하여 수사 내지 공판 기록이 방대한 경우 그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17) 일반 국선

변호인의 경우 사건별로 별도 소명하여 비용을 청구하면 되나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그럴 수가 없다. 

현재 변협 차원(사무직원회 소관)에서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복사비용을 인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

나, 그렇다고 해도 전담변호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선전담변호사에게도 복사량이 일정수를 넘어가면, 일반 국선변호인의 경우와 같이, 소명을 전제로 국가

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14) 법무법인 등의 조직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가 필요하다. 
15) 주 담당변호사 외 다른 변호사도 같이 변호인으로 지정해 두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6) 당해 국선전담변호사도 여러 분야에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17) 필자가 경험한 바로 어떤 국선전담변호사는 복사비용으로만 월 8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 보통 20-40만 원 정도 복사비용

이 소요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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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를 담당할 직원(조사관)의 필요성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공동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복사, 법원에의 문서접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

게 하고 사건에 관한 업무는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참여재판이나 극렬히 무죄를 다투는 사

건 등을 수행할 경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건 현장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나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

한 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국선전담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18)가 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위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 그들이 해

오더라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과 비교해 ‘무기대등 원칙’상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나,19) ‘열 명의 진범을 놓

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형사법의 대명제를 상기하자면, 그 억울한

단 한명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이다. 이에 각급 고등법원 단위라도 국선전담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이와 같은 증거수집을 의

뢰 할 수 있는 직원(조사관)을 배치해 준다면 보다 충실한 변론이 되지 않을까 한다.

5. 형사변호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연 1회 각 고등법원 단위로 워크샵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다. 종전 법

원행정처에서 전국 국선전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재교육을 주관하다 변경된

것이다.  

워크샵에 참여한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워크샵을 통하여 국선변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유용

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이고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20)

18) 국선전담변호사는 일주일 5일 중 하루는 구치소 접견을 가고, 나머지 4일은 거의 오전 오후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19)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의외로 이러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20) 국선전담변호사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아닌, 우리나라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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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를 위한 상근변호사를 별도로 두어 형사변론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메

일 등 방법으로 수시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21)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6. 새로운 형사제도 시행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

근자에 들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있어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이 대표적인 경우

인데, 대상 사건이 확대되고 재판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 현재의 평가를 받기까지, 전국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이처럼 형사사법에 어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선전담변호사를 적극 활용한다면 시행초기의 문제

점을 보다 빨리 알아내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물론 이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6개 법원 11명에 불과하던 국선전담변호

사가 현재 37개 법원 220여명에 이르러 무려 20배 이상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각종 설문조사에서 법원, 피

고인, 일반 국민 모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선변호가 질적으로도 향상되었다. 그만큼 변호인

으로부터 조력으로 받을 헌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간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도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마련이

고, 필자는 일반적인 개선보완책에 대한 논의 이외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두서없는 6가지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금이나마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소리 없는 응

원의 박수를 보내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용기(?) 있는 시도도 수시로 감행하여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개척자로서도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V. 결론

21) 양시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90면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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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백 혜 랑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1)

Ⅰ. 들어가며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를 거쳐 2013. 6.경부터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전면

적으로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등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토

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고 성폭력 사건의 범죄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각 형사

절차의 발전단계(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단계, 수사단계, 공판단계)에 따라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

도의 현황 및 앞으로 제도의 개선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필요성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자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로서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으로

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일단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심

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적극적인 처벌을 바라며 자발적으로 절차에 참여하였

든 그렇지 않든 간에 수사기관·법정에 출석하여 반복되는 진술요구, 가해자 또는 그 주변인들과 대면해야

하는 고통,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로 등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때 피해자는 1차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법익을 지

켜주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지, 지금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2차적 피해를 감수하고서 범죄신고

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2차적 피해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법익을 침해당하고도 범죄신고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국가형벌권의 실현·진실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만 한다.

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배경
: 피해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 필요(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1) 본 원고는 필자가 2015. 11. 18.에 발표한 부산지방검찰청 『성폭력 관련 제반문제 심포지움』발제문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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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해자 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인식하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2004년 12월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학계 등의 논의를 거쳐 2005. 12. 23.에 이

르러서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6. 7.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도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심사에 고려할 사항으로 신설(제70조제2항), 신뢰관계인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형사절차 진행의 중요정보 통지(제259조

의2), 피해자 진술권 강화(제294조의2)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 

나아가 2011. 9.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서 아동·청소년인 성폭력 피해

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을 신설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

였고, 2012. 12. 1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

력을 받을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제27조), 나아가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학

대 피해아동에게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제16조)3).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한정하기는 하였지만4),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위와

같은 피해자 보호방안이 형사절차의 흐름 속에서 실효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

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없이 현실적으로 비법률가인 피해자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피해

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와 쟁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 본 원고는 필자가 2015. 11. 18.에 발표한 부산지방검찰청 『성폭력 관련 제반문제 심포지움』발제문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p. 243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4) 2014. 1. 28.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법률 시행일인 2014. 9. 29. 이후 아동학대 사건에도 피해아동에
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실제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
고 대부분 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송치되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 발제문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변호
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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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와 피고인을 양당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당

사자(소송의 주체)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당사자임(소송주체는 아님)에 틀림없다. 

피고인의 무죄는 피해자를 졸지에 가해자 내지는 죄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

기도 하며, 피해자로서는 범죄피해보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사절차

에서 - 비록 피고인, 검사와 같은 정도의 절차형성은 아닐지라도 - 피해자가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5)

2. 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등

위와 같이 피해자 보호방안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왜 성폭력 사건

에 한정하여 수사단계 개시시점부터 국선변호사 지원을 해 주는 것일까”라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

을 수 있다. 현재 살인·상해·강도 등 강력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

으며, 가해자의 경우도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서야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수

사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는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시적으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여러 특수성에 기인한다.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

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친족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인 경우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고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방어능

력이 없거나 미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쉽게 반항을 굴복시키고 일단 범죄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

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형사절차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진술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접촉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해서 인

정하는 피의자·피고인측의 주장내용 즉,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거나 그럴만한 여자

라느니 하는 식”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는 등의 수

사기관, 재판부 등의 질문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제3자와의 성경험, 평상시 옷차림, 밤늦

5) 이호중, 앞의 책,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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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술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사실, 피해자의 가출경험,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등의 직업적 평판 등은

성폭력 범죄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이 피해

자의 진술의 신뢰성을 폄훼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질문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

해자 조사나, 재판부의 증인심문에서도 그러한 편향된 질문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나 신

문은 대부분의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를 가리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

히려 성폭력에 관한 법적 담론을 왜곡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6).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 내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에게

보장된 법령 및 각종 규칙상의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외에 피해

자에게 가해자측이 2차 피해를 유발할 경우 대처요령,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2차 피해 예방 및 배

제노력 등을 통하여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단계 7) 8)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관련 설명·고지 미흡

부산에서는 부산지방검찰청과 동부지청에서 성폭력 전담부 소속 전담검사가 피해자별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며 부산 동부 및 서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가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국

선변호사 신청에 대한 고지 및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성별, 조사 가

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선경찰서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조사를 받기도 하고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여성청소년계가 아닌 강력수사팀, 경제수사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기도

6) 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형사정책 제4호, 1989. p.310
7)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현재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피해자 전담검사가 성폭력 피해신고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피해

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곳은 일선 경찰, 원스
톱 센터에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스마일 센터,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
폭력 피해상담을 받다가 신청하거나 검찰수사단계 및 공판진행단계에서도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의 직권 또는 제도안내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8) 원스톱 센터는 대학병원, 국립의료원 내에 위치하여 24시간 피해자에게 의료적 지원, 심리상담 업무와 함께 경찰수사관이 상주하
여 피해자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부산에는 부산의료원 내에 동부해바라기센터와 동아대학교 병원 내에 서부해
바라기센터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와 단기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부산에도 금정구 구서
동에 부산스마일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산백병원 정신과 연계
지료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의료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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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종종 국선변호사 제도 설명 및 신청의 고지가 없어 성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2차 피

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은 사건도 많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기관이라면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제도의 설명 및 고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9).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범위, 선정근거 등도 안내필요

법원의 국선변호사의 경우 제도가 정착된지 10여년이 경과하여 일반 국민들도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

고 있어 법원에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특정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

로 선정하여 달라고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중간에 국선변호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반면에, 피

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 제도가 초창기이고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범위를 잘 몰라서

국선변호사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검찰에 변호사 변경신청

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면서 동

시에 피해자가 가진 절차 내에서의 권리를 법무부령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황에 맞는 특정한 변호사를 자신의 국선변호사로 지정하거나 변경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과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면 피해자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10).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이후의 수사단계

(1)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참여 11)

성폭력 피해자들은 범죄를 신고한 이후에도 가해자측의 보복, 피해사실의 폭로를 두려워하며 피해자 보호

와 관련된 제도 및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가능한 빠른 시

일 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권리, 가해자측 2차 피해 대처요령, 성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전

9)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
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0)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
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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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절차 등을 알려주어 2차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화간인지 강간인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는 피해자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심지어 대질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가해자가 형식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한다거나 범죄유발이 책

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12).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1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조사에 동석

하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위하여 국선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조사시 동석

한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초기에 범죄사실 및

피해상황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예상되는 가해자측 움직임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대

응방안, 권리안내 등을 안내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범죄성립에 있어 핵심정보 및 범

행 전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사실 등에 대해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피해자의 반복진술을 막고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범죄신고 직후 피해자 조사를 받을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 변호사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의 수

가 수도권만큼 충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1회 조사시 대부분 피해자 국선변호사 없이 피해

자가 조사를 받게 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이후에도 수사기관, 특히 경찰수사관의 경우 업무시간에는 피의자

검거, 증거확보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일정까지 확

인하여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

자 진술조서 작성시 수사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사참여가 실익이 별로 없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성폭력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12) 우리가 각종 법령에서 “피해자”라고 지칭하고는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정확하게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이다. 특히 성
폭력 사건의 경우 화간과 강간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 등을 하여 진술번복을
유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조사를 받거나 대질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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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는 조사 이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조

사참여 가능여부, 조사일시 조율 등, 조사방법의 협의(예를 들면, 대질조사 가부, 대질시 차폐시설 설치, 쟁

점협의 후 최소한의 추가내용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2)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 출석 및 의견진술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

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심문기일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조 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한다는 취지로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다13).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대부분 심문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변호사에게 기일을 통

지해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문기일 당일 오전 9시 이후 통지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구속영장신청 또

는 청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미리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는 개별 수사관 및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및 관련 법령을 얼마

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좌우되거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전에 통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

루어진 것이므로 시스템을 정비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통지누락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만약 가해자측 보복우려, 진술번복 강요 등의 상황 하에 있다면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일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사유, 2차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는데, 기일통지의 부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출석권과 의견진술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1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
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
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제6조(의견의 진술)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
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7조(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 검사는「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범죄피해자가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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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관련 정보의 제공 - 기록열람등사 및 수사진행·처분결과 통지

수사단계에서는 진실발견, 수사의 공정을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물론 피해자, 피의자측에

매우 제한된 정보만이 제공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파

악하고 피해자를 조력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피해자 진술내용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진행경과 및 처분결과를 즉시 알 수 있어야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행경과, 사건송치 등 처리결과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 주

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도 사건처분결과통지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오히려 피해

부산지방변호사회•3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②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
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
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
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
부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
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
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제1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사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경찰관은 피해자 등
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0  페이지 37



자 국선변호사가 경찰에 송치번호를 확인하여 검찰에 검찰번호를 문의하고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생

각하기에 따라서는 수사역량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통지업무가 매우 번거롭게 여겨질 수도 있겠

으나, 검사나 수사관 개인의 국선변호사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통지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시스템에 피해자와 같이 변

호사를 등록하여 시스템으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38•제33호 부산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
거나 등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
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
일을 통지한다. 
제6조(의견의 진술)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6조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
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
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
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
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
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가 피
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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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단계 

(1) 공판기일 통지 및 기록열람등사권의 문제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절차에 출석권과 의견진술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보장의 전제가 바로 공판기일의 통지와 기록열람등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전담재판부에서는 실무관이

통지를 누락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되고

기록열람등사권도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전담재판부 이외에 재판부나 단독판사가 성폭

력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일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사건이 소년사건으로 가정

법원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전혀 기일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 만약 검찰에서 사

건처분결과통지마저 누락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측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황 및 처벌의사, 2차 피해

등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자료 내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

석하여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의 프라이버시 보호, 교

화·개선 이라는 가치도 소중하지만 결정내용보다도 최소한 피해자측에 재판진행과정에서 출석,

의견진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성폭법 제27조, 규칙 제12조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권한

이 있으나, 기일통지와 마찬가지로 재판부 또는 단독판사에 따라서는 실무상 열람·등사를 불허하

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재판부의 판단의 기저에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에 있어

당사자적 지위가 없다는 인식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추측한

다.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반쪽짜리 법

률조력에 불과하게 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

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의제기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3년이 넘게 시행되어 이제는 소송관계인들 - 법원, 공판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 에게 상당히 인식이 되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

업무인 기일출석, 의견진술, 피해자가 증언하는 경우 여러 증인지원절차 등을 상당히 보장이 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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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경우 공판

검사 및 변호인만 심문권이 보장되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증언시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고 추후 이

와 관련한 의견진술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폭로

하고 피해자는 생전 처음보는 소송관계인에게 둘러싸인채 인격을 손상케하는 질문을 감내해 내야 한다.

물론 최근 피해자 보호방안이 강화되어 법원에서 증인지원관이 피해자 증언시 동행하고, 피고인 퇴정 후 증

언하거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비디오 중계장치로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활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사건과 무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인격, 프라이버시 침해소

지가 높은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을 재판부가 적당히 제한하기 곤란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피해자 변호사에게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신문과정에서 실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권 외에 이의제기권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지정석 마련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에는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정착되

거나 성폭력 사건 이외에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확대될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되

기는 하겠지만,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주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변호사가 적절한 공

판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간단한 메모가 가능한 “피해자 변호사”라는 지정석과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성폭력 사건과 국민참여재판 적합성

성폭력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인격권,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가

통상절차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측에 반드시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 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원

의 재량규정일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서는 피해자측에 거부의사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40•제33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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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록등사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문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14).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복우려, 원하지 않는 접촉 시도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

되는 것에 대하여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수사기관, 법원, 피해자

변호사 등이 아무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생각지

도 못한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주소지로 공탁통지서가 송부되기도 한다. 법원에

서 기록을 등사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피고인 변호인에게 유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는 주소가 유출된 사실이 공포,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동거하는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사실

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시

행중인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해자의 가명을 사용하여 기록 자체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록 등사시 피해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2차 피해의 양상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성폭력 사건에 한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

도 등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선행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법률조력인 제도 포함),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만큼 제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의 퀄러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연락처 등의 고지) ①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의자 등’ 이라 함)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
당직원은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이 서면 고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소·연락처 고지서에 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Ⅳ. 맺음말

부산지방변호사회•41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0  페이지 41



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포함한 각 기관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의 국

선변호인 제도가 정착하여 실효성있게 국민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도가 보완되리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강력사건 및 중요사건 등에서도 - 비록 피고인과 같은 정도의 절차형성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단순히 “증거”로서 치부되는 과정에서 인격권 등을 보장받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

사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42•제33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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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방어권보장을 중심으로)

Ⅱ. 변호인 참여과 관련규범

“압수·수색한다고 왔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지요?”새벽부터 전화기를 통하여 급박한 목

소리가 들린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또 다른 문의 전화이다.

“검찰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떡해요?,“휴대폰 포렌식한다고 참여할지 물어보는데 가야하는 건가

요?”올 한 해 많이 들었던 전화 내용이다. 기소 된 이후 법정에서의 다툼은 익숙하지만 기소 전

수사과정에의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참여와 관련한 신문기사도 눈여겨 볼만 하다.1) 이하에서는 수

사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이 필요한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

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

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 박 삼 성

1) # 서초동의 A변호사는 작년 여름 피의자 신문절차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의 말투와
분위기가 위압적이라고 판단해 변호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수사관이 “입 닫으세요”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소리쳤기 때문
이다. # B변호사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려 하자 수사관이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없고요, 추후 의
견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재차 강조해 아무 말 없이 뒤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B변호사는 “마치 병풍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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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

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대검찰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지침 

제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의 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2. 공범의 도주 등 형사소송법 제11조에 규정된 관련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장

3. 피해자, 당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②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

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제2조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변호

인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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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의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소송

법 제34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변호인의 좌석】 

①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변호인 참여에 적절한 조사실에서 피의자

를 신문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에 대한 퇴거요구】 

①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로 인하여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호의 사

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

인의 참여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1. 검사의 승인없이 신문에 개입, 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5.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준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퇴거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소결

변호인의 참여권과 관련된 규범은 주로 피의자신문에 집중되어 있다. 피의자 신문의 성질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 이전단계인 압수, 포렌식 등 과정에서는 규범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또한 보장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호인이 조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참여 변호인의 주장과 수사관들의 주장이 배치

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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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범

형사소송법

・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

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

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방어권 보장을 위한 참여

가. 변호인 참여 요구

변호인 참여하에 압수·수색 받겠다고 하며 변호인에게 전화하는 피의자들은 거의 드물다. 형사든 민사든

법원에 갈일이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형사범죄의 경우에  압수·수색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 보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 수사관들에 따라 기다려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

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주의사항을 전달한 이후 현장으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영장확인

피의자의 경우 영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내용 압수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렵다. 영장발부판사, 기

간, 제한 사항, 범죄혐의 사실, 피의자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은 수없이 많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순간 피

의자들은 당황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시부터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

우 피의자들의 주도면밀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압수·수색의 가장 기본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우선 영장 내용을 꼼꼼히 보고 기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영장내용확인 및 기록과 관련된 수사관들의 태도는 어떨까? 영장기록과 관련하여 기재

내용을 적는다고 하면 수사관들의 답변은 거의 공통적이다. 규정상 영장의 제시라고만 되어 있다는 것이

다. 즉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요구하면 통상 검사와 통화하기 마련이다. 영장을 기록하는 것을 금

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영장을 기록하겠다고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주장하면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피

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서는 영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이를 반

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Ⅲ.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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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법절차 확인 

주거에 대한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나 동거자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의 범위가 문제된다. 통상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피의자 소유로 보고 압수·수색범위를 확장하려 할 것이고 변호인은 그 반

대의 입장에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배우자에 대한 것까지 압수하려고 하자 변호

인이 이에 항의하여 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배우자 소유의 노트북에 대하여 관련

자가 직접 압수·수색현장에 와서 피의자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을 해 준 경우에도 이를 압수한 사

례가 있었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지만 준항고 등 거쳐야 하므로 산 넘어 산이다.

압수가 끝나지 않고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봉인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국

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압수물에 대한 봉인을 하지 않아

이를 지적하여 압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통상 수사관들이  압수·수색과정을 녹화한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영장내용, 범위 등

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압수 과정이 위법했음을 주장할

때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결

수사관들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이고, 피의자 스스로

이러한 시도에 대응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러한 상담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

상으로 설명하고 수사관이나 검사와 통화하여 변호인 참여하게 압수하도록 요청한 다음 현장에

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계속되는 소환요구에 대한 대응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오거나 소환장이 오면 대부분 출석하기 마련이다. 그

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통상 몇 회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검

찰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2015. 8. 13.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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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음.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각종 권리만 인정되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점, 수사

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는 조사받

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형법학자들의 주된 견해이자, 형사소송법 규정임. 따라서 검사는 마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소환장을 보내며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위법 수사를 비판한 내용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충분히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과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

며,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반드

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의 경우 임의적인 것이고 피의자의 권리인

측면도 있으므로 수사의 객체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초기

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참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2. 구속된 피의자의 계구사용 사례

2015년 5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포승과 수갑 등 계구사용중지를 요청하였

으나 검사가 다른 공범의 자해 사실을 들어 이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럴 때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온다. 계속하여 계구사용을 요구하다 수사 방해로 끌려 나올지(이에 대해서는 목차

를 바꾸어 상세히 알아본다) 아니면 계속 진행하면서 준항고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이러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우선 준항고와 국가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후적

인 방법으로 피의자신문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 사안에서 피의자는 국

가배상을 신청하였으나 형사 1심이 선고될 때까지 국가배상과 관련한 민사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3. 계구사용과 강제퇴거 사례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수갑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수사방해를 이유로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 시킨 사

례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되

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자를 위하여 검사에게 보

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이 검사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

서). 나아가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보호장비 해제 요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것은 결국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되므로, 비록 피의자가 직접 보호장비 해제를 요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도주나 폭행 등의 위험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담당 교도관에

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하고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를 결정하면서

변호인을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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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8. 선고 2015보6 준항고 결정 참조). 

역시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사건으로 올 한 해 변협의 성명서와 검찰의 보도자료 등 변

호인참여권이 공론화 되었고, 언론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다. 

4. 변호인 조력과정에서의 강제퇴거 사례

대법원은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정원에서 신문을 받던 A씨의 변호인으

로 참여하던 중 진술거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당한 장모(47)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위자료와 지연금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백만

원의 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2) 

1심의 주요 판결 내용은“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

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국정원 수사관이 원용한 ‘변

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에 기하여 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다”(2009가

소328699 참조), 이었다. 2심의 판결 요지는“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사라는 전문직

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의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2007년 6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참여가 명문으로 규정됐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헌법유추, 대법원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

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인정됐다”,“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수사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퇴거처분에 의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

다”등이 있다.3)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호인 참여권의 의미를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5. 소결

수갑과 포승을 차고 수사를 받는 일은 교과서에서 인권을 언급할 때 쓰는 경우라고 여겼다. 내

눈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변호인의 강제퇴거는 2006년 이후

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올 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참여

권 침해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변협이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지만 준항고에서는 변호인의 참여

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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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8 
3)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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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

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의 참여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유를 위의 사례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법리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

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고 결정하였다(2011. 5. 26.자 2009

모1190 결정 참조).

2. 압수 대상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필자가 스마트폰의

압수,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해 본 결과 컴퓨터를 압수할 때 보다 더 많은 범위의 내용들이 복구되는 것을

보았다. 삭제했어도 삭제하였다는 표시와 함께 엑셀로 정리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압수되는 것이다. 컴퓨터의 경우 현장에서 포렌식이 가능하여 그나마 범위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현장에서 포렌식이 불가능하여 전체가 압수되는 것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 공동주거자, 타인 소유, 압수 이후 디지털 탐색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한다. 일반 압수물에서도 피의자들이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마당에 디지털 증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방어권 보장의 전제를 위한 변호인 참여권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3. 절차권 보장

스마트폰의 경우 현장에서 포렌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경우 압수 이후 적어도 3단계를 거쳐

야 한다. 원본 압수 후 복제과정, 문서화 과정, 문서화된 이후 내용 탐색과정이 그것이다. 복제과정에서는 해

Ⅴ. 디지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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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값 확인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후 과정에서는 봉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탐색과정이다. 변호인은 디지털 탐색과정도 압수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탐색과정에 참여를 요구한다. 수사기관은 어떻게 답변할까? 간단하다. 고유업무영역이

므로 참여할 수 없고 나중에 목록만 교부하여 준다는 답변을 하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문제되고, 대법원 결정과 마찬가지

로 압수과정이어서 엄격한 절차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는 것이 수

사실무인 것이다.

수사과정에서의 계구사용에서 나타난 선택의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 계속 요구할 것인지 준항고

등으로 다툴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일단 명확하게 참여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소결

절차 하자의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문제되나 참여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수사기관이 참

여를 거부하면 준항고와 국가배상 등 사후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적으로 디지

털 증거의 탐색과정에 대해서 수사의 필요성과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례성의 원칙

에 부합하는 규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압수현장, 포렌식 현장, 조사 참여 등은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이 많다. 기소 이전의

경우 법정에서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힘든 것이 실무라는 것이다. 규정이 있어서도

이를 아는 피의자는 많지 않고 수사관은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일쑤였다. 전체 과정에서 피

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수사의 객체가 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기소 이전

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피의자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 변호사들이

수사과정에 더욱 더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규범의 부재 속에서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어 규

범의 제정까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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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의 문제와 개선방안

Ⅰ. 서론

오늘날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종래 지극히 제한된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방식과 한계

를 극복하고, 이를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시키면서 의사소통 전반에 걸쳐 엄청난 편리성과 다양한 내용의

정보취득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종래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온갖 정보를

인터넷매체 등 전기통신을 통해서 손쉽게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순기능은 계산할 수 없

을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전은 적지 않는 역기능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사생활 영역에 깊이 관련된

개인정보가 오늘날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또한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파악된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핵심내용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른바 ‘신상털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공개하고 싶지 않는 타인과의 통신이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도청이나 감청되는 일 역시 매우 용이해지면

서 오늘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영역은 한없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우상호 의원이 최근 방송

통신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1) 2011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사

고는 총 107건2)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9,218만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 사이 국민 1인당 거의

2번꼴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셈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합법의 형식을 빌린 전기통신감청에 의한 통신의 비밀이 침해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

기관 등의 전기통신감청 건수(이 중에서 Packet3)감청은 제외)는 공식적으로 2013년 592건이고, 이 중 국정

원에 의한 감청은 512건이었다.4)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패킷감청의 경우 2013년 총 1,887건이며, 이

중에서 국정원에 의한 건수는 1,798건으로 알려져 있다.5) 최근에는 수사기관과 국정원의 감청이 적법한 것

이냐를 놓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2•제33호 부산법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 일 태

1) 연도별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2011년 7월 이후 4855만명, 2012년 1385만3771명, 2013년 18만7209명, 2014년 2874만2984명, 2015년 7월까지 85만
4059명 등이다. 

2) 연도별 누출사고건수는 2011년 7월 이후 3건, 2012년 19건, 2013년 5건, 2014년 73건, 올해 7월까지 7건이다. 누출사고 107건 중에서 해킹에 의한
것이 53건으로 49.5%를 차지해 가장 많다. 누출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39건으로 36.4%. 그 외 시스템 오류, 퇴사한 직원에 의한 누출, 악
성코드 감염, 사기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순이다.

3) 소포를 뜻하는 용어로, 소화물을 뜻하는 패키지(package)와 덩어리를 뜻하는 버킷(bucket)의 합성어이다. 우체국에서는 화물을 적당한 덩어리
로 나눠 행선지를 표시하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러한 방식을 데이터통신에 접목한 것임.

4) 출처 : (구)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표-1]에서 말하는 ‘군수사관 등은 군의 수사관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를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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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대통령이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도중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버상의 모독과 사회분열의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그러

자 검찰은 2014년 9월 18일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위한 범정부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이후 검찰은 전기통신매

체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고, 카카오톡6)에 대한 감시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확산되었

다.7) 이에 검찰과 카카오측은 해명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영장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3~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 형태로 감청이 이루어졌으며,8) 이를 관례라고 하였다. 이런

와중에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계정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실이 언론에 공

개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논란이 확산되자,9) 이를 잠재우기 위해 카카

오톡 대표는 2014년 10월 13일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

표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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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10월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인터넷 패킷감청 협조의뢰 현
황(미래창조과학부 자료).

6) 카카오톡(KakaoTalk)은 주식회사 다음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이다. 카카오톡은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리웨어로 제공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장치 사용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애플의 모바일장
치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블랙베리기기 사용자는 앱월드에서, 윈도폰 사용자는 윈도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7) 카카오톡 측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감청영창에 근거하여 “수사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상대방의 전
화번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8)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임. 이에 관해서는 http://blog. kakaocorp.co.kr/215
9)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라는 자료를 근거로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2009 9 145 1320 42

2010 2 186 856 37

2011 3 181 481 42

2012 0 80 351 16

2013 1 71 512 8

[표 1] 최근 4년간 기관별 감청의 협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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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최근에 RCS(Remote Control Switching System: 원격제어 교환장치) 감청 프로

그램(누군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임)을

영장 없이 사용하여, 사실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11) 게다가 이 감청 프로그램

에 대한 해당 국가기관의 내부 운영 지침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2)

이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칭함)상 허용되고 있는 감청의 개념은 무엇이며, 허용되

는 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이다.

둘째로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의 통비법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전기통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슨 문제점을 품고 있는지,

셋째로 ‘RCS 감청 프로그램’을 감청영장 없이 사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형사실체법상의 대책은 무엇인지이다.

넷째로 감청의 허용요건규정에 위배하여 지득한 통신의 비밀뿐만 아니라, 감청영장 없이 ‘RCS 감청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통신의 비밀을 지득하거나 채록한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을 살펴보고(Ⅱ), 둘

째로 통비법상 허용된 감청의 개념을 파악하고 허용범위를 규명한다(Ⅲ). 셋째로 현행법상 카카오톡에 관

한 감청의 허용 여부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따져본다(Ⅳ). 넷째로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해킹프로그램

을 활용한 감청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한다(Ⅴ).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한 결과들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Ⅵ).

54•제33호 부산법조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계

문서 전화 문서 전화 문서 전화 문서 전화 문서 전화

2010 1 3 156 192 538 1269 28 37 723 1501

2011 146 203 270 1579 30 33 446 1815

2012 63 101 188 1535 14 18 265 1654

2013 59 81 334 1798 8 8 401 1887

[표 1] 최근 4년간 기관별 감청의 협조현황

10) 관련 사안에 관해 자세한 것은 허원진,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전기통신의 감청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논문, 132쪽 참조.

1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03180
1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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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의 의미와 한계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전래하여 오던 문화적 전통을 계승케

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적 발상을 매개하여 문화 형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각자의 자

유로운 의사소통이야 말로 인간 개개인의 인격을 꽃피우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가도 하다. 그러

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활성화와 인격발현을 위한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는 무엇보다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도 통신의 자유(제18조)13)와 사생활의 비밀(제17조)14)을 기본

권으로서 보장하고, 이들 기본권의 침해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다.15) 제한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될 수 없음을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

가.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

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을 보호

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은 ‘당사자 사이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이 속하며,

이런 속성을 감안하면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는 ‘당사자의 동의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는 편지, 전화, 전보, 팩스, E메일, 소포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통신내용, 통신의 당사자 혹은 통신의 방법에 대해 통신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음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개인 간의 사적 의사표현의 내용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통신의 수단인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은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고 있어, 국

민은 국가의 통신업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이용강제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통신의 영역은 다른 사생활영역에 비하여 국가에 의한 침해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인 것이

고, 바로 이런 점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핵심 이유인

것이다.17)

나.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간섭을 가능

부산지방변호사회•55

Ⅱ.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과 현실

13)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4)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5)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6) 헌법재판소 2001. 3. 21. 2000헌바25 결정.
17) 헌법재판소 2001. 3. 21. 2000헌바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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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

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자기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 개인이 간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서 ‘사생활의 자유’는 사

생활의 설계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18) 

이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행위가 헌법 제17조가 포섭할 수 있는 기본권에 관계된다: 사생활 내용이나 신상

정보를 권한 없이 공표하는 행위, 개인의 일기를 비롯한 사적인 편지나 통신문을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

하는 행위, 사생활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거나 본인도 몰래 녹음하는 행위 등 사

적이고 내밀한 생활영역의 내용이 밝혀지는 일체의 행위. 

따라서 통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의 한 영역에 속한다.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통신의 자유권을 별도로 천명하고 있는 것

은 통신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처럼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권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헌법에 비추어 본 통비법의 입법취지

현대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통신수단이 개발됨에 따라 그 역기능으로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를 가능케 하는 감청장치들도 함께 개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

었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의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에서 언급한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1993년에 법률 제4650호로 통비법

이 제정되었다.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안전망 형성과 생존배려정책의 담보가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함에 따라 통신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필요성 역시 이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을 비

롯하여 오늘날 점차 흉포화 되어가는 테러범죄나 조직범죄의 대처 차원에서 통신의 제한필요성이 불가피

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헌법도 통신의 자유에 대해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하기보다

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범죄의

수사 등과 같이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그쳐야 되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통신의

자유에 관한 핵심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통비법을 해석하는 데

서도 바로 헌법상의 이러한 관점이 준수해야 할 것이다.

3. 통신의 자유권에 대한 우리의 현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업자가 경찰청에 제공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3년과 2014년의 두해 동안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56•제33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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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건이 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19)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2년 동안 성년 인구의 대다수가 통신사실 확인 대상자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찰의 이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요청은 경찰의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율이 2010년에 비해 2014

년에는 거의 2배나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21)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너무 쉽게 제공되는 오늘날의 관

행에 문제가 있다며, 2014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22) 이처럼 수사기관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지나칠 정도로 많으며, 이들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리 충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래에도 그리 낙관

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나 마약류에 관련된 조직범죄는 은밀하고도 계획적인 범행모의,

내부의 은밀한 방식에 의한 범행지시를 통하여 범죄를 범하고 있어,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수

사기관의 감청이나 도청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둘째로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그 역기능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및 통신 비밀을 심각하게 침

해할 수 있는 기능을 항상 수반하고 있다.

셋째로 통신기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신종의 통신비밀 침

해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적절히 타개할 만한 법적 제도장치를 적시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로 국가기관은 자신들이 장악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감청행

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조직을 위하여 불법적

인 감청행위를 조장하여 왔던 측면이 없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 도청과 감청의 문제

‘도청(盜聽)’이란 우리말 큰 사전에 따르면, ‘몰래 엿듣는 일’이라고 풀이한다. 이를 통신기술이 발

Ⅲ. 통비법상 감청의 개념과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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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영, 한국헌법론(제4판), 2008, 381쪽.
19) 통신확인 자료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20) 이에 관해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 003& aid=0006737957
21) 법원은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요청을 기각한 것은 2010년 6.8%에서 2014년 11.9%로 높아졌고, 올해 5월까지 13%로 치솟

았다. 이에 관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hm&sid1=102&oid=003&aid=000673795716)
22)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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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현대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도청이란 타인의 이야기, 전화통화, 회의내용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

하는 일이다.23)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감청(監聽)’ 역시 도청이라는 뜻과 큰 차이가 없다. 도청은 법률상 허

용될 수 없는 것임에 반해 감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법률상

용어인 ‘감청’보다는 ‘도청’이란 용어가 우리에겐 훨씬 익숙하다. 

도청의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2년 12월 11일 부산지역의 정부 기관장들(당시 현직이었

던 부산시장를 비롯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

상공회의소 소장, 전직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이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과 김대중 등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

자는 등 관건선거에 관한 대책을 나누었다. 이런 내용이 도청장치에 의해 녹음되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관건선거의 불법성보다는 오히려 도청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도청사건은 그 직후 통비법

의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통비법이 1993년부터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이른바 ‘미림(美林)’24)팀을 운영하여 1994년 6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시내 중심

가의 안가를 중심으로 여당 내부 동향, 김영삼, 김대중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

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25) 그리고 최근에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도청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2. 통비법상 감청의 개념

감청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통비법 제2조 제7호가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 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즉 ‘감청’은 그 대상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에 국한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

이 이루어지며’, 그 수단에 있어 일정한 장치, 즉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이 사용되고’, 그 내용으로서 ‘통신의

음향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6) 

‘감청’은 ‘도청’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몰래 엿들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언어관행에 비추어 통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청 개념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감청은 ‘상대방 몰래 엿듣는’ 행위를 기본관념으로 하여,

엿듣는 행위의 대상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에 국한되고, 엿듣는 행위의 수단으로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

의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엿듣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통신의 음향을 청취·공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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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허원진, 앞의 논문, 5쪽 이하 참조.
24) 미림팀은 안기부 차원의 정보 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1991년 9월에 5명으로 조직되었다.
25) 2005년 8월 5일자의 연합뉴스 참조.
26)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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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27)

3. 감청의 적용범위

통비법이 감청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감청의 적용범위는 이 정의 개념을 통

해서 확정될 수 있다. 통비법상 감청의 적용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인자로는 감청행위의 대상인

‘전기통신’을 비롯하여 행위의 수단인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행위의 내용인 ‘통신의 음향을 청

취·공독하여 그 내용의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의 방해’에 대한 의미내용이다.

(1) 행위대상으로서 ‘전기통신’

(가) 전기통신의 개념

감청의 행위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의미에 관해 통비법 제2조 제3호는 “전화·전자우편·회원제

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전기통신의 범위를 다소 열거적이면서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통신비밀의 침

해의 위험으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의 입법취지와 종래의 전통적 통신수단

인 유선통신 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생겨난 현대적인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통신

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전기통신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 범위 또한 일반인이 예견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전기통신’의 개념이 현대적 통신수단을 망

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28) 필자도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찬성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통비

법상 전기통신은 E메일이나 인터넷상 실시간대화 및 채팅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 CCTV와 GPS 위치추적

이에 반해 CCTV나 GPS 위치추적 등도 전기통신에 의한 감청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CCTV의 경우 헌법상 통신의 개념이 ‘비공개를 전재로 한 쌍방향의 의사소통’인 점에 비추어

볼 때, CCTV는 카메라가 촬영한 것을 TV의 수신기로 송·수신한 것이며, 보호되어야 할 의사소통

당사자 간의 대화를 화면이 기록한 것이다. CCTV에 의한 영상촬영은 통비법상 행위대사인 ‘전

기통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에 음향기능이 없어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면 통비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옳다.29) 

27)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28)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29) 허원진, 앞의 논문, 3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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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위치추적 역시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는 통비법 제2조 제1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와는 구별된다. 일부에서는 이들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주

장도 있다. 즉 전기통신의 개념 규정의 문언에서 기계적 통신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질 않다는 점, ‘전기통

신’의 개념은 유동적인 것으로 기술발전과 함께 점차 확장되어 간다는 점과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거나30) 혹은 유괴·납치 등의 범죄에 사용될 필요성이 크고 가입자의 인적사항

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프라이버시권 침해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31)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라는 것은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서 통신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GPS의 위치정보추적자료는 통신사실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PS의 위치정보’가 통

신사실확인자료로 통비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면 영장발부가 매우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GPS 위치

추적은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32)

나) 휴대전화

통비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에 따른다면, 휴대전화의 통화도 통비법상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왜냐하면 통비법상 감청의 의미가 ‘전기통신’에 대하여 몰래 엿듣는 것이므로, 휴대전화는 전기통신

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휴대전화 감청의 경우에는 유선전화의 감청과는 달리 기술적인 문제

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복제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33) 다

만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망에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휴대전화의 감

청은 용이하지 않아 보이며, 그래서 그런지 2006년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공식적인 감청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34)

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새로운 종류의 통신매체이고, 이런 종류의 통신방신을 통비법이 예상하였던 것도 아니며, 카

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통신의 송·수신에 대한 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관한 감청의 문제는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아래 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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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윤제, “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법학논총 제20집 제1호, 2013, 446쪽.
31)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통권 제44호), 2014, 211쪽.32) 
32) 허원진, 앞의 논문, 33~34쪽 참조.
33) 박광민·이성대, “신종 통신매체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015, 280쪽.
34)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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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의 ‘송신·수신’의 의미

통비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개념에서 핵심요소는 “모든 종류의 음향·문

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란 모든 종류의 음향 등을

‘송신’이나 ‘수신’ 중인 것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되는 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 

통비법 제2조 3호의 문언은 ‘현재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압수·수색영장보

다 감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도 통비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

해가 있다.35) 목적론적 해석론에 입각하여 ‘저장목적으로 통신서비스 회사에 저장된 기록도 통비

법이 적용되어야 관련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통비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본다.36)

이에 대해 통비법의 전기통신은 문언상 송·수신 중의 전기통신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송·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통비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

이 된다는 견해37)도 있다. 같은 입장에서 통비법 제2조 제7호의 전기통신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문언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전기통신이 송·수신 중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들기도 한다.38)

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

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

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비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39)고 판시하고 있다. 

통비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에 관한 정의규정은 통신의 음향 등을 ‘청취·공독’할 것을 전제하고 있

고, 이와 함께 그 내용을 지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향의

청취는 현재의 진행 중에만 가능한 것이고, 전기통신의 송·수신방해 역시 현재성을 전제로 한다

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5) 이종상, “컴퓨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2001, 58쪽 이하.
36)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63쪽.
37) 김기준, “전자우편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2001, 34쪽 이하; 조국,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한계 및 쟁점: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2004·
겨울호, 107쪽.

38) 허원진, 앞의 논문, 36쪽.
39)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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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우편과 ‘전송된 메시지’

통비법 제2조 3호는 전기통신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전자우편’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9호는 이러

한 전자우편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

렇다면 전자우편에 해당된 ‘전송된 메시지’도 감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전송

된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경우에만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송되어 보관 중

인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판례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통비법상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

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들음'을 의미한다는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감청은 ‘몰래 엿듣는’ 행위를 기본관념으로 하여… 엿듣는 구체적 내용을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내용을 지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신하기 전의 문자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0)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41) 판례의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다만 전송 중에 있는 전자우편 등을 낚

아채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방법 등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감청영장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위의 수단으로서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의 사용

통비법상 감청의 개념에는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

의 장치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청력이나 시력으로 듣거나 보는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통비법에서 ‘전자장치’나 ‘기계장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와 기계장치’의 개념에 관해 “전기통신

에 대한 감청의 수단으로서의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이라는 표현도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

될 수 있는 전자 장치, 기계장치와 기타 설비’라는 것은 같은 조 제8호의 ‘감청설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

여 이해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42) 그런데 통비법 제2조 8호에 따르면, ‘감청설비’란 “대화 또는 전기

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이 역시 전자장치·기

계장치의 개념이 구체화되어 있질 않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노3910 판결.
41) 예컨대 김기준, 앞의 논문, 35쪽과 허원진, 앞의 논문, 39쪽.
42)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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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문언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 요구되지만, 여기서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전자장치·기계장치’라는 것은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로

서 전자나 기계에 의해 작동될 수 있는 것에 국한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해 입법론

적 해결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43) 새로운 전자장치·기계장치의 출현이 빈번하

고,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라면 ‘전자장치·기계장치’에 해당됨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론적 해결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44)

(3) 행위의 내용으로서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송·수신의 방해’

감청의 행위내용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전개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연히 혼선에 의하거나 과실로 타

인의 대화를 청취한 것을 감청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 이에 관해 통신비밀

의 불가침영역을 가능한 넓게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과 문언에 충실하여 가능한 좁게 해석하자

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행위수단으로서 ‘전자장치·기계장치’는 ‘청취·공독’, ‘내용지득’,

‘채록’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정에 사용되어도 무방하므로 정취·공독 없는 전화통화녹음도 감청

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45) 이에 반해 통비법 제2조 제7호는 문언상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

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장치·기계장치로 청취·공독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한 때에만

감청이 되는 것이고, 청취하였으나 그 내용을 지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감청이 성립될 수 없다

는 입장이 있다.46)

통비법 제2조 제7호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개별적 문

언에 대한 충실한 규명이 요구된다. 통비법 제2조 제7호에서 의미하는 감청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에서 가능한데, 이중의 하나는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등을 청취·공독하

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전자장치·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

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계적 장치로 청취하였으나 지극히 일부만 지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방해한 경우에도 역시 감

청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를 가로챌 수

있는 전자장치 등이 고장 났기 때문에 청취하였으나 결코 지득할 수 없거나 지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감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3) 김도식,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5, 27쪽 이하.
44) 같은 입장으로 허원진, 앞의 논문, 43쪽.
45) 권영세,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7, 47쪽.
46)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신제한조치와 대화감청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4호, 2005·

겨울호, 221쪽; 심희기·양동철, 형사소송법, 1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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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킷감청과 통비법의 적용범위

인터넷에 의한 정보전달은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쪼개어 송신한 뒤, 이를 받아보는 컴

퓨터가 해당 패킷을 재구성하여 이를 다시 화면으로 구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른바 패킷감

청이라 함은 패킷의 전송로인 인터넷회선 자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몰래 엿보거나 가로채어 타인의 통신

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각주 3)에 따르면 2013년에 이루어진 인터넷 패킷감청은 1,887건이나 된다. 게다가 인터넷을 활용

하여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 감청설비는 2005년 5대에 불과했던 것이 10여년이 지난 2014년에는 8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패킷감청은 앞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패킷감청에 대한 검토

와 통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회선을 대상으로 하는 패킷감청의 기술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패킷감청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해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장이나 일반가정에서는 다수인이 해

당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이것은 감청대상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할 것

의 범위를 초과하기 위 때문에 위법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현

재 진행 전송되는 패킷이 누구의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다.47)

둘째로 감청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패킷감청을 허용하면 감청의 대상이 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지나

가는 모든 통신의 내용이 감청의 범위에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패킷감청의 기

술수준으로는 범죄와 관련된 통신내용만을 담을 수 있는 것만을 추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패킷감청의 특성으로 인해 통비법상 허용되는 감청에 대한 통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통제가 불가

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2011년에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상태이다(2011헌마165).

필자의 입장으로는 패킷감청은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적

으로도 허용될 수 없어야 될 것이다.

5. 통비법상 감청의 허용요건과 그 문제점

통비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

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

47) 장여경, “패킷감청과 통신의 비밀”,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국회의원 우윤근·박영선·변재일·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체, 2010. 2. 1,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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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

정하여 감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

법 혹은 통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감청이 허용되고 있다. 통비법은 감청의 허용에 대해 ‘통신

제한조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5조와 제6조), 국가안보를 위

한 통신제한조치(제7조), 긴급통신제한조치(제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통비법상

감청의 허용요건만을 살펴본다.

(1)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가) 허가요건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은 통비법 제5조에서 그 허가요건을, 제6조에서 허가절차를 명시하고 있

다.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죄는 통비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48) 지나치게 많은 범죄들, 심지어 단순협박범 같은 중한 범죄가 아닌 것조차도

감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중대한 범죄에 국한하여 감청을 허용하고 있으

며,49) 일본도 총기범죄, 조직범죄에 의한 살인, 집단밀항, 마약범죄와 같은 중대하고 특별한 범죄

에 대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50)

48)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
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
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
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
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
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
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
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
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
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
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
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
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49) 독일형사소송법 제100a조 참조.
50)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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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의 허가요건으로는 첫째로 감청대상이 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범죄의 계획’에 대해

서도 감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는 자’에 대해서까지 감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컨대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고 포기하거나 혹은 폭행죄와 같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인 행위에 대해서까지 감청이 진행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감청이 불가피하다면, 범죄가 아

예 성립될 수 없는 것까지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더구나 감청으로 침해된 통신비밀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통비법상 감청의 허가요건은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적이며, 이런 점에서 ‘범

죄의 계획’는 ‘범죄의 혐의’로 수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청대상범죄자도 ‘중범죄자’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허가절차

통비법 제6조 제1항은 감청의 대상자를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

해서만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통비법 제6조 제3항에서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

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법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범죄의 계획을 하고 있는 자’도 감청의 대

상자라는 점에서 처벌되지 않는 예비·음모를 범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 있다. 

감청의 기간에 관련하여서는 통비법 제6조 제7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2월을 초과하지 못하

고, 그 기간 중 감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단서규정

에 근거하여 2월을 다시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월 이내에 한해 허

가되는 감청을 연장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나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침

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잠정 적용을 명하였다.51)

범죄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도 감청이 허용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범죄여부를 고려할 필

요 없이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에 대한 감청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52) 이러한 판례

에 비추어 보면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감청

은 긴급감청으로 사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그 감청은 위법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53)

2.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

통비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51)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 결정.
52) 대법원 1999. 9. 3. 99도2317 판결.
53) 원혜욱, “불법감청에 의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제10권,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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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에 관한 정부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위험이 예상’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

을 통해서도 구체적 판단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구체적 행

위들은 현행 형법에서 처벌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에 관한

규정은 남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삭제하더라도 무방해 보인다.54)

3. 긴급감청

긴급한 경우 검사 등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원의 감청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통비법 제8

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

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

박한 상황에 있고”, 감청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품고 있다. 첫째로 문언의 지나친 추상성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즉 ‘국가안보’나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 등의 문언은 애매모호하여 남용가능성

이 대단히 높다.55) 

둘째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나 대통령의 서면승

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를 긴급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 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긴급감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긴급체포의 경우보다 그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여 그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56)

다만 긴급감청은 2009년 이래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57)

1. 카카오톡에 관한 통비법의 적용범위

(1) 카카오톡이 통비법상 감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카카오톡은 이른바 모바일 메신저(mobile messenger service)이며, 이것이 통비법 제2조 제3호

54) 김성천, “인터넷과 형사법상의 과제”, 법제처, 법제연구(통권 제18호), 2000, 70쪽.
55) 김형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005년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2005, 4쪽.
56) 김형준, 앞의 논문, 225쪽.
57) 긴급감청은 1998년에 748건을 필두로 점차 감소하여 2008년 2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구)정보통신부 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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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통비법은 아날로

그 통신에 대한 감청을 예정하고 제정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비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의 개념은 헌법 제18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통신’의 개념인 ‘비

공개를 전재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58)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용어임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헌법

재판소도 이 조항의 ‘전기통신’의 개념이 현대적 통신수단을 망라하는 것으로 본다.59)

전기통신의 개념을 이렇게 새긴다면 카카오톡은 무선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수신하고, 이때

문언의 송·수신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상대방도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

오톡은 통비법상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기통신’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례의 태도와 통비법 제9조의 해석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톡은 현재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

장이다. 그러기에 실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통비법 제9조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집행을 위탁하

거나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런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3~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형

태로 감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60)

그런데 대법원은 2012. 10. 25. 2012도4644 판결에서 “통비법상 ‘감청’의 대상을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

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

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여기서 문제된 현재의 수사관행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의 견해처럼 감청

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수사기관은 감청영장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61) 이런 점에서 볼 때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을 넘겨받던 기존의 수사관행은 위법한 것이고, 차제에 법원은 그러한 내용에

관한 감청영장의 발부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청영장에 의해 취득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

신의 내용물 자체’는 적법절차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가 감청이 될 수 있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장치·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내용을 저장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감청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통비법상 감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전자장치·기계장치

58) 헌법재판소 2001. 3. 21. 2000헌바25 결정.
59)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60) 카카오톡의 입장: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

터링은 불가능하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
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http://blog.kakaocorp.co.kr/215.

61) 같은 입장으로 허원진, 앞의 논문, 1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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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상대방 몰래 청취·공독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행을 위탁받은 전기통

신사업자가 전자장치·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송·수신을 방해

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해당 전기통신사

업자는 2014년 10월 8일 경부터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넘겨받았

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62) 

검찰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집행을 위탁하고, 그 사업자가 전자장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신비밀의 보호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러한 기본

권의 제한을 전기통신업자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63) 

3.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보호

(1) 문제의 소재

2014년 8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의 의혹이 촉발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카카

오톡 측은 “최근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며, 친구 3,000명까지 검열

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해당 수사 대상자

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64) 이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수사의 대상자가 참여하는 채팅방 대화내용의 하루치와 대화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수

사기관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범죄혐의자 없는 자의 통신내용에 대해서도 감청

이나 혹은 압수수색의 영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을 통해 압수

수색영장을 신속히 신청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저65)를 갖고 있는 카카오톡 측에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송·수신 내용을 요구했다.66) 만일 경찰이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

지의 관련자의 모든 송·수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들의 사

생활보호 내지 통신의 비밀보호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게 된다.

(2) 대책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비법의 해

62)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 … 민간이 영장집행?, JTBC, 2014. 10. 8.
63) 같은 입장으로 허원진, 앞의 논문, 135쪽.
64) http://blog.kakaocorp.co.kr/215
65) 허원진, 앞의 논문, 36쪽.
66)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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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걸맞게 적용하면 근절될 수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구비하고 집행할 경

우 혹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음성통화를 포

함한 문자메시지,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가능을 포함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범죄혐의자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통신내용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

하게 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문제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따

라 하루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67)

1. RCS감청의 의미와 특성

오늘날 해킹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

원이 최근에 RCS(원격제어 교환장치) 감청 프로그램을 영장 없이 사용하여, 타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정원이 해킹방식으로 감청

영장 없이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통신의 비밀 등을 탐지한 것이다.

그런데 RCS 감청프로그램에 의한 감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로 감청대상자의 특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휴대전화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의 통

화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감청대상자로 확대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둘째로 감청대상자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감청대상자가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내용이나 좋

아하는 용어나 단어, 혹은 견해의 발표나 어떤 견해의 동조 등을 Big Dater를 활용하면 개인의 내밀한 생

각이나 사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RCS 감청프로그램에 의한 감청은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청영

장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통상적이다.

2. RCS 감청의 대책

국가가 시민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할 경우에만 존재할 가치와 실익을 가

진다는 점에서 국가존립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사회의 안전 확보에 있다. 이를 배신하고 국민의 기

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가 오히

67) 같은 입장으로 허원진, 앞의 논문,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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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반하며, 국가로서의 존재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RCS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청영장도 없이 국민의 통신의 비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아무런 제약 없이 침해하고, 그런 침해에 대해 무방비상태

로 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에 의

한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형사실체법상의 대책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8조가 있다. 이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

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

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정보통

신망법 제48조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내지 허용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48조 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동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9호

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CS 감청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타인의 사생활 내지 통신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 타인의 정보

통신시스템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

72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RCS 감청프로그램은 통신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을 침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형사소송법상 효력

RCS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지득한 통신의 내용물 등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위배이자, 시민의 통신

의 자유를 비롯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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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생활보호와 통신의 비밀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감청방식에 의한 침해행위는 여하한 경우

에도 허용될 수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실체법상 관련 구성요건에 의한 엄격한 처벌과 함

께 형사소송법상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

밀에 관한 자유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

의 요건과 헌법상 기본원칙인 적법절차에 근거해서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자유의 제

한이 조직범죄나 중대범죄의 실행을 막아야 할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

인의 이익원칙처럼, 국민의 사생활비밀과 통신의 비밀보호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감청행위는 국민의 사

생활보호와 통신비밀을 치명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청행위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국한하여 그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적법절차의 철저한 준수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허용될 수 있도록 통비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했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① 현행 통비법은 행위자의 범죄의 계획만 존재해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계획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어 보인

다. 왜냐하면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행위형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지 사상형법의 추구를 허용해서

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청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에도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긴급감청의 문제를 비롯하여 집행에 관한 통지제도, 위치정보추적

자료 제공요청은 감청에 준하여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요청의 요건강화로

서 통제할 것인지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② 통비법에 위반되어 지득한 대화내용이나 문건 등은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③ ‘이미 완료된 송·수신된 통신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대상일 뿐이지, 통비법상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④ 감청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이미 완료된 통신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⑤ 패킷감청은 그것의 특성상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통비법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으로도 허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2•제33호 부산법조

Ⅵ. 결론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0  페이지 72



⑥ 카카오톡에 관한 감청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배치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

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비법의 해석에 걸맞게 적용하면 근절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

나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구비하고 집행할 경우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구

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음성통화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모바일 인터

넷,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가능을 포함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범죄혐의자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통신내용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와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문제를 대법원의 판례취

지에 따라 하루 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⑦ 국가기관이 RCS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청영장도 없이 국민의 통신의 비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아무런 제약 없이 침해하고, 그런 침해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당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과 취득

한 통신 등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법치국가원칙에 걸맞은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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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 개원과 관련한 
관할 조정에 대한 연구

법제위원회 변호사 
이 대 성

Ⅰ. 서론

부산광역시는 인구 36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서 법률수요에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많음에도 불구

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 단 2개 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소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 위치 또한 동부지역에 치우쳐져 있어 부산 전체 시민의 1/3에 육박하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법률문

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에의 접근성, 관할 인구수, 법관 1인당 사건 부담수 과다 등 주민들의 법

률서비스의 수준 저하를 초래하는 여러 요소들이 다수 상존하고 있는 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

산지방법원의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고, 이를 구체화하고 실

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6. 3. 1. 시행될 예정에 있는 법률11151호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7. 3. 1.부터

는, 2017. 2. 28.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나, 일정 관할 구역

의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로 하도록 하고 있어 당장 서부지원 시대가 눈앞에 와 있으며 실제로

도 대법원은 2014. 11.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공7구역(명지 국제 신

도시 내)을 서부지원의 최종 입지 부지로 선정, 현재 한창 지반 및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부지 선정을 어디로 하는가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 강서구로 지정을

하였고, 청사 착공이 이미 시작된 만큼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일 것으로 보여 여기서는 법안의

내용, 특히 관할 구역과 관련한 문제에만 국한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연구논단
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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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부지원 신설은 이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신설 법원의 관할 구역 문제 등 여기서 파생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는 서부지원이 개원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본 검토가 이루어졌다.

Ⅱ. 시행예정법률의서부지원관할관련내용

1. 청사 예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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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과정의 문제점

서부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애초에 사하구 의원이었던 현기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한 것이고, 이후 사상

구에서도 적극적인 서부지원 유치전을 벌였으나 결국은 강서구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사상구와 사하구, 입지 선정 대상지인 강서구 이외에 서부지원 관할로 속하게 된 서구와 북구의 경우에는 얼

마나 서부지원 유치에 대한 고민과 열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산을 임의로 동서로 나누고 인구비율

을 단순하게 고려하다 보니 서부지원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실제로 서부지원 관할 내에 있는 5개구의 각 의회 및 구청에 질의를 하여 본 결과, 그 어떠한 구에서도 해당 구

민의 의사를 입법과정에서 확인한 바가 없었으며, 특히나 접근성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는 서구의 경우, 본 법

시행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까지도 대부분의 서구 주민들이 서부지원이 건립되는지, 해당 관할 내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신을 하여 오기도 하였다. 

각 구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각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회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법의 입법

과정에서 그 의사가 확인되고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주민들이 배제되다 보니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목소리로

부터 입법이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오로지 선거에 대비한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입법이 추진된 것은 아닌지 하

는 아쉬움이 남는다.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0  페이지 78



부산지방변호사회•79

3. 관할 구역 및 인구·면적 현황

서부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위 법률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 3. 1. 개원을 하며 관할 구역

은 부산광역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5개 구로 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를 때 각 관할 구역 및 인구·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이 된다.

Ⅲ. 시행 예정 법률 관할 구역 관련 문제점

관 할 관 할 구 역 면적(㎢) 인구(명) 비율(%) 비 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영도구

150.16 1,400,423 39.33

개정안의 관할구역 인구 비율은
현재의 본원 관할 인구의
44.2%에 해당함동부지원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
305.48 1,050,613 29.51

서부지원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북구
307.76 1,109,108 31.15

구 분
읍·면

세 대
인구 시 전체

인구에 대한 
구성비

면적

동 수 계 남 여

계 208 1,428,115 3,560,144 1,762,361 1,797,783 100 769.82

중 구 9 23,463 47,982 23,816 24,166 1.3 2.83

서 구 13 53,328 118,789 58,681 60,108 3.3 13.93

동 구 14 43,691 95,392 47,134 48,258 2.7 9.73

영 도 구 11 56,511 132,800 66,140 66,660 3.7 14.15

부산진구 21 165,683 389,041 190,390 198,651 10.9 29.7

동 래 구 13 106,732 275,225 135,288 139,937 7.7 16.63

남 구 17 114,784 289,979 142,724 147,255 8.1 26.81

북 구 13 116,266 307,548 152,949 154,599 8.6 39.36

해운대구 18 163,151 428,170 208,752 219,418 12 51.47

사 하 구 16 134,954 346,456 173,855 172,601 9.7 41.75

금 정 구 17 100,937 251,666 123,704 127,962 7.1 65.27

강 서 구 7 34,945 90,329 48,949 41,380 2.5 181.5

연 제 구 12 83,162 208,317 102,397 105,920 5.9 12.08

수 영 구 10 75,310 181,081 86,852 94,229 5.1 10.21

사 상 구 12 96,885 245,986 125,369 120,617 6.9 36.09

기 장 군 5 58,313 151,383 75,361 76,022 4.3 218.32

1) 2015. 5.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 2015. 5.현재 부산시 구·군별 세대 및 인구수1)

(2015. 5. 31. 기준)

(단위 : 개, 세대, 명,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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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행예정법률관할구역관련문제점

1. 인구수, 관할 면적 및 사건수 관련 문제

가. 시행 예정 법률에 따른 서부지원 사건 추정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위 법률대로 신설된다면, 본원과 서부지원의 2015년 현재의 인구를 감안하여 사건수

를 추정할 경우, 부산 서부지원의 사건 수는 본원 사건 수의 약 4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4

년도 부산지방법원 사건 통계2)에 따른, 향후 발생할 부산 서부지원의 사건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 예정법에 따를 경우 서부지원의 사건 점유율은 현재 본원 사건의 절반에 육박하

는 4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 본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의 인구수에 따른 사건수를 추정해 본다면

거의 대등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원이 지원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상징성이나 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부산의 경우 현재 본

원 청사는 2001년에 이전하여 왔는 바, 당시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여 설계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여유 공간이 있

어 시행 예정법대로 따를 경우 현 청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3) 

현행 각급법원 판사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125명인데 반하여, 부산동

부지원의 경우 25명4)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구수에 비례한 추정 사건 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나

치게 균형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서부지원이 신설될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법원 관할 인구수

80•제33호 부산법조

구 분
민 사 형 사

본 안
합의 단독 소액 합의 단독

부산지방법원 본원 2,994 15,480 36,341 1,256 17,831 73,902

서부 지원(안) 1,323 6,842 16,063 555 7,881 32,664

부산지방법원본원(분리후) 1,671 8,638 20,278 701 9,950 41,238

서부지원 사건 점유율
(인구대비 추정)

44.20%

관 할 구 역 인구(2015년)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광역시 2,975,880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850,265명), 김포시(346,644명) 1,196,909명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1,817,942명

대전지방법원 본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1,731,067명(2014년)

부산지방법원 본원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영도구 1,400,423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 1,050,613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북구 1,109,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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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 예정법 대로 서부지원 관할 인구수를 제외하고 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은 대한

민국 주요 광역시 지방법원 본원 보다도 관할 인구수가 적어지게 된다. 심지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유사

한 관할 인구수를 보이게 되는 바, 이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결과이다. 

다. 관할 면적의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 예정법대로 따를 경우, 관할면적 또한 본원이 150.16㎢, 동부지원 305.48㎢, 서부지원

307.76㎢로서 본원이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게 되는 문제점 역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3,892.10㎢,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1,010.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330.01㎢, 대

전지방법원이 1,581.68㎢의 관할면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

2. 북구와 서구의 접근성 측면에서의 관할 조정 필요성

가. 현재 서부산권 교통 상황

부산시 외곽지역의 개발에 따라 시계 유출입 지점과 연계되는 도로 구간은 출·퇴근시 상습 정체화되고 있어

이들 도로에 대한 도로폭원의 확장, 우회 및 대체 도로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나 본 사

안과 관련된 서부산권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정책의 순위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교통조사가 매년 이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5)

부산 강서구 일원의 서부산권은, 부산신항과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신평·장림, 화전산단, 과학산단, 신호

산단, 미음산단 등에 총 2,687개 업체에 6만 1,500여명의 근로자들이 몰리면서 출·퇴근길 교통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대부분 변두리에 조성돼 대중교통망이 빈약한 데다 도시철도·경전철과 시내버스 등의 환승노선도

거의 없는 편이라서 교통난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부산권지역의 기업은 물론이

고 근로자들도 구인·구직난의 최대 걸림돌로 ‘교통난’을 꼽고 있을 정도이다.6)

특히나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와 신호주거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아파트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가 시작되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2~3만 명 규모의 신규 교통수요가 발생될 예정에 있으며 녹산국가공단 외 4

개 단지의 근로자들의 출·퇴근 이용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81

2) 2014년 사법연감
3) 변호사 이영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고찰(2009. 5. 25.자 서부지원을 위한 시민토론회 자료 중)
4) 현재의 본원 청사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도 법관의 수는 증대되지 않다가 2004년에서부터야 비로소 증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 본원 138

명, 동부지원 26명을 기점으로 현재는 위 수치로 줄어든 상태이며 매년 50명 씩 판사 증원이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와 같은 관할 구분을 유
지할 경우 서부지원 신설 이후에는 더욱 더 판사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 법관 1인당 사건 수 과다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차량 교통량조사결과
6) 뉴시스, 2015. 1. 17.자 ‘부산시, 서부산권 출·퇴근 교통난 체험 현장 대책회의’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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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부산시에서는, 서부산권에서 동부산권 직통노선을 신설하는가 하면, 최

근 인구급증지역인 강서구 명지신도시와 사상 및 서면 등의 원도심권 연계노선, 김해·북부산권에서의 백양터

널을 경유하여 서면을 잇는 노선과 기장군 장안산단과 명례산단지역 순환노선, 동부산관광단지와 신설 국립과

학관을 순환하는 노선도 신설하여 산단지역 근로자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부산과학관

및 송정해수욕장 주변의 송정골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역을 해소할 계획에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7)

여전히 교통난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 북구의 경우

1) 접근 경로 및 소요 예상 시간 9)

북구 지역의 경우, 본원이 강서구에 위치할 서부지원 보다는 지리적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것이 사실이다. 만

덕터널과 도시철도 2호선 및 3호선을 활용할 경우 북구 지역 어느 곳에서든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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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번호

지 점 2013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량(대) 증감율(%)

1 낙동대로(감전교차로 옆) 65,616 65,249 △367 △0.56

2 강변대로(감전교차로 옆) 80,083 80,532 △449 △0.56

3 낙동남로(을숙도문화회관 앞) 70,173 78,160 △90 △0.12

4 을숙도대교 24,591 27,501 △1,905 △5.83

※ 명지신도시 진입 주요 지점에 대한 전년 대비 지점별 교통량 추이 8)

7) 2015. 10. 19.자 부산광역시 시민편의위주 버스노선 개편계획 보도자료
8)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차량 교통량조사결과
9) 아래에서 언급되는 소요시간은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http://its.busan.go.kr) 및 다음 지도(http://map.daum.net) 길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10) 심지서 사상구에서도 이러한 교통난을 우려하여 “도심지에 위치한 본원에 비해 서부지원은 시 외곽이고, 낙동강 횡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부산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 편리성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며, 서부지원 관할 지역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강동지역에 거주
함을 감안할 때 계획된 대중교통망 확충(사상~가덕 도시철도, 엄궁 사상 2개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입
장을 보이는 회신을 한 바 있어 서부지원의 관할 내로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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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현 위치의 서부지원의 경우 상습 정체지역인 서부산권 연계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어 북

구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야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구 지역에서 현 서부지원 청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북구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

낙동대로를 타고 20여개의 정류장을 지나 하단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을숙도를 관통하는 낙동남로를 지나가기

위한 버스로 환승을 하여야만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접근경로는 1시

간 20여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이마저도 교통상황이 매우 원활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10)

2) 북구 의회 및 북구청의 입장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질의를 하여 본 결과, 북구청

에서는 “서부지원 건립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서부지원의 위치가 명지 신도시 내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편

도 제약되고, 소요시간도 기존 본원에 가는 시간보다 2배 이상 소요되어 북구, 서구,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5

개 구 중 북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 불만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됨”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여 왔으며, 북구의회에서도 “북구는 부산지방법원 관할인 현재 편리한 교

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각종 법원 관련 민원 처리시 편리하나, 서부지원 개원으로 북

구 관할이 변경될 시 서부지원의 위치상 북구 주민들의 접근성이 현재보다 악화되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바, 현재대로 북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라는 회신을 하여 온 바 있다. 

다. 서구의 경우

1) 접근 경로 및 소요 예상 시간

서구의 경우에도 도시철도 1호선을 활용할 경우 서부지원 보다도 본원이 접근성이 더욱 뛰어남은 물론이다. 

현재 서구 지역에서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경우,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한다

면, 예를 들어 서구청 앞 자갈치역에서 출발을 할 경우 본원 소재지인 거제역까지는, 연산역에서 3호선 거제

부산지방변호사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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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방면으로 1회 도시철도 환승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8분에서 34분 사이의 시간이면 충분히 거제역에

도착 가능함에 반하여, 만약 서부지원의 경우에는, 자갈치역에서 1호선 도시철도 또는 버스를 이용, 하단 방면

으로 이동 후 거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을숙도를 관통하는 낙동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할 경

우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하단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 및 거리, 그 곳에서 버스로 환승하기 위하여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시간, 버스를 타고 하단 방면에서 낙동남로를 경유하여 서부지원 청사로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산한다면 1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이 또한 교통체증이 감안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이 소요되어 본원

의 경우와 비교조차 하기 힘든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2) 서구 의회 및 서구청의 입장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서구청과 서구의회에 질의를 하여 본 결과, 서구청

에서는 “현재 연제구 소재 법원의 이용시 도시철도 1호선만 이용하면 도착 가능하지만, 명지 신청사 이용시 대

중교통이용(버스, 지하철 환승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45분이면 이동 가능했던 것을 1시간 20분의 시간이 소요

되는 등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됨”이라는 회신을 하여 왔으며, 서구의회에서

도 마찬가지로 “명지동에 소재한 서부지원 신청사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교통체증 등의 불편함

으로 인한 여론이 예상”된다는 회신을 하여 온 바 있다. 

라.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및 장래의 서부산권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시행 예정 법에 따를 경우 북구와 서

구 주민들에게 접근성 측면에서 너무도 가혹한 인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각 해당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관할구역조정에있어고려할사항들

1. 관할 인구수를 고려한 북구, 서구의 본원 관할 편입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 주민들의 접근성 차원에서라도 북구와 서구는 현행과 같이 본원의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북구와 서구를 본원 관할 하에 둘 경우, 본원 관할 인구는 180여만 명, 서부지원의 관할 인구는 70만 명,

동부지원의 관할 인구는 105만 명으로서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강서구의 폭발적 인구 증가 가능

성과 만약 인구 50만여 명의 김해시가 서부지원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될 경우를 상정하여 볼 경우 서부지원의

관할 인구수는 120여 만 명에 이르러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2. 강서구의 폭발적 인구 증가 가능성

서부산 지역은 부산신항을 비롯하여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어 엄청난 인구 유입 및 법률적

84•제33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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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도 인구 및 교통량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는 본 조성사업을 통하여 생산유발효과 5조 2천억 원, 수입유발

효과 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2천억 원 등 총 8조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4만 3천

명, 주택 3만여 세대, 인구 약 7만 5천여 명 수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 부산시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 체결을 통해 위 강서구 일대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의뢰하면서 민간 기업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한 서부산권 개발이

아닌, 부산의 중심이 이동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위 지역의 인구 증가는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산지역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곳이 바로 강서구이며, 심지어 2007년 이후 10

년도 되지 않아 2배 가까운 인구 증가를 보일 정도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할 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더욱 더 인구 및 사건 수에 있어 각 법원간 불균형을 심각하

게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85

구 분
2007 2013 2014 2015. 4. 2015. 5.

인구수 증감률12) 인구수 증감률 인구수 증감률 인구수 증감률 인구수 증감률

계 3,615,101 -0.6 3,563,578 -0.3 3,557,716 -0.16 3,559,655 0.05 3,560,144 0.01

중구 50,932 -1.1 48,614 -1.6 48,058 -1.1 48,101 0.09 47,982 -0.2

서구 133,666 -2.4 120,044 -1.6 119,506 -0.4 118,949 -0.47 118,789 -0.1

동구 105,970 -1.7 97,450 -2.5 96,017 -1.5 95,599 -0.44 95,392 -0.2

영도구 156,661 -2.1 137,437 -2.8 133,750 -2.7 133,086 -0.5 132,800 -0.2

부산진구 404,331 -0.8 391,957 -0.8 389,558 -0.6 389,134 -0.11 389,041 0

동래구 285,789 2 277,596 -0.8 276,823 -0.3 275,389 -0.52 275,225 -0.1

남구 298,898 -0.2 295,195 0.2 290,137 -1.7 290,163 0.01 289,979 -0.1

북구 326,602 -1.4 310,880 -1 308,215 -0.9 307,504 -0.23 307,548 0

해운대구 426,138 1.2 429,109 -0.6 427,460 -0.4 428,054 0.14 428,170 0

사하구 368,371 -0.5 353,243 -1 347,859 -1.5 346,753 -0.32 346,456 -0.1

금정구 260,844 -1.5 256,015 -0.8 252,850 -1.2 251,749 -0.44 251,666 0

강서구 55,046 -1.4 74,765 6.3 85,097 13.8 89,056 4.65 90,329 1.4

연제구 213,435 -0.9 210,043 -1.1 208,787 -0.6 208,698 -0.04 208,317 -0.2

수영구 179,100 0.3 176,156 -0.9 179,620 2 180,894 0.71 181,081 0.1

사상구 268,880 -2 251,014 -1.3 247,364 -1.5 246,313 -0.42 245,986 -0.1

기장군 80,438 0.3 134,060 15.5 146,615 9.4 150,213 2.45 151,383 0.8

(단위 : 명, %)11)

11) 2015. 5.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12) 전년말 인구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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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해시의 서부지원으로의 편입 문제

가. 인구 균형 문제

김해시는 1994년까지는 부산지방법원의 관할 내에 있었고, 부산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 비례의 문제,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도 다시 부산 관할 내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러할 경우 서부지원의 관할 구

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구와 서구는 마땅히 본원의 관할 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러할

경우 서부지원의 관할은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가 될 것인데, 여기에 김해시를 편입시킨다면, 강서구 90,329

명, 사하구 346,456명, 사상구 245,986명, 김해시 527,380명(2015. 6.현재)으로서 총 관할 인구수 1,210,151명이 되

며, 북구와 서구를 관할 구역으로 포함하는 본원의 관할 인구수 1,826,760명, 동부지원의 관할 인구수 1,050,613

명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나. 김해 주민들의 접근성

현재 창원지방법원 관할 사건 중 김해시 지역 관련 사건이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원지방법원

으로 가는데 40분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바, 실제로 김해시 주민들이 접근성 측면에서 상

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김해시를 서부지원 관할 내로 편입시킬 경우 김해시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

로 보인다. 2011. 9.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꾸준히 그 승객통행량이 늘고 있고 강서구 일대에로의 접

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창원지방법원 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의 법률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문제

1) 한편, 이러한 김해시 주민의 법원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2. 8. 30. 국회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13) 최근 2015. 4. 28. 김해시를 비롯한 인구 40만 명 이상의 파주, 시흥, 화성, 구미시 등에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14)

주요 내용은, 김해시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경남도 최대의 도시이며, 그 인구 또한 50만 명이 넘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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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증감률(%)

총 계 38,113 43,228 5,115 13.4

부산구간계 19,664 22,134 2,470 12.6

김해구간계 18,449 21,094 2,645 14.3

※ 부산〜김해 경전철 승객통행량 전년 대비 비교 분석(승차기준) (단위 : 통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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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의 접근성 또한 떨어진

다는 것을 이유로 부산 서부지원과 같은 시기에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각급 법원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각각

한 곳씩(대전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설치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여섯 곳(울산, 서울 동·

서·남·북부, 의정부)이 승격되었으며, 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소년부가 가정지원으로 설치되었고 대전지방

법원 가정지원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지방법원 지원이 여덟 곳(부천, 평택, 포항, 안산, 고양, 대구 서부, 안

양, 마산)에 설치되었으나, 이중 시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으로 승격된 곳(평택, 포항, 안산, 고양)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지방법원 지원으로 신설된 곳은 20여 년간 네 곳(부천, 대구 서부, 안양, 마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지방법원 지원 신설추이 등의 측면에서 보면, 지원 신규설치가 1990년대

이래 많지 아니한 상황에 있고, 인근지역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최근(2011. 3. 1.) 신설되었으며, 부산지

방법원 서부지원도 개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도 고려해 볼 때 당장 인근의 김해지원 설치는 어려워 보이

는 상황이다.15)

라. 김해시의 서부지원 관할 편입

김해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위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을 신설할 경우 5년간 745억 9,100만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법

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경우 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결과 5년간 1,371억 5,100만 원의 추

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결국 서부지원의 경우 김해지원 보다도 2배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굳이 김해지원 신설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해시를 서부지원의 관할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주민

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김해시의 관할 인구 편입과 강서구의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동일한 지원인 동부지원과의 형평성 문

부산지방변호사회•87

구 분 ‘61∼’70년 ‘71∼’80년 ‘81∼’90년 ‘91∼’00년 ‘01∼’10년 ‘11년 이후

지원 설치 수 2 3 6 1 2 2

※ 지방법원 지원 설치 추이 (2012. 9. 현재)

13) 의안번호 1901433,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4) 의안번호 1914873,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15)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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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짓고 있는 서부지원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서 울산지방법원의 신청사

(지하 1층 지상 12층)에 버금가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판사 인원수 확보 및 증원 문제16)만 해결된다면 서부지원

이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및 김해시를 아우르는 관할 구역을 가지는 데는 어떠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부지원 개원을 앞두고 이에 편승하여 김해지원의 신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

기는 하나, 이는 엄청난 국가적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은 김해지원 신설은 요원하

다 할 것이고, 대신에 신설되는 서부지원의 관할 내에 김해시를 편입시킨다면 예산문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서부지원 시대가 도래함은 확정적인 사실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부산시민들의 의사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추진되다 보니, 북구와 서구와 같이 접근성 면에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야 말았고, 강서구의 발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단순한 구역 구분으로 관할이 결정된 측면

이 있어 보여 여기에 대한 지적이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관할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마땅히 인구수,  향후 강서구의 인구 증가 가

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더불어 주민들의 접근성,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위상 등도 주요한 요소가 될 것

인데, 어느 모로 보나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정 관할 구역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무엇보다 관할로 지정

된 해당 구의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분명한 만큼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던 바와 같이 북구와 서구에

대한 관할은 현행과 같이 본원 관할 내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서부지원 관할 범위를 김해시로까지 확장하

는 방안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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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는 각급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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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89

변호사  김 동 진

1. 서론

홍일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여야 국회의원 168명은 2014. 12. 19. 이른바 상고법원 관련 6법을 공동발의하

였고, 2015. 9. 20.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중이다. 

상고법원 관련 6법은, ① 상고법원의 설치를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하여,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③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④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⑤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⑥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으로 나뉘어진다. 

이하에서 이른바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하여 본고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주로 법률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고법원설치법률안

가.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1) 상고법원의 설치

상고심법원으로 대법원 이외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판사를 두고,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한다. 

(2) 대법원의 역할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부산지방변호사회 연구논단
법제위원회

Special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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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

② 대법원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재항고사건을 심사하여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함1)

③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관하여 당선무효형이 선고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서 정한 사건 및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의 상고사건은

사건심사 없이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으로 정함.

(3) 상고법원의 구성방법과 심판권

① 상고법원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

②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특정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음.

③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정한 상고·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함.

④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함.

⑤ 상고법원재판연구관을 둠

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관할구역

을 전국으로 하려는 것2). 

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및 특허소송의 상고사건에서 대표적으로 심리의 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

던 위 법률에 대하여,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

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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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14조의2(사건심사) ① 대법원은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을 심사하여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심사 없이 바로 대법원이 심판한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형사 사건의 상고사건
2.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서 정한 형사 사건의 상고사건
3. 지역선거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상고사건
4.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투표에 관한 주민투표소송의 상고사건

②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으로 정한다. 
1.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
2.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

2) 신설될 상고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2의1  
별표 1 중 서울고등법원 위에 상고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고법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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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1) 대법원의 사건 심사 

법원조직법이 정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2) 새로운 제도의 도입

① 상고기각결정 제도 －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및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② 상고심법원에서의 변론권 및 제3자의 서면으로 의견제출제도

③ 대법원 심판 사건에 대한 필수적 변호사대리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3) 상고법원의 대법원 사건이송권

상고법원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함)

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 

(4) 상고법원의 판결 

① 선고와 동시에 확정

②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 － 상고법원의 재판에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음.

③ 특별상고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영항을 주지 않음. 다만, 상고심법원은 특별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1) 대법원의 사건심사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동일함. 

(2) 사건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추가함(안 제386조의2 신설).

(3)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

는 제도를 도입. 

(4)  상고법원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

함)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5)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 - 상고법원은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나, 상고법원 재판(환송·이송 제외)에 헌법

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음. 상

고법원 판결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선고하면 바로 확정되고, 특별상고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

음. 다만 상고심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부산지방변호사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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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의 인지액에 대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시 인지액과 같은 금액으로 개정함. 

2. 상고제도의개선에대한논의과정

가. 상고제도의 변천사항

나. 현재의 상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과거 우리나라는 상고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허가제 등 다양

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각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 한하여 심리불속행 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하여도 인지대를 전액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

아 상고인이 적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리불속행 제도 역시

상고사건의 증가를 줄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아니며, 대법관 1인당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2•제33호 부산법조

법원조직법 제·개정 대법관의 수 부의 구성 상고제도 변천

1948. 5. 4.
(과도법원조직법)

대법관 11인 이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 전원연합부

고법상고부 설치
(단독사건에 한함)

1949. 9. 26.
(제정법원조직법)

대법관 9인 이내 고법상고부 폐지

1959. 1. 13.
대법관 9인 이내 

＋ 대법원판사 11인 이내

대법관 1인 이상 포함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소부
(민사, 형사, 특별)

＋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소부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연합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1961. 8. 12.
대법원장 포함 
대법원판사 9인

전원합의체만 구성됨

고법상고부 설치
(단독사건에 한함)
대법관의 명칭을 

‘대법원판사’로 변경

1963. 12. 13. 대법원장 외 12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
＋ 전원합의체 

고법상고부 폐지

1969. 1. 20. 대법원장 외 15인

1981. 1. 29. 대법원장 외 12인 상고허가제 실시(1981. 3. 1.)

1987. 12. 4.∼ 현재 대법원장 외 13인
대법관으로 명칭변경

상고허가제 폐지(1990. 9. 1.)
심리불속행제 시행(199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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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대법원에 연간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36,000건에서 38,000건까지 이르러 대법원이 정책법원

으로서 내지 권리구제형 법원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법

원의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른바 상고법원안도 그 형식은 의원입법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다. 상고법원제 이외의 대안들

(1) 상고허가제 재도입론

상고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상고허가제의 도입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대법원장도 인정하고 있

는 바이다. 즉 상고허가제를 통해 상고심법원으로 오는 사건 수를 제한함으로써, 남상고를 방지하고 상고심의

본래 역할인 판례 통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고허가제는 직접적으로는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을 통해 민사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외국의 주요한 입법례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81. 1. 24.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의결되어 1981. 3. 1.부터

1990년까지 상고허가제를 실시하였다가, 국민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

고 위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위 상고허가제는 입법주체의 위헌성 때문에 전체 법령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었을 뿐 그 상고허가제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선언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상고제도 개선의 최종 대안을 상고허가제로 보고 있다3).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법원조차도 상고허가

제 자체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법원조차도 상고허가제를 내심으로 원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상고법원 제도안 자체에서 원

하는 목적이 상고허가제와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로 충분히 상고허가제와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대법관 증원론

헌법에 대법원의 정원에 대하여 정한 바 없으므로, 위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대안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

식적인 제안이며, 구체적인 인원 수는 일단 12명 증원 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구증가추세의 감소현상, 하

급심 재판 강화에 좀더 투자한다면 12인의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부담을 1/2로 낮출 수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부산지방변호사회•93

3) 2015. 9. 20.자 한국경제신문의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설치는 사법부 조직 확대 아니다"라는 기사에 의하면, “외국에 나가면 가장 곤혹스러운 점
이 국내 상고심 사건이 한 해 3만건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상고심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상고가 가능한지 허가하는 상고허가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다가
중단됐고, 이후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법관 1인당 연간 3600여건씩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라고 하고 있다(강조는 필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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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수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보완4) 등의 이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에 부정적인데, 그 주된 이유는 향후 상고심 사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

과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대논리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추

세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300여명, 이탈리아 250여명, 스페인 70여명,

스위스 및 네델란드 각 30여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은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3)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론5)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론은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에 비하여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상고심 법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의 통일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민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

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록 단독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었지만 과거 두 차례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어 상고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재도입이 어렵다는 신중론이 존재한다. 

3. 헌법에비추어본상고법원안의위헌성

가. 헌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본 위헌성

(1) 헌법은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제1조 제1항)를 반영하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제104조

제1항, 제2항).

이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국민의 대

표기관이 관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2) 상고법원 설치안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최종심인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

습니다.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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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8. 27. 법무부 역대 대법관 전수조사 "소수자·인권보호 기대 어려워" - CBS노컷뉴스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강하게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상고법원 보다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역대 대법관을 전수조사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일색으로는 소수자와 인권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작성한 '역대 대법관 구성 분석' 보고서에서 역대 대법관들의 출신학교와 경력, 성별
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올해까지 재임한 총 142명의 대법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02명(71.8%), 법원 경력
이 있는 법관 출신은 124명(8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후보자 3명 추천으로 인해 야당 법사위
원들 및 대한변협도 전제조건을 어겼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5)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6. 23.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1805257호)도 고등법원 상고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
었으나, 9차에 걸친 법안소위원회 심사 후 2012. 5.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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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안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상고법원 판사에게 최종심인 상고심

을 맡기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상정한 최종심을 담당할 재판관에 대한 규정의 취지인 국민주권주의에 위

배된다.

(3)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원리상 상고심 개선방안은 대법원의 권위 유지나 업무 부담 감

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

고 있다. 상고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남상고로 볼 수 없으며, 사건당사자인 국민이 하급심의 재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고 국회의 동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대법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

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나. 헌법 제10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본 위헌성

(1)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은 최고법원이어야 하며, 최고법원은 당연히 최종심을 담당하여야 하고, 한편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측에서는 상고법원이 최고법원이 아닌 각급법원이라고 하면서, 헌법상 상고심을 당연히 대법원만이

하도록 하여야 할 헌법적인 근거는 없어 상고법원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고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최고법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자기모순의 논리에 불

과하다. 더욱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하여는 상고심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명확한 헌법규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안에 의하면 대법원의 필수적 심리사건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은 대법원과 “심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바 있다(아래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따라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관여할 수 없는 재판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은 ‘각급 법원’에 포

함될 수 없으므로 상고법원 설치는 곧 헌법에 위배된다. 

(4) 관련하여, 대법원측은 위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오인하고 있다. 

먼저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제102조 제3항

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

을 달리 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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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

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6)” 

그런데 위 결정은 대법원의 관할 사건을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

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즉 ‘대법원은 그 아래 심급을 달리하

여’ 각급 법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지, 대법원과 ‘심급을 달리하는 각급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는 없다. 

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 위반

(1)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상고법원 법률안은,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그에 준하여 “대법원이 심판하

는 것이 상당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 사건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에 의하면,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원이 일단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접수한 후 대법원이 직접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대법관’한테 재판받고, 어떤 사람은 ‘상고법원 판사’한테 재판받게 된다. 

(3) 따라서 필연적으로 위 평등조항과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주

장에 따른 위헌성 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은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전관예우의 문제 역시 피

할 수 없다. 

대법원이 사건심사 과정에서 상고법원에 사건을 넘긴다는 판단 자체에서 사안에 대하여 대부분 판단해버

리는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상고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일단 사건심사를 한 사건에 대하여 기존의 대

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사건심사를 맡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

라 최종 결론이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에게 법원이 그토록 회피하고자 하는 비법률적인 수단과 방

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셈이 된다. 

(4)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특별상고가 있어 최종심의 역할을 다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상고에 대한 규정형식으로 보아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확정판결 이후의

재심에 관련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특별상고된 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재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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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법재판소 1997. 10. 30. 결정 97헌바37 등,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2헌마18, 공보 제70호, 59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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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지, 당해 사건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상급 법원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대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되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라. 법무부의 견해

법무부는 상고심제도 개편은 사법제도 근간을 변경하는 중요한 것으로,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하고,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케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 취지에 위배될 수 있는

점, 사실상 4심제가 됨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사람과 상고법원의 판

결을 받는 사람들 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상고심법원을 복수로 하거나 관할을 법으로 정

하지 않은 채 관할결정을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 선진 입법례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이다. 

4. 기타위헌논의- 필요적변호사제도에대하여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으로 그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야 하

므로 헌법 제10조7)에 근거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대법원이 심판

하기로 한 사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제한요건 없이

국가가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상고의 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국선변호 선임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8)”

5. 최근의기타논의상황

가. 순회재판 도입건의

(1) 2015. 6. 22. 법률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상고심 접근성 확대 위한 순회재판 도입 검토해야=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으로 사법기능의 서울집

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낸 '대법원 상고

심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상고법원을 하나만 설치해 특정지역에 둔다면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부산지방변호사회•97

7)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8) 위 검토보고서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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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지역 간의 사법복지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고심에 '순회재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순회재판은 법관이 한 법원에서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지를 순회하면서 재판을 여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건 상고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고심

을 열 수 있다면 사건과 관계있는 제3자의 의견도 재판부가 직접 들어볼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도 순회재판을 운용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계기로 순회재판이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수도권 이외의 지

역 주민들에게 상고심 재판의 기회가 전보다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순회재

판을 시행하려면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법원조직법에는 순회재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

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제56조가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긴 하지만 순회재판을 명문화한 것은 아니다.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상고법

원을 도입하더라도 소송서류는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연구

해야 한다"고 조언....”

(2)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서울의 단일 ‘상고법원’이 아니라 대법관의 대폭 증원으로 가야한다.

차선책으로 굳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고등법원 단위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아래의 말에 집중하여 지방변호사회에서 상고법원의 도입에 조건부로라만 찬성한다는 취지

로 오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3) 미국의 Circuit Court는 연방항소법원의 별칭으로, 식민지 시절에 판사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순회하며 재

판하던 관행에 따라 그 순회지역에 설치된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할의 의미 또는 개

정기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만일 상고법원 부산순회심판소를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산 상고법원

인 것이지, 서울상고법원의 부산지부도 아니며, 순회재판소도 아닌 것이다. 

나. 상고법원을 대법원에 두는 방안

(1) 2015. 6. 30.자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상고법원의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소적 문제일 뿐 상고

법원이 위헌적인 제도임에는 변함없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 하여 각급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

다”고 판시하고 있다(1997. 10. 30. 97헌바37, 1995. 1. 20. 90헌바1 등).

이와 같이 법원은 헌법상 대법원과 그 아래에서 심급을 달리하는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므로, 상고법원은 ‘각

급법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상고법원이 ‘각급법원’이 아니라면 헌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

이 구상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위헌적 제도이다. 헌법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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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 상고법원은 그 공간을 대법원 건물 안에 두더라도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상고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살인 등 중대 범죄사건,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건은 대법원이 처

리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을 상고법원이 처리한다면 상고심에 대법원과 상고법원이라는 2개의 법원을 두

게 되는 모습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형태이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의하면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법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또 상고법원이 최종심임에도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으

며,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대법원장만이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지

게 되어 상고법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위헌적인 상고법원 설치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륙

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간단명료하게 대법관을 증원해서 해결해야 한다” 

(2) 개정안 자체도 “이 법률안에 따른 상고법원은 기존 법원 건물에 설치되고, 상고법원 판사와 재판연구관은

정원 범위 내에서 보임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예측에 의하더라도 30여명 이상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대형 법원이다. 기타

사건의 이송, 처리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투입은 필연적인바, 비용 부담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 입법절차상의 문제

법무부의 지적대로, 정부와 협의 없이 대법원이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절

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통상적인 입법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서 헌법의 근본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점에

서 위헌적인 요소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6. 결론

대법원이 기획하여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제출된 상고법원 안에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에 걸맞지 않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헌성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법체계의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밖에 없는 상고법원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최소한 법률가들이라도 합헌적인 정합성에 대하여 의심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일 것이다.  재야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에서도 제기되는 다양한 위헌

론을 단순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거나 대안이 없는 비판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도 매

우 부당하다. 법치국가의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은 마땅히 모든 위헌론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해

명과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명과 대안 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논리를 재검토하여야 함

이 마땅하고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헌성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본질적으로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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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 보 경

1. 머리말

행정소송법이 2014. 5. 20.자로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9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 뿐만 아니라 ‘중

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및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과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9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체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발생하는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중복관할이 인정되는데, 이것이 과

연 소송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하며, 그밖에 특별지방행정

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중복관할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도 발생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함) 제55조에 따라 2심제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취급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현 상황에서 계속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전

속관할을 인정하는 것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는, 신설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그리고 2심제를 인정하는 독점규제법 제55조를 중심으로 현행

관할 제도의 문제점, 입법례(일본의 경우)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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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관할제도의문제점

가. 개정된 행정소송법1) 에서 신설된 제9조 제2항 관련—중복관할 문제

(1) 법 개정 내용 및 개정취지

(가) 당초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2014. 5. 20.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제1항 단서가 삭제

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이 신설되었다.

당초 개정안은 제9조 제1항 단서를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

지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법안심사를 거치면서 제1항 단서

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101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개정 전 법률 당초 개정안 수정안(개정된 법률)

9條(裁判管轄) ①取消訴訟의 第1審
管轄法院은 被告의 所在地를 관할하
는 行政法院으로 한다. 다만, 中央行
政機關 또는 그 長이 被告인 경우의
管轄法院은 大法院所在地의 行政法
院으로 한다.

9조(재판관할) ①--------------
-------------------------
------------.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소재
지--------------------.

제9조(재판관할) ①------------
-------------------------
--------------. 
<단서 삭제>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
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2014. 5. 20. 법률 제12596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개정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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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항 단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당초 개정안이 아니라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

정안이 통과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소송법에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실무상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피고

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부ㆍ처ㆍ청이 세종시로 이전되었더라도 동일하게 서울행정법원에만 관할이 인정되

었고, 이에 따라 소송수행자 및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합의제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중앙

노동위원회의 경우 당초에는 서울에 소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었으나, 세종시 이전 후에는 대전지방

법원에 관할이 발생하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소제기가 불가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과 같은 중

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서울에 소재하였으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었으나, 위

각 기관이 울산, 전주로 각 이전된 다음에는 위 각 기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

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소제기가 불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서울에서 소를 제

기하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종래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해 오던

합의제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관할이 대거 변경되면 서울행정법원의 전문성이 사장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만 관할이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대전지방변

호사회 등을 주축으로 문제제기 및 행정소송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2)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을) 등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박범계 위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2013. 8. 21.자로 제출되었고, 2013. 12. 13.자 제321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가 이루어졌다.3) 이후 2014.

4. 17.자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4) 2014. 4.

28.자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심사보고, 수정의결을 거쳐,5) 2014. 4. 29.자 제324

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6)

2014. 4. 28.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9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수정안의 취지는 “전국단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이 피고인 경우에도 대법원 소재지 또는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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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형석, “대전지방변호사회 ‘중앙부처 행정 소송 관할권 조정 나서야’”, 충청투데이, 2013. 5. 8.
3) 국회사무처, 제3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3. 12. 13.
4)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4. 4.
5) 국회사무처, 제3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4. 4. 28.
6) 국회사무처, 제324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2014. 4. 29.
7) 국회사무처, 제3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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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9조 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항 신설)”이었다.

위와 같은 수정안은 2014. 4. 17.자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인데, 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7)

부산지방변호사회•103

31.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전문위원 정재룡 

…법안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

우의 관할 법원으로 현행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소재지의 행정법원도 추가하여 선택적

관할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

종시로 이동하였음에도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소송 수행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개정

안의 입법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나 중앙행정기관 소재

지의 행정법원 중 하나의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의가 증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에 소재

하는 전국 단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

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의 경우에도 국

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행정법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쪽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각각 대전 울산

제주 춘천, 이렇게 각 지방에 소재하는 기관들의 경우

에도 서울행정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고요. 

4쪽에 구체적인 조문을,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부차관 김현웅 

개정안 원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빠져나가는 기관 없어요, 단 하나라도?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 김종복 

예.…

•소위원장 권성동 

지금은 서울에서 하는데 지금 중앙행정기관이 혁신도

시로 다 가다 보니까 서울만 하고 지방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당사자한테 선택권을 줘 가지고—불편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컨대 대구

혁신도시 같으면 대구법원이나 서울법원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김진태 위원 

아니, 이게 단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성동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괜찮

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는 법의 9조1항 본문만 남겨 놓고 단

서를 없애버리면 깔끔한 거 아닌가요? 

•소위원장 권성동 

서울은 안 되고 지방만 하자?

•이춘석 위원 

그러면 서울이 안 생기잖아, 서울행정법원의 권한이 안

생기잖아요. 

•김도읍 위원 

아, 원칙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꼭 서울에서 할

필요가 있나?

•소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피해자가, 소위 말하는 원고가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2014. 4. 17.자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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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소재지인 서

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

제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개정법 제･개정이유 참조).

(2)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 

(가) 법 개정 전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사건만을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

법원 전속관할로 하였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중앙노동위원회

등), 국가사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의 경우에도 당해 행정청 소재지의 행정법원뿐만 아니라, 서

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에 따라 오히려 종전에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던 소송까지 서울행정법원으로 집중 제기될 가능성

이 높아졌으며, 행정기관의 소송비용 상승의 문제, 사건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저해 등 문제가

예상된다.8)

(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기관, 그리고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8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8개의 소속기관, 합계 36개의 정부기관, 그리고

15개의 정부출연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전체 17부 5처 16청 가운데 이미 10부 2처 2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며, 합의제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

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 소속기관으로서의 합의제행정기관(중앙노동위원회 등)도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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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36개 기관)]

단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총계 18개 18개

1단계 (15개) 

1구역 (3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2구역 (12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공정거래위원회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8) 표정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개정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재판관할 문제,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56권제1호ㆍ통권83호, 2015. 2., pp.
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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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105

[표2-세종시 이전 정부출연기관(15개 기관)]

[그림 1-정부조직 기구도]

2단계 (16개)

1구역 (7개)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2구역 (9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3단계 (5개)

1구역 (3개)

법제처 -

국민권익위원회 -

- 우정사업본부

2구역 (2개)
국세청

- 한국정책방송원

이전시기 연구기관

2013년 (2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12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6년 (1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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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2015. 8. 31. 기준으로 전체 154개 기관 가운데 118개의 기관이 세종

시를 비롯한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이 2014. 3.경 울

산혁신도시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이 2015. 6.경 전북혁신도시로 각 이전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행정소송법 개정 전･후의 관할 변화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

점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소송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의미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실무상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조직

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 전 행정소

송법에 의하면 세종시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조직법상 부ㆍ처ㆍ청의 경우 일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재

판관할이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에 의하면, 세종시로 이전된 부ㆍ처ㆍ청의 경우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발

생하는바, 중앙행정기관의 소송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한 점에서 이점이 있고, 국

민의 입장에서는 편의에 따라 택일하여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나아가 중복관할이 인정됨

으로써 지역 법조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개정 전 행정소송법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에만 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되새겨보면, 과연 위와 같은 법 개정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

다. 즉 과거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를 취하고 있다가,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1심 소제기가 가능

하도록 하고,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만 소제기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정부기

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서 집중적･전문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1994. 7. 27.자 법 개정 당시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 소재한 상황이었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맹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재

지가 이전된 현재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관할과 더불어 소재지 법원에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법 개정의 취지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서울행정법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소송수행

자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정소송과의 형

평성 문제가 남는다. 물론 개정법 제9조 제2항에서는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

106•제33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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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라고 하여, 개정 전에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만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던 것과 달리 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으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

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 전부에 포괄적으로 중복관할을 인정할 이유가 없고, 이는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해

칠 수 있다. 또한 개정법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복관할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조직법에 의

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면, 법 개정 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나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의 합의제행정기관(중앙노동위원회 등)9)의 경우 제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세종시로 이전한 부속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소재지인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소제기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정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울행정법원과 대전

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을 두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에 특별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으나, 정부조직법상 의미(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에는 특별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10) 그러나 한편으로 개정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에도 포괄적으로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국가사무 중 지역적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중앙행

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중복관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논리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중앙행정기관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토지관할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

킨다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 이렇듯 개정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해석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

우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

정은, 종래 서울에 소재하던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

에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만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도 국가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부산지방변호사회•107

9)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합
의제행정기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독점규제법 제35조 제2항)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도 있다. 

10) 정부조직법 제4조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
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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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앙행정기관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취지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전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하는 소송을 ‘중앙행

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로 특정하였던 취지는, 전국적 관할을 가지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부・
처・청과 같은 좁은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행정법원에만

관할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

는 부・처・청과 같은 좁은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해석상 위 제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은 아니었으나, 다만 위 각 기관의 소재지가 대부분 서울이었던 까닭에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었던 것

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은 있다고 하나, 단순히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

나 합의제행정기관의 소재지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관할이 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위 각 기관을 피

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까지 부・처・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복관할을 두어야 할 필요

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만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에 관할을 인정하였는데, 개정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의 경우에

도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생각건대 이러한 규정을 추가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

관의 경우에도 당초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에

배당되던 사건이 모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 지방법원에 배당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업무 공백이 발

생한다는 점 및 서울행정법원의 전문성이 사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11) 문제는 ‘국

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에는 위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개념상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12) 공공조합,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부산시가 국가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법 개정 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었던 것과 달리, 개정법에 의하면 부

산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중복 관할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법 개정 전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상황변화(소재지 이전 등)가 없는데도, 단순히 원고 측 편의

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는 지방법원으로 이송이 되지 않는 이상 서

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소송비용 부담

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토지관할 제도를 둔 취지

에도 맞지 않는다. 그 밖에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중복

관할을 인정하여야 할 타당한 근거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종전에는 관할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까지도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관할하게 됨에 따라, 업무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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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혜진, '행정소송 당사자 편의 위해 중복관할 인정해야', 법률신문, 2014. 3. 25. 
12)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단체위임이라 하고, 그 집행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기관위임이라 한다(최철호, 국가사무 위임?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법제논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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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히 확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국세청·지방관세청, 지방경찰청·지방검찰청, 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교도소 등)이

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

한 행정기관으로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다. 

개정 전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만 하였을

뿐,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관한 명백한 정함은 없었고, 개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 중

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명

시적인 규정이 없다.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의미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의 의

미 또한 정부조직법 따라 설치된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중

복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수정안 제안 이유가 “전국단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

기관, 공공단체 등이 피고인 경우에도 대법원 소재지 또는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제9조 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항 신설)”이었던 사실을 보더라도,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일견 국가사무 가운데 지역적 업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굳이 중복관할을 인정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개정법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의 경우에도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중복관할을 인정하는데, 특정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사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만 중복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까지 중복관할이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위 ‘국가사무를 위임･위탁한 공공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

울행정법원에 관할의 집중을 발생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즉, 예를 들어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경찰청 등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당초에는 소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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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특별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단순히 원고 측 편의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지방의 기관 소송수행자는

(이송이 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이는 기관의 소송비용을 증

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그 성격

상 국가사무 가운데 지역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서울행정법원에까지

중복 관할을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독점규제법 제55조 관련—2심제 및 전속관할 문제

(1) 심급관할(2심제)

독점규제법 제55조13)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에 불복하는 소 제기 시 서울고등법

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는 사실상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그

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법조인은 2015. 9.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상임위원 2명14)에 불과하

여 법적 전문성 측면에서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사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15) 공정거래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하여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굳이 2심제로 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

기 어렵고, 가사 전문성이나 신속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

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2) 토지관할(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세종시로 이전하였는데, 현행 독점규제법 제55조에 따르면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 전

속관할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사 2심제를 유지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가 달라진 이상

서울고등법원에 관할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독점규제법 제55조의 문언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서울고등법원”이라고 규정하여 소재지의 이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자체가 맹점이 아닐 수 없다.

2014. 5. 20.자 개정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종시로 이전한 합의제행정기관을 피고로 한 소송의 경우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1심의 중복관할이 인정되는바,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의 경우에도 3심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2심의 관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내지 대전고등법원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되었음에도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되었음에도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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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법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
속관할로 한다.

14) 비상임위원 이한주, 비상임위원 왕상한
15) 서태환, 행정소송절차(2)에 대한 지정토론문,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법원행정처, 2007, pp. 473~478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1  페이지 110



3. 입법례(일본의경우)

가. 행정사건소송법상 관할 규정

일본의 경우 행정사건소송법이 2004. 6. 9. 법률 제8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취소소송의 관할을 처분 또

는 재결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 재판소 등에 두던 것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의 재판소, 그리고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16)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할 규정에 대폭 변화가 있었다.17)

부산지방변호사회•11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은 그 행정청의 소재
지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② 토지 수용, 광업권 설정 그 밖의 부동산 또는 특정 장
소에 관한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
산 또는 장소 소재지 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취소 소송은 해당 처분 또는 판결에 관한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하급 행정 기관의 소재지 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① 취소 소송은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관할의 재판
소 또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의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② 토지 수용, 광업권 설정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 장
소에 관한 처분 또는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
산 또는 장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취소 소송은 해당 처분 또는 판결에 관한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하급 행정 기관의 소재지 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나 독립행정법인 통칙법(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또는 별표에 게
재한 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은 원고의 보통 재
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다음 항에서 "특정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관할 법원에 동항의 취소 소
송이 제기된 경우 다른 법원에 사실상 및 법률상 동일
한 원인에 의거된 처분 또는 결정에 관련된 항고 소송
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관할 법원은 당
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신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
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해당 다른 법원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하는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16) 일본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 7. 16. 법률 제103호, 2001. 1. 6. 시행)에서는 독립행정법인을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의 안정 등의 공공상의 견지에서
확실히 실시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으로서,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가운데, 민간 주체에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하나의 주체에게 독점하여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
법률 및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영호,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제도, 법제논단, 법제처, 2000).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은 중앙정부조직의 개혁의 일환으로 1999년에 도입이 결정되었고, 그 후 2001년 4월부터 국립박물관, 통신종합연구소, 경제산업연구소
등 57개의 조직, 2003년에는 조폐국과 인쇄국을 포함한 30개 법인, 2004년에는 국립병원, 요양소 등이 순차적으로 독립행정법인으로 된 바 있다(김
동욱,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의 회계기준의 쟁점과 시사점, 『법과 정책』 제10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년 8월).

17) 김경동,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향, 『외국입법동향』, 법제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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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적용례

예를 들어,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전에는 가고시마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A씨가 경정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법 개정에 따라, 1) 처

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종전 규정), 2)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 3)

원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특정관할법원)18) 가운데

선택하여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위 2)의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의 경우, 국가(기관)를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에 유의미하다고 할 것인데,19)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가 위치하는 도쿄이며, 따라서 국

가를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제기가 가능하다. 가고시마 세무서는 일본 국세청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이므로, 위 사안의 A씨는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위 3)의 ‘원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라는 것은,

위 사안의 A씨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가고시마시)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인 후쿠

오카 고등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즉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를 의미한다. 

결국 위 사안에서 A씨는 처분청의 소재지인 가고시마 지방재판소뿐만 아니라 도쿄 지방재판소, 후쿠오카 지

방재판소에 선택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나아가, 위 사례에서 A씨가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특정관할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다른 법원에 사실상 및 법률상 동일한 원인에 의거된 처분 또는 결정에 관련된 항고 소

송이 계속되어 있다면,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신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

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해당 다른 법원 또는 행정사건소송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하는 재판

소로 이송할 수 있다(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5항). 

다. 법 개정의 취지

위와 같이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된 관할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을 피고로 하는 처분의 취소 소송은 모

두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행정소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

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개정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원고

112•제33호 부산법조

18) 가고시마 세무서는 일본 국세청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이며, 따라서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특정관할법원에 소제기가 가능
하다.

19)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독립행정법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위 1)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 재판
소’와 위 2)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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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산하 지방재판소(특정관할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

은 법 개정은 국민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위 개정법에서는 특정관할법원에 소

가 제기된 경우에도 관련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관할의 분산과 사

건처리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4. 개선방안

가.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관련

(1) 입법론적 검토

법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만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재지에도 중복관할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법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일견 적정한 법개정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견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의 하나로서 그 수

행 사무의 중요성,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관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부터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

정기관과 달리 제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고 단순히 당해 기관의 소재지가 서울인

까닭에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어 왔던 것인데, 위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고 해서 서울행정법

원에 중복 관할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의 경우 포괄적으로 중복관할이 인정되므로, 법

개정 전에 원래 소재지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에까지 모두 서

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발생하나, 이러한 개정법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넓게 중복관할을

인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나 합의제행정기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개정 전 법

률에 의하면 이전한 소재지 지방법원에 자연스럽게 관할이 생기는데, 법 개정에 따라 거꾸로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된 것인바, 위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부산지방변호사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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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중앙행정

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방

향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는 중

복관할을 인정하더라도, 즉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국가사무를 위임･위탁

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포괄적인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는 필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석론적 검토

나아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개정법에 의한 중복관할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법 해석에 있어서 중복관할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즉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 주된 취지는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

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데 있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소재지 이전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

지도 않을뿐더러 국가사무 가운데 지역적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까지 굳이

서울행정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의미

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즉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법 개정 전 후를 불문하고 중복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해당 특별지방행정기

관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위헌성 검토

관할을 배분하는 문제, 즉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시킬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

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정해진 관할에 따라 당사자의 재판수행의

용이성이나 재판의 효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재판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을 배분·확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자 2006헌바39

결정).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된 주된 목적은 지역균형발전20)뿐만 아니라 국민

의 편의 증진21)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논리대로 관할을 확장하면서도 원고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는 왜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특히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

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피고 소재지 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만 중복관할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일본의 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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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개정전법률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21)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개정전법률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발생하나, 법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에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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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예를 들어 원고가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 부

산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관할 인정)에도 선택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병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4. 5. 20.자 법 개정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갑이 세종시 소재의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

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됨에 따라, 위 갑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이기도 한 서울행정법

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을이 원고인 경우라면, 을은 자신의 소재지 관

할인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위 사례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병이 원고인 경우라면, 병은 자

신의 소재지인 부산에서는 소제기가 불가하고 서울이나 대전까지 가서 소송을 수행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서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

권이나 대전에 주소를 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외 지방 거주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

익이 없다. 결국 현행법 제9조 관할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원고인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라는 우

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판수행의 용이성이나 재판의 효율 측면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관할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그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독점규제법 제55조 관련

(1) 입법론적인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현행 독점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

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3심제 개정을 위한 독점규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대

표발의자 : 임내현 의원).2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되었음에도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으며, 가사 2심제를 유지하더라도 관할을 대전고등법원에 두는 것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대표발의자 : 박병석 의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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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내현 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3.
23) 최시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11426 박병석의원 대표발의),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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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성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현행 독점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

으로서 부당하다. 3심제로 운영한다고 하여 전문성이나 신속성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사 그러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24)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할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그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신설된 행정소송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중복관할이 인정되어 사실상 서울행정법원에 대

한 관할 집중이 예상되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 특히나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지

방자체단체 포함)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포괄적으로 중복관할을 인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는 등 전면적인 재개정이 요구된다. 

더구나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된 주된 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 증진으로 압축되는데, 그

러한 측면에서 관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도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은 사실상 수도권이나 대전에 거주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

일 뿐,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그 위헌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경우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예외적으로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3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제55조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위헌성을 다툴 필요성이 있다. 가사 2심제를

유지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된 이상 서울고등법원에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것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고, 대전고등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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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13년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공정취인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1심을 고등재판소 전속관할에서 동경지방재판소 전속
관할로 변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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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책임연구위원
변호사  박 은 식

Ⅰ. 서론

우리 법조계는 바야흐로 대변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해 1,500명의 변

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그 결과 2020년이 되면 변호사수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년째 사법연

수원을 졸업한 변호사들과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취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업변호사들 역시 급증하는 변호사수로 인하여 극심한 수임난에 허덕이는 등 변호사 시장 자체가 붕괴

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상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

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향후 변호사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나아갈 제도 개선의 방향을 살피고

자 한다. 

본 글에서 ‘사법시험 존치여부’, ‘로스쿨 교육제도의 개선점’, ‘법조일원화’ 등 모든 쟁점을 다룰 수 없었음을 밝

히며, 아울러 국내 변호사시장 상황 등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 12. 15. 개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Ⅱ. 일본의상황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앞선 2004년에 로스쿨 제도를 시작하여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년째 일본은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법시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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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대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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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률이 22.58%에 불과했고, 2004년 당시에는 로스쿨 응시자가 4만명을 넘었으나, 지난 10년간 로스쿨의 3분

의 1이 폐교되거나 모집을 중단하였다. 올해 로스쿨 응시자는 9,351명으로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사법시험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예비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1만 334명으

로 2년 연속 로스쿨 응시자를 웃돌고 있다. 

일본의 로스쿨 인기의 하락 원인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변호사 자격 취득의 어려움도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원인 중 하나가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이다. 일본은 2006년 이후 신규 변호사 공급이 전체 인원의 10% 정도다.

매년 2000명 수준이다. 이 결과 2003년 2만 명이던 변호사는 2010년 3만 명을 넘어섰다. 법률 서비스의 양적

확대라는 목적은 성취하였을지 몰라도, 변호사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 변호사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2011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합격자 중 20%가 변호사 등록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의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 따르면 신입 변호사의 로펌 연봉은 대략 300만 엔대에 불과하고, 30대 중반의

월급쟁이 변호사의 연봉도 2007년 852만 엔에서 2009년 679만 엔으로 감소했다. 

Ⅲ. 우리나라변호사시장의현상황

위와 같은 일본 법조계의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3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등

록 변호사 수는 1만8947명으로, 2012년부터는 매해 2,000명 가량이 신규 변호사로 등록하고 있다. 변호사 1만

명이 배출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으나 다시 1만명이 증가하는 데는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로스쿨 제도 도

입 당시 국제화 및 개방화 열풍 등으로 법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으로 변호사 배

출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

운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위 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인구변동과 사건 추세를 비교한 통계자료이다. 위 표에서 보

면 알 수 있듯이 최근 10년 동안 본안사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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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표는 법원행정처 발행 2013년 사법연감 제518쪽 및 2014년 사법연감 제536쪽에서 인용하였다.
2. 인구수와 사건수의 단위는 천단위이며, 천 미만은 버렸다.

변환봉, 2015, ‘변호사 업무의 현황’,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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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범위 안에서 증감을 보일 뿐이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건수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일례로, 2003년의 인구수와 사건수를 기준으로 2013년의 경우 인구수는 5.7% 증가하였으나, 사건 수는 오

히려 3.0%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표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제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건수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위 표에 의하면,

합의부 관할 사건의 경우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선임건수 역시 함께 증가하여 변호사 선임비율

은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도별 사건 추이 및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비율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 송무 사건은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며, 변호사들은 기존에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

지 못하였던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으로 점차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 등의 영향으

로 다양한 지식이 공개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과는 달리, 기존에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단독 사

건과 소액사건에 있어서 절대적인 선임건수와 선임비율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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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표는 법원행정처 발행 2014년 사법연감 제549쪽, 2013년 사법연감 제531쪽 및 2007년 사건개황 제21쪽에 기재된 표를 인용
하였다.

2. 처리사건수와 선임건수의 단위는 천단위이며, 천 미만은 버렸다.
3. 선임건수 및 선임비율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1인이라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쌍방이 모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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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건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변호사 선임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변호

사의 업무현실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위

와 같은 기간 중에 변호사의 수가 사건 수의 증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점이다. 

아래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일본과 한국의 등록변호사 수 변동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 1인당 인구수 비율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른

상황이다.  

그 결과 2012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 사법시험 합

격자 수는 1810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2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반면 국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2

년 1451명, 2013년 1538명, 2014년 1550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는 2.5배, GDP는 4배 수준에 이르며, 법률시장 규모 역시 일본이 9조 1,400

억 원 대로 국내 법률시장 규모 약 3조 원에 비해 세배 이상 크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변호사를 연간 4~5배 더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1)

다음으로 아래 표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수의 변화와 회원들이 소송위임장을 제

출하고 대리한 사건 수(연 평균 경유 건수)를 나타낸 자료이다.2)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나라 변호사의 약

75%가 소속되어 있는 바, 아래 표는 변호사의 수임건수 추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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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2015. 4. 6.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이대로 좋은가’ 기사 중

1) 대한변협신문, 2015. 4. 6.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이대로 좋은가’ 기사 중
2)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드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

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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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연 평균 변호사회 경유건수가 55

건에서 58건 사이를 유지하다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연평균 경유 건수가 50건대에서 40건대로 급

격히 하락하고, 이후에도 회원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평균 경유 건수가 하락하더니, 2011년부터 2013

년까지 연평균 경유건수가 30건대에서 20건대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단독사건과 소액 사건의 수임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변호사들의 연 평균 수임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과 단독 사건과 소액 사건의 일정 부분이 이른바 ‘기관소송’임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변호

사들의 매출 구조가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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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원 현황 및 연도별 경유건수

회원현황 본안 신청 등기

1990 1,253 69,878 (55.7) 14,535 (11.6) 22,771 (18.1)

1991 1,423 74,317 (52.2) 18,350 (12.9) 23,493 (16.5)

1992 1,547 80,428 (51.9) 21,617 (13.9) 14,696 (9.4)

1993 1,703 90,410 (53.0) 21,268 (12.4) 18,681 (10.9)

1994 1,803 95,860 (53.2) 19,686 (10.9) 6,024 (3.3)

1995 1,896 102,059 (53.8) 19,881 (10.4) 14,074 (7.4)

1996 1,943 113,768 (58.5) 20,504 (10.5) 12,480 (6.4)

1997 2,044 117,049 (57.2) 26,566 (12.9) 16,053 (7.8)

1998 2,139 114,499 (53.5) 24,757 (11.5) 17,726 (8.2)

1999 2,380 111,643 (46.9) 21,149 (8.8) 18,641 (7.8)

2000 2,663 110,688 (41.5) 24,036 (9.0) 33,428 (12.5)

2001 2,979 124,423 (41.7) 27,967 (9.3) 22,786 (7.6)

2002 3,318 126,860 (38.2) 31,473 (9.5) 22,172 (6.7)

2003 3,701 143,698 (38.8) 36,175 (9.8) 26,634 (7.2)

2004 4,140 149,036 (36.0) 39,770 (9.6) 19,070 (4.6)

2005 4,717 162,878 (34.5) 51,687 (11.0) 23,646 (5.0)

2006 5,219 164,379 (31.5) 67,851 (13.0) 16,279 (3.1)

2007 5,661 177,486 (31.4) 78,062 (13.8) 24,537 (4.3)

2008 6,273 230,024 (36.7) 78,339 (12.5) 27,248 (4.3)

2009 6,830 223,745 (32.8) 83,143 (12.2) 30,350 (4.4)

2010 7,354 238,787 (32.5) 65,706 (8.9) 31,503 (4.3)

2011 7,933 269,549 (34.0) 71,079 (9.0) 27,199(3.4)

2012 9,128 255,506 (28.0) 82,299 (9.0) 22,037 (2.4)

2013 10,476 251,655 (24.0) 98,274 (9.4) 34,03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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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에서는 사무실운영이 가능한 월 평균 수임건수를 4건으로 보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겠지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무장과 여직원을 한명씩 고용하는 가장 간소한 형태의 사무실운영에도 월 2,000

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3)

하지만, 사건의 수는 미미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1인당

연 평균 수임건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상의 상황은 201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년 현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향후 변호사 시장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는 수년 내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Ⅳ. 우리나라의변호사시장의개선방향

이상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해당 방안들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사항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조정이다. 실제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과잉 공급된 변호사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한국이 일본

보다 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810명으로 2007년 이

후 처음으로 2,000명대 이하로 떨어진 반면 국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2년 1,451명, 2013년 1,538명, 2014

년 1,550명, 2015년 1,565명으로 오히려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체로 인하여 로스쿨 낭인이 배출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

히려 합격자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사법시험이 선발시험인 반면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양질의 변호사 배출이라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취지를 포기하고 로스쿨 재학생의 취업을 관

철하자는 주객전도의 주장에 불과하다. 변호사도 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

을 배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를 로스쿨 재학생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양보하

자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이 적절한 수준의 경쟁력과 난이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며, 현행의 ‘입학정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는 오히려 합격률을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다. 위에서 제기하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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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신문 2010. 6. 18.자 ‘변호사수임사건 급감’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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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문제는 후술하는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980년대 이전까지 사법시험이 판사와 검사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 ‘선발시험’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로는 천 명 이상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모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가운데 그 중 일부만 판사와 검사 임용에

지원하는 ‘자격시험’으로 그 실질이 바뀌어 운영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달라서 시험의 합격률도 차이가 있으나, 고도의 송무를

기본으로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평균 합격률이 50~60%에 불과한 데, 기본적인 법률의 체계 자체가 다른

우리나라 현실에서 3년의 로스쿨 과정 수료만으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

력이 없다. 

2. 로스쿨 입학정원 조정의 필요성

한편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조정과 함께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 로스쿨 입학정원 조정이다. 

아래 도표는 일본의 로스쿨 지원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출범시

킨 일본의 경우 로스쿨 제도 시행 12년째인 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90%를 넘겼다. 

올해 봄 학생을 모집한 일본 내 54개 로스쿨 가운데 50곳(93%)에서 입학자가 정원을 밑돌았고, 입학생 수는

2,20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며 전체 정원 3,169명의 69%를 채우는데 그쳤다. 정원을 채운 로스쿨은 히토쓰

바시(一橋)대, 오사카(大阪)대, 홋카이도(北海道)대, 도시샤(同志社)대 등 4곳에 불과했다. 첫 해인 2004년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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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걸쳐 4만명을 넘겼던 로스쿨 응시생수는 올해 9천351명으로 처음 1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4)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는 향후 로스쿨의 정원 규모,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고, 실제 이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가. 심각해지는 취업난

전국 25개 로스쿨 홈페이지 공시된 ‘2014년 취업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381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

타났다.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 중 69%만 취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31%는 졸업시험·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하

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6)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법조계의 개혁과 질 좋은 법률 서비스의 제공이었으나,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 법률 서비스 수준 저하, 법률 시장 왜곡 등과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 

나. 날로 심각해지는 개업변호사의 처우

체계를 갖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습득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든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이후의

상황은 다른 문제다. 로스쿨 학비로 3년간 1억원 넘게 투자해 막상 졸업 후 로펌 취업에 성공해도 한 달 수입

이 200만원도 채 안되는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다.7) ‘막변’은 과거 ‘막 일을 시작한 변호사’, ‘막내 변호사’ 등을

뜻했지만 요즘은 사건 수임을 못 하고 월급도 변변치 않아 ‘막일 변호사’, ‘막장 변호사’를 뜻하기도 한다. 막상

변호사로 취업을 했더라도 적자를 보는 현재 변호사업계의 불황 때문에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그만두는 경

우도 많다.8) 

다. 사무장 법인의 난립 및 법조브로커 문제

그래서 나온 것이 ‘사무장펌’이다. 사무장이 영업 및 계약, 간단한 고소장 작성을 직접 맡으며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다. 전관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장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수임해오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무장이 수임료의 일부를 떼어가고,

일부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적은 월급으로 여러 신규 변호사를 수습 형태로 고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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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저널, 2014. 7. 25.자 ‘일본 로스쿨, 74곳 중 20곳 문 닫아’ 기사 중
5) 이데일리, 2015. 3. 11.자 ‘'위장취업'이라도…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3명은 백수’ 기사 중
6) KBS 뉴스, 2015. 8. 18.자 ‘화려한 로스쿨…왜 ‘미생’까지 될까?’ 기사 중
7) 헤럴드 경제, 2015. 1. 11.자 ‘위기의 로스쿨…月 200만원도 못 버는 변호사 속출’ 기사 중
8) 시사저널, 2014. 2. 13.자 ‘월급 300만원 ‘막변’을 아시나요’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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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탓에 무리한 사건들을 수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데,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책임이 넘어간다. 위험성과 책임을 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고스란히 끌어안는 것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변호

사법 제34조 4항에 위반되는 일임에도 사무장펌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9)

이에 못지 않은 문제가 횡행하는 브로커 문제이다. 최근 브로커의 사건 알선료가 40%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는

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변호사업계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브로커에게 주고 있는 셈이다.10) 사건브로커는

법률시장에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점, 수임료 과

다의 원인이 된다는 점, 일부 변호사가 브로커에 의지하여 사건을 독점하면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은 그만

큼 감소하게 되는 결과 브로커 사용이 전체 변호사업계에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는 점, 청렴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려는 많은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어 결국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점에서 변호사업

계가 청산해야 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11)

라.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의 고충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이 겪는 비애는 더 크다. 지방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성적이 상위권에 들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로펌 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로펌에 알음알음으로 부탁해 취직하는 경우도 있어 채용 인력 자체가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바른·태평양·율촌 등이 지방대 특별 전형을 통해 지방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

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비율은 낮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합

격·불합격만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 로스쿨 성적에 따라 채용이 결정된다. 로스쿨의 학부 성

적만으로 채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더욱 부각된다는 주장도 있다. 

본래 지방대 로스쿨은 해당 학교 출신 변호사를 배출함으로써 지방 주재 변호사를 늘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됐지만, 서울에서 지방대 로스쿨로 진학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한다. 이

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위해 다시 서울로 향한다. 지방대 로스쿨의 존재 이유가 흐려지고 있는 셈이다.12)

3.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의 필요성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법조 유사직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 유사직역

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파악되며, 직역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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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사저널, 2014. 2. 13.자 ‘월급 300만원 ‘막변’을 아시나요’ 기사 중
10) 법률신문, 2010. 6. 18.자 ‘변호사수임사건 급감’ 기사 중
11) 윤남근,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2011년 11월에 개최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의 발표자료이다. 이하 같음]
12) 시사저널, 2014. 2. 13.자 ‘월급 300만원 ‘막변’을 아시나요’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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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10만명에 육박한다. 아래 통계자료는 대한변협이 2010년에 발간한 한국 변호

사 백서에 따른 것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리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법조유사직역은 과거 변호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대

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생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변호사수

가 충분히 공급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대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가

크다보니 현재 이들이 분야별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13) 당연히 전체 소송법 체계와 관련 법리까지

숙지한 것이 아닌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접 직역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

가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표는 법조인접직역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정리한 표이다.14)

부산지방변호사회•127

13) 법무사는 변호사의 과소 공급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공백이 나타나자 이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퇴직 후
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적 특권으로 등장한 측면이 크다(한상희, 적정 법조인 수 논의에 대한 비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보고서(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 제381쪽 참조).

14)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방안 연구. 법무부가 2010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작성된 연구용역자료이다. 

국 가 유사직역 지 위 비 고

일 본
변리사, 세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독일의 유사 법조직역들이 일본에 수입되면
서 부족한 변호사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독
립적인 자격으로 변화

우리나라와 유사

독 일 변리사, 세무사 사법 보조적 자격 -

프랑스
변리사

(대소사, 법률상담사)

대소사, 법률상담사 : 중세로부터 상속, 
매매 가능한 봉건적 지위로 인정되었으나,
1971. 1980. 변호사 제도로 흡수 개혁

유사직역을 순차적으로 변호사
제도로 흡수․일원화 중

미국 없 음 -
단순신청업무만 가능한 세무대

리인 등이 있음

법조인접직역 관련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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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접직역 통합논의와 유사한 사례는 프랑스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변호사외 각종 인접 직역의 충돌로 골

머리를 앓던 프랑스는 1971년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국의 solicitor와

유사한 대소사와 상사법원 변호사를 변호사로 통합하였다고 한다. 또한 1990년에는 우리의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상담사를 통합하면서 이들에게 일정 요건 하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15)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된 법조인들이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로스쿨

출범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리사에게 공동소

송대리권을 허용하려는 법률개정안은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인재를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적 전문

성을 갖춘 변호사로 양성하겠다고 하는 로스쿨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가라는 이

유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의료과오소송에서도 의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16)

위와 같은 법조인접직역이 생겨나게 된 시대적 상황과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 및 현재의 법조시장의 상황, 법

조유사직역을 통합해가는 국제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직역에 대한 인원 감

축 및 폐지가 시급하다. 

4. 국가 주도 법률사업의 조정필요성17)

한편 국가 주도의 법률사업에 대한 정리 역시 반드시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 국가 주도 법률사업으로는 법

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선전담변호인 등을 들 수 있다. 

가.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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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신문, 2008. 12. 9.자 ‘법조인접직역 변호사로 통폐합 하자’
16) 윤남근,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
17) 변환봉, 2015, ‘변호사 업무의 현황’,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를 상당부분 참조하였다.

주 : 위 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영공시자료를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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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사업실적은 민사•가사사

건 1,747건, 형사 법률구조 16,257건, 법률상담 1,482,762건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체 사건 중 대략 8~9%

정도의 사건에서 당사 일방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숫자가 3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지방변

호사회의 변호사 숫자가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웃도는 것인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업무 잠식은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그 역할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

람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에 지원을 하는 등의 이유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등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상당한 유지임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사실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영역 확대가 반드시 공익적 측면에 국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 정부법무공단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소송 자체가 고액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송무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법률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국

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2008년 2월 15일 개소하였다. 출범 당시 변호사 숫자는 23명이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기준 변호사 숫자는 39명이며, 변호사 현황의 증감 및 재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정부법무공단 출범 이후 2013년 8월까지 수임한 소송사건과 자문, 연구용역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부산지방변호사회•129

주 : 위 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영공시자료를 정리 한 것이다. 주 : 1. 위 재무현황에 관한 표는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4년도 경영공시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2. 단위는 천원임

연도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수 변화 및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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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의 개소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에서 상당 부분 처리하

고 있고, 그 결과 그 동안 해당 기관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그 만큼 사건 수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

여야 할 것이다. 

다. 국선전담변호인

한편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한다. 2004. 9.부터

시작되어 시행 10년을 넘었다.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한 사건만을 수행해야 하며 그 외 개인적으로 사

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 외에 각급 법원별로 국선 변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선변호인과 관련하여 국선전

담변호사의 숫자나 국선변호인의 구체적인 규모나 숫자 등을 공식적인 통계로 제시되지 않았다.

라. 국가주도 법률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필요성

위에서 언급한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각기 도입시기가 상이하고 각기 그 나름

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일반 변호사들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역할 축소 및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극심한 변화속에 시장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법률시

장의 안정화와 이를 통한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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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위 표는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요구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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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논문 1

법인세법의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 접대비

[판결의 요지]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2두7608판결

[경과]

원고 (주)태영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체이다.

원고는 제약업계의 관행에 따라 의약품 선택권자인 약국등 거래상대방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부외비용(쟁점1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는 종합병원이 실시하는 의약품구매계약 입찰에 필요한 제약회사 발행공급확인서를 확

보하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 종근당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외비

용(이하 쟁점2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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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김 백 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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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의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 접대비

종근당은 원고 태영약품을 거쳐 한림대학교소속 성심병원이 우회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 소

화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원고 태영약품으로 하여금 20% 할인된 가액에 매입하여 그 중

15% 상당의 금액을 소화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원고 태영약품은 15%지출금액을 부외비용(이

하 쟁점3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피고 과세관청은 부외비용으로 처리한데에 지급증빙이 없고, 또 불법적인 금품제공으로 손

금에 산입해줄 수 없다며 법인세추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부외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출증빙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법자금 제공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 반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리베이트지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대부

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상고한지 약 3년이 된 무렵에 쟁점/비용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

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

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

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

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판결

참조.)

원심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2008. 12. 1.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08. 12. 14.부터 비로소 도

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간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품류’ 제공행위 이외에 ‘금전’제공행위

까지 금지된 점, 제약회사와 도매상 또는 도매상 상호간의 사례금 수수는 지금까지도 법령상

금지되지 아니한 점, 제1비용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이고

제2비용 및 제3비용은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데에 제약회사의 협력을 받기 위하여 지급된 사례

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영약품이 약국 등 소매상에게 지급한 제1비용 중 200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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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급한 1,158,599,451원과 태영약품이 종근당에게 또는 그 요구에 따라 ‘소화’에게 지급한

제2비용 및 제3비용은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비용’에 해당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법

인세부과처분중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제2비용 및 제3비용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

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

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

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판매로 이어져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

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제

공행위는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해치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그 부담은 현실적으로 의약품에 대하여 제한된 선택권밖

에 없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 제47조의 위임에 따

른 구 약사법 시행규칙 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62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62조 제1항 제

5호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

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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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상품·사은품 등 경

품류 제공행위 이외에 일체적 경제적 이익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위 개정에 즈

음하여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상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견본품 등을 넘어서서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금이나 장려금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

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

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석]

Ⅰ. 법인세법의 익금과 손금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를 하는 기간소득세의 일종이다.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정관등으로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조세채권의 조기실현과 국

가의 예산회계제도운용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는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을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으나 회계연도를

정하지 않거나 세무서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회계연도에 맞추어 1. 1.부터 12. 31.

까지 1년간으로 한다.

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익금과 손금이란 도구개념이 필요하다. 익

금은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고, 손금은 비용에 대응된다.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

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

14조 제1항). 결국 법인의 재산이 증가 되었을 때에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구조인 것이다. 여기

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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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급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재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익금의 대표적인 것은 기업의 매출등 수입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조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반면 손금의 대표적인 것은 매출에 대응하는 원료등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구체적으

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열거되어 있다.

Ⅱ.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비용은 특정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으로 구분이 된

다. 앞의 것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인식되지만 뒤의 것은 비용발생시점에 바로 인식이 된

다. 전자를 직접대응이라고 하고, 후자를 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이라고 한다.1)

예컨대, 원자재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은 직접비용이고, 반면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소득구조이므로 어느 과세연도의 수

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므로 구분의 실익이 있다.

이 경우 간접 대응원가는 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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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진다. 반면 직접대응은 채무확정이 되면 자산의 원가에 산입되고 뒤에 그 자산이 처분

될 때에 그 처분대가가 익금에 산입될 때 비로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2)

Ⅲ. 판매부대비용, 접대비, 광고선전비

간혹 법인의 비용지출이 판매부대비용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한눈에 분

명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1.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9. 2. 2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2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판매장례금 및 판매수당

의 경우 사전약정이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9. 3. 30. 개정된 법

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영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

기준 (영제79조 각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관련부대비용을 말한다”

고 되어 있고, 2009. 3. 30. 개정되기 전에는 “영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관련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계

상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경품부 판매시의 경품, 판매시 무료로

증정하는 물품등 다음의 사례를 들고 제시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3)

①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②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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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모자·쇼

핑백 등의 가액

④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시설 이용자에게 그 시설이용에 따라 음료 등

을 제공하는 경우 음료 등의 가액

⑤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를 회원으로 하여 자가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 기간 무료

로 증정하는 경우 그 증정가액

⑥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등의

가액

⑦ 공무원후생관 및 연금매점·사립학교연금공단 등 특수관계없는 고정거래선에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을 불특정대리점으로 하여금 염가로 납품케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동염가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판매수수료(법인

22601-2087, 1987. 8. 4)

⑧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법인 46012-1982, 1993. 7. 3.)

⑨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판매량에 따라 지출하는 농약 빈병수거 보상금의 분

담금(법인 46012-176, 1994. 12. 1.)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판결이 있다.

대법원 1992. 5. 8.선고 91누9473판결은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사 영업부 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

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5. 7. 3.선고 2015구합20269판결은 선박기자재 제조회사가 조선사에 제품

을 공급함에 있어서 조선사에 견적서를 송부하는 외에 추가로 선박건조를 발주한 선주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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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쳐 선주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조선사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일정율에 의

한 수수료제공을 한 사안에 관하여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 

2. 접대비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

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세법상 그

지출한 금액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

의 유흥적 소비적지출을 절감하여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업자본의 축적에

공헌하기 위한 경제정책적 고려와 재정수입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접대비란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 등이고, 지출의 목적이

사업 관계자 등과의 사이에 친목의 도를 긴밀히 하고 거래 관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

고, 행위의 형태가 접대·향응·위안·증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지출의 상대방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다수인을 말하고 불특정다수인은 포함되지 않는

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사업과 관계를 가질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지출의 목적은 지출의 동

기, 금액, 태양,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위의 형태와 관련해

서 접대비·교제비·기밀비 등은 기업의 계정과목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예시

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정과목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접대비

에 해당된다. 4)

3. 광고선전비

세법에 광고선전비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보통 기업이 신제품의 판로를 개척

하기 위하여 또는 기왕의 제품에 대하여 계속적인 판매 유지 및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런 비용 및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광고선전은 생산자 또는 사업

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성질·용도·가격·가치 등을 주지시키고 합리적인 구매원조를 하며, 또

부산지방변호사회•139

4) 김백영. 조세법연구1권(세정신문사 1990) 99-100쪽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2  페이지 139



논문 1

적극적으로 수요를 환기하기 위한 권고를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새로운 상품의 소개, 상품

지식의 보급,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사용의 시기·장소·방법·가격 등을 대중에게 주지시키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이나 그 상표의 광고 선전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미지 광고도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

은 전제에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주제판결의 검토

1. 종근당과 의약품도매상에 지급한 비용

원고는 종합병원이 실시하는 의약품 구매계약입찰에 필요한 제약회사 발행의 의약품 공급확

인서를 확보하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종근당에게 2004. 6. 30. 금

117,162,638원, 2005. 1. 5. 금 5천만원, 2006. 9. 6. 금 5,000만원(쟁점2 비용)을 제공하였다.

종근당은 원고 태영약품을 거쳐 소화(한림대학교소속 성심병원이 우회설립한 의약품 도매

상)에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20%매입할인을 해주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중 15%를 소화에

전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04년도에 202,564,817원,  2005년에 213,198,370원, 2006년에

56,834,350원(쟁점3 비용)을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에 관한 명확한 증빙이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지출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제공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대법원은 제약회사와 도매상 또는 도매상 상호 간의 사례금 수수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데에 제약

회사의 협력을 받기 위하여 지급된 사례금으로서 모두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 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원고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안정적인 공급을 받음에 있어서 다른 도매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다면 거래관계를 원할히 유지하기 위하여 향응접대등을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

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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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접대비란 주로 음식과 술 접대, 소액의 선물 등의 제공이 사회적 관행이고, 이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접대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의약품 판매에 수반되어 지출된 것으로 판매부 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과 대법원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다.

2. 약국에 지급한 비용과 사회질서위반

원고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판매량의 일정비율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

정하고 지급하였으므로(쟁점1 비용) 이것 역시 판매장려금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될 소지

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의료기관, 약국에 사례금 수수를 금지한 2008. 12. 14. 약사법 시행

규칙 제62조 제1항 제5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기 전에는 사례금 수수금지규정이 없었던 점.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

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

해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는 원칙상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순소

득)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는 점,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세법을

확대 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용 역시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법

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

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

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에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

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판매로 이어져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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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

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제공행위는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해치고 의약품의 가

격 상승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그 부담은 현실적으로

의약품에 대하여 제한된 선택권밖에 없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구 약사법 (2010. 5. 27. 개정되

기 전) 제47조의 위임에 따른 구 약사법 시행규칙 (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

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

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

고 있었는데 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62조 제1항

제5호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

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속된다고 여겨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현상품·사은품 등 경

품류 제공행위 이외에 일체적 경제적 이익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위 개정에 즈

음하여 비로소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상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견본품 등을 넘어서서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금이나 장려금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

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

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법인이 손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에 해당되면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에 산입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

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국가는 법질서의 통일적인 운용차원에서 이 비용을 과세소득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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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의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 접대비

키는 손금에 산입하여준다면 국가 스스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

평차원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손금불산입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약국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손비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론

특히 리베이트 지출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가 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2012. 9. 27.선고 2010두14329 하도급업체와 계약체결에서 재해발생시에 재해비

용은 원청회사가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그 재해 비용을 피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공상처리한

사안에서 법인이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면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 경우 사회질서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가급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사회질서위반으로 의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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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0. 15.선고 2011두24286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 3. 8. 대지 2필지(이 사건 제1,2대지)와 그 지상주택 겸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주)제이에스애드컴에 양도하였다.

원고가 양도한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2필지 대지의 매매대금이 25억원으로 지상건물

의 매매대금이 금20억원(주택가격은 6억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과거 위 대지 2필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현재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후 매수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 소요된 건축공사비용에 관한 증빙

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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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소급감정과 필요경비개산

또한 원고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0.9% 범위 이내에서 약 3,000만

원의 중개인수수료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토지의 양도가액

은 실지거래가액 25억원으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소급감정가액 ---

원으로 하고,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0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건축비 16억원

으로 하고 양도비는 중개인수수료 3,000만원으로 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매매가액을 구분하여 기재된 것을 인

정하지 않고, 전체매매가액 45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토

지매매가액과 건물매매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대지에 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건물의 건축비도 원고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16억원 중 피고 세무서장이 인

정한 금액만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비(중개인수수료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

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

고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9.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한지 무려 4년이 지나서야 상고기

각판결을 하였다.

[판결요지]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

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

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 19465 판결 등 참고).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

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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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

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

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1, 2 대지에 대한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등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소급

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

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추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

득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기타 비용도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지에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이 구 소득세법 97조 제3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

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

제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에는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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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소급감정과 필요경비개산

[평석]

Ⅰ. 서설

필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불

복절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

을 느끼고 이에 관한 쟁송절차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마침 이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기에 평석대상으로 삼아보기로 한다.

Ⅱ. 현행 부동산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결정구조

1. 양도차액금액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한

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로 구성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2. 취득가액의 결정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가지고 보

충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본문은 “법제114조 제7

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

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에 대하

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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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과 연부취득, 분할

납부 등으로 지급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3.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체적으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

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훼손된 시설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에 소요된 비용,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

해비용, 토지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채

권매각손실 등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4. 양도비

양도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체적으로 중개비용, 계약서작성 및 공증비용,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5. 필요경비 개산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부대비용과 실제로 소요

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충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이것을 필요경비

개산제라고 부를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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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소급감정과 필요경비개산

(1) 토지

취득당사의 개별공시지가의 3/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미등기양도자산의 경

우에는 3/1000으로 한다.

(2)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

는 3/1000으로 한다. 

Ⅲ. 평석

1. 토지와 건물매매가액의 구분여부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

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매매가액 45억원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토지양

도가액과 건물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생각건대,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

액으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2. 11.선고 96누860판결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

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동지 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

두19465판결)

원고 등 매매계약당사자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 과세관청이 건물과 토지를 구별

해서 가액을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

의 매매가액구분을 부인한 것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 (원심 역시 위법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세액 계

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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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정당한 취득가액

취득 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공인된 감정기관 2곳에 소급감

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취득시의 감

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본문 제2호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

에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감정

실시일이 원고가 각 대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소급감정가액 적용

을 거부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본문 제3호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

생각건대, 과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던 양도차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정

하여 2007. 1. 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쉽게 확인되는데 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이나 취득가액은 당시의 다운계약서 작성관행,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득에 관한 증빙의

일실 등으로 쉽게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이 없더라도 가능

한 실지취득에 소요된 가액에 근접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해 주어야만 보다 정확한 소득계산이

이루어지고, 허구의 가공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세정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국

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조세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당해 부동산과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이 없으면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마저 없으면 양도시의 실지거

래가액을 가지고 환산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

액)인 것이다.

부동산거래는 특수한 관계자간 거래, 알박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시가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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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소급감정과 필요경비개산

반면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평가액은 보수적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액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점 전후 3개월 내에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현실적인 거래 관행상 거의 있을 수 없

을 것이다. 

간혹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금융기관 자체 감정

으로 담보물 평가가 이루어지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더라도 1곳에 불과하고 2곳 이상

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감정을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반

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감정가격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인바,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시가감정을 하더라도 현황변경 등으로 감정불능 등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충분히 취득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그 시가는 실지취득가액보다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인바, 결과적으로 납세

자에게 시가를 과대하게 평가하여주어 실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축소하는 부작용은 발생할 여

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오늘날 감정평가업자의 모든 감정평가가 전국적으로 전산망으로 누적관리 되고 있어 주관적

인 개입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다만 소급감정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시가를 터무니없이 과다 산정하는 등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논의일 뿐이다. 소급감정이라도

신빙성을 전제로 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신빙성을 전제로 한 규정은 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본문 제2호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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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요건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의 감정비용을

들여서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대법원 판시와 같이 감정가액의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로 보

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재산권보장의 정신과 실

질과세원칙 및 현행 부동산 거래관행에도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판시에 반대한다.

3. 필요경비 개산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

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시 기준시가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더하는 것으로 개산하

도록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시 중개비용을 양도비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과세관청은 이를 공제

해 주지 않았다. 

생각건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취득 후에 용도변경과 개량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분명한 자본적 지출이나

대부분 양도시에 수반되는 중개인 중개비용을 양도비로 계산해주지 않는 것 역시 과다한 가공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 역시 헌법위반 또는 모법위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가액이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등 기타비용도

실제 지출여부를 묻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히 부당한 논리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반드시 존재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더라도 최대한 그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매매사례와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인 것이고, 자본적 지출은 취득한 이후에 그 자산에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고, 양도비 역시 양도 당시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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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소급감정과 필요경비개산

개산공제액의 율은 취득시에 반드시 수반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할인손실,

법무사등기위임보수 등임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통상 3/100은 이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취득 이후에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증가액은 양도가액에 반영되어 있고, 양

도시에 지출하는 양도비는 모두 취득가액과 무관하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모법이 예정한 공제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대법원 판시에 반대한다.

4. 결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상고 된지 무려 4년이 지난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아 대법원 내부에서

도 갑론을박 등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소득세시행령법의

문리해석에 의하여 단순히 기각해버릴 사안이라면 4년이란 세월을 보낸뒤에 상고기각한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사이에 주심 대법관(김용덕대법관은 2012년에 취임)도 바뀌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대법

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대법

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다. 올해초 국회법개정

파동이 시사하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은 헌법재판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이 국민의 권익신장의 관

점에서 위헌심사와 모법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2015.

10. 27.)

부산지방변호사회•153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2  페이지 153



논문 1논문 3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
[부제: 역사드라마의 상이한 장르간의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인간이 만든 창작물 가운데 백지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타인이 이미 만

들어 놓은 창작물 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입하고 이를 적절히 가공하여 제2의 창작물을 생

산해내는 작업을 한다. 제2의 창작물은 순수 창작물에 의존하여 이를 생산해낸 것이기에 이를

무조건 보호한다면 순수 창작물을 창작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위축시킬 수 있는 반면

제2의 창작물이 순수한 창작물보다 현장성, 실용성의 측면에서 활용도와 사용가치가 더 우수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제한한다면 문화창달이 억제될 가능성이 큰 양면성이 있으

므로 양자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법은 순수창

작물을 1차적 저작물이라 하고 제2의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명명하며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들고 있는데 전자는 의거성을 가져

야 한다는 점을, 후자는 실질적인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3조는 2차적 저작물의 생성 방법에 대해 변형, 편곡, 번역 등을 예시하고 있는

데 어문저작물의 각색도 여기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 시를 소설로, 뮤지컬드라마를 드라마 각본으로 각색하는 방법으로 형성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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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

문저작물 역시 2차적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폭

발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엔터테이너 사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신산업의 재료가 되는 어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성에 대한 규명 또한 새 시대에 맞게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

하게 되었다. 최근 절찬리에 인기 상영된 영화 ‘암살’이 ‘코리안메모리즈’를 표절하였다는 이유

로 소송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연평해전의 표절시비, 일본도쿄올림픽의 엠

블럼 표절 시비, 신경숙의 소설표절시비 등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저작권침해문제로 발생할 법

적분쟁은 한국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선덕여왕 사건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

89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의 판별법과 함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 판결이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이 탄생하기까지 저작권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오승종 교수(현저작권위원회 위원

장)과 서울대 정상조교수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을 담은 감정서를 각각 제출하여 해당재판

부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특별히 대상판결은 역사적 기

록물의 저작권성과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별법을 제시한 점에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되는 상이한 어문저작물간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설 ‘코리안메모리즈’를 저술한 최홍림작가가 영화 ‘암살’의 제작사를 상대로 제

기한 소송에서 양측에서 주고받을 법적공방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유발시키는 촉매제와 같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로 저작권의 침해의 문제로서, 드라마 작가인 B와 C가 드라마 대본을

집필하면서 원고 A의 대본에 의거하였는지(주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드라마 선덕여왕과 뮤

지컬 무궁화의 여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 둘째로 일반 불법행위

의 문제로서 원고 대본의 핵심구성을 허락 없이 무단이용한 것에 대하여 계약위반이나 불법행

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고의 논의는 전자의 문제 즉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

단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방송국간의 승부는 시소(See-Saw)게임을 벌이

다가 결국 원고의 패배로 종결되었다. 1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2012. 2. 2.선고 2010가합

1884)은 두 대본 간에 접근가능성 또는 현저한 유사성이 없으며 실질적 유사성도 부인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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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이유로 저작권침해와 아이디어 무단이용에 관한 책임을 모두 부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

울고등법원 2012나 7150판결에서는 1심과는 정반대로 두 대본 간의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침해와 일반 불법행위 책임 모두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3다 8984판결

(대상 판결)에서는 접근가능성과 두 저작물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

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 대본과 피고 드라마 간의 스토리전개를 대조하고 대상판결의 1심부터 파기

환송까지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소송전개과정에서 법적인 쟁점이 된 사안이 무엇인지 검토하

고 대상판결의 법적 타당성 여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사실의 개요 및 줄거리 개요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대본 ‘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이하에서는 ‘원고 대본’

이라고 약칭함)을 창작한 사람이고, 피고 1 방송사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 2회

씩 총 62회에 걸쳐 드라마 ‘선덕여왕’을 기획·제작·방영한 방송사, 피고 1 방송사의 100% 자회

사인 피고 2는 드라마 선덕여왕을 DVD와 소설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 피고 3, 피고

4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대본을 공동으로 쓴 작가들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 대본에 관한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았고, 위 대본에 따른 뮤지컬 공연이 실

제로 이루어진적은 없고, 피고 3과 피고4는 피고 드라마의 시놉시스(synopsis, 개요)를 작성하

여 2008.5.23.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c-2008-003402)을 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 투자유치

를 위해 원고 대본을 IMM 문화 컨텐츠전문투자조합과 주식회사 IHQ의 심사담당관에게 제공

한 바 있고, 2007년 겨울 피고 1 방송사 조모씨를 만나서 드라마 제작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

으며, 피고 2의 김모씨와 선덕여왕을 소재로 한 책 출판에 관한 이메일을 교환한 바 있다. 

대상판결의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된 원고 뮤지컬 대본 ‘무궁화의 여왕’(이하 ‘원고 대본’)과 피

고 드라마 ‘선덕여왕’(이하 ‘피고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대본의 줄거리

서역의 예언자들과 신라 신궁의 제관들은 죽음의 사막에서 진정한 서역의 꽃, 금관의 꽃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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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

지고 삼국을 통일할 여왕이 탄생한다는 예언을 한다. 신라의 황후 마야는 덕만을 가졌을 때 영

원히 피어나는 꽃에 관한 꿈을 꾼다. 신라에서는 덕만이 태어난 이후로 계속하여 황후가 공주

만을 출산하여 후계자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신라의 사천사에는 금관의 꽃을 가진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금관이 있고 그 금관

을 금관의 꽃이 없는 자들이 쓸 경우 불에 타죽는다고 하며 금관을 쓰는 자는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신라의 왕의 되는 것을 꿈꾸는 어린 덕만은 어느 날 이상한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간다.

그 곳에서는 사천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사천왕을 마왕일족들에게 빼앗기며 오열하고

있다. 덕만은 사천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왕의 딸과 영혼의 결혼식을 하러 가는 어린 사천왕을

만난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덕만은 당의 절로 공부하러 갔다가 서역을 헤매며 무예수련을 하고 신라

로 돌아오던 중 절 앞에서 우연히 김유신을 만나 서로 검을 겨루게 된다. 당시 덕만이 김유신에

게 자신이 공주임을 밝히지만 김유신은 이를 믿지 않는다. 나중에 덕만이 공주이고 그녀가 왕

이 되길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김유신은 덕만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어느 날 덕만은 신관과 함께 신라황궁과 연결된 지하동굴에 들어간다. 덕만은 신관에게 사천

사로 들어가는 통로를 묻자 신관은 금관이 있는 사천사로 가는 길은 사천왕이 알고 있다고 하

며 더 이상 들어가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덕만을 만류한다. 그러자 덕만은 신관을 자루 속에

가둔다. 변장한 미실은 그러한 덕만을 사천왕에게 데려가고, 덕만은 사천왕에게 금관이 있는

곳을 묻는다. 사천왕은 덕만에게 사천왕사에 금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늘이 움직이지 않아

억지로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하자 덕만은 자신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한다. 사천왕은 장군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덕만  을 돌려 보내준다. 

덕만은 진평왕에 의해 당으로 보내지고 자금성에서 당태종을 만난다. 덕만은 당태종에게 자

신이 왕이 되면 신라를 인정해 달라고 하나 덕만을 사랑하는 당태종은 왕이 되는 것을 만류하

고 자신의 곁에 있으라 한다. 한편 당태종은 덕만에게 신궁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하니 서역의

꽃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다.

한편 덕만은 자금성에서 사천왕을 만난다. 당태종의 제사장들이 마계의 일족을 불러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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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천왕은 자신의 영혼이 묻힌 사천사에 하늘의 뜻을 묻고 원혼제를 올릴 제사를 올려주

면 덕만에게 금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어느 날 진평왕은 자신의 후계를 정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천명공주는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

로, 선화공주는 백제의 서동과 혼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모두 왕의 후계를 이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덕만은 자신이 왕이 되어 삼국을 통일하겠다고 하며 “영원히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 피

어나는 곳이 삼국을 통일한다.”는 예언의 환상을 보았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미실은 덕

만이 신령과 접촉하는 것은 법을 깨고 제사권을 가진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라며 화를 내고 이

에 비담은 덕만과 미실이 제사를 겨뤄보라는 제안을 한다. 그리고 미실은 진평왕과 황후, 덕만

에게 때가 되었으니 사천사의 지하궁에 있는 금관을 가져오게 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덕

만은 하늘의 뜻을 묻는 제사를 드린 후에 금관을 가지러 가겠다고 선언한다.

사천왕은 덕만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은 마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시작하고 싶다고 말

하며 사천사의 금관이 있는 문을 열어 놓고 자신의 군사를 보내 호위하도록 하여 마계일족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사실을 안 미실은 마계에 사천

왕이 마계와 반대되는 일을 하려 한다고 알린다.

덕만은 사천사에서 제사를 올린다. 그러나 사천왕은 악령들이 인간계에 오지 않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금관의 악령이 출현하는 바람에 덕만은 제사에 실패하고 만다.

이후 진평왕과 황후가 암살되고 신궁에 불이 붙는다. 신관들과 다른 나라의 공주, 비담, 상인

들 모두 덕만을 비난하고 미실은 서역의 상인들에게 덕만을 노예로 팔아넘긴다.

사막에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다니던 덕만은 그녀를 무녀로 오해한 아라비아왕자에게 팔

려간다. 아라비아의 왕은 덕만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고 덕만은 왕의 꿈을 “적의 군

대가 근처에 숨어있으니 대비하고 성전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 그것을 찾

아내어 탑을 완성하라는 계시”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왕은 덕만에게 그 보물을 찾아내라고

한다. 덕만이 기도하자 기둥이 갈라지며 보석이 쏟아지고, 아랍의 왕과 왕비는 덕만을 경외하

게 된다. 그리고 덕만은 다시 사막으로 떠난다.

덕만은 사막을 걷다 금관의 환상을 본다. 금관의 환상은 덕만에게 촛불의 금관을 가져가 신

라로 돌아가라 명하고 금관이었던 가지는 꽃나무 가지-로즈오브샤론의 꽃가지로 변한다. 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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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에 들어가 당태종에게 사막에서 가져온 생명의 꽃을 보여주고 당태종은 덕만이 무사히 신

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라로 돌아온 덕만은 즉위식 하루 전날 꿈속에서 사천왕의 어머니를 만난다. 사천왕의 어머

니는 덕만에게 사천왕의 영혼에 묶여 있는 악령을 끊어 달라고 부탁한다. 덕만이 사천왕사로

찾아가니 사천왕사는 완전히 악령의 저주에 씌어 있었으며 사천왕은 마왕이 되어 있었다. 덕만

은 자신을 내버려 두라는 사천왕에게 자신이 사천왕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마계에서 벗

어나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한다. 그리고 자신이 세울 왕국에서는 더 이상 악령

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며 그러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천

왕이 덕만을 금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자 마왕의 딸로 변한 미실과 함께 거대한 금관의 악령

이 나타나며 덕만과 사천왕에게 달려든다. 사천왕은 덕만을 대신하여 금관의 악령을 막고, 덕

만은 쓰러진 사천왕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미실은 금관을 가로채 쓰다가 독이 묻은 채 죽어간

다. 결국 사천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금관이 덕만의 머리 위에 놓인다. 덕만은 다시 금관을 벗어

이를 하늘에 바친다. 즉위식 날 덕만은 자신이 정오 자시에 죽을 것이니 자신이 죽으면 사천왕

사에 묻어달라고 대신들에게 부탁한다. 

2. 피고 드라마의 줄거리

진흥왕은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세상을 떠나며 미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내용

은 자신의 적손인 백정을 후계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진흥왕이 숨을 거두는 순간 제를 올리

고 있던 국선 문노는 진흥왕의 음성으로 “북두의 일곱별이 여덟이 되지 않는 한 미실에 대적할

자는 천하에 없으리라, 미실과 대적할 자가 있다면 북두의 일곱별이 여덟이 되는 날 오리라!”는

계시를 듣는다. 

한편 미실은 자신을 황후로 삼는다는 조건을 붙이고 진흥왕의 유훈을 숨긴 채 왕자 금륜을 왕

위에 오르도록 한다. 그러나 미실은 진지왕으로부터 황후로 인정받지 못하자,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비담을 가차 없이 버리고 낭장결의를 도모해 백정을 새 왕(진평왕)으로 세운다. 이번

에도 역시 진평왕의 왕후가 되어 권력을 손에 넣고자 했던 미실은 진평왕의 본 부인인 마야부

인을 암살하려고 했으나 국선 문노로 인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황후가 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마야는 당시 북두의 일곱별이 여덟이 되는 날 여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들

이 바로 덕만과 천명공주이다. “어출쌍생(御出雙生)이면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는 황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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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있을 만큼 쌍둥이는 황실에 대흉조였다. 진평왕은 마야가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시녀인 소화로 하여금 덕만을 데리고 도망치게 한다. 황후가 쌍둥이를 출산한 사

실을 밝혀 황후를 폐위시키려는 미실이 칠숙을 보내어 소화와 덕만을 찾아오도록 하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놓이나 국선 문노가 덕만을 살린다.

그렇게 살아난 덕만은 소화를 어머니로 안 채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한 여각에서 자라난

다. 그렇게 살아가던 덕만의 나이 15세 때 덕만을 신라에서부터 추적해 온 미실의 무사 칠숙에

게 다시 쫓기게 된다. 칠숙에게 쫓기던 중 소화는 사막에서 유사에 빠져 죽게 되고(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다. 이후에 칠숙이 소화를 구해서 신라로 데려온다), 덕만은 칠숙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나 때마침 모래폭풍이 몰려와 도망칠 수 있게 된다. 절대 계림으로 가지 말고 로마로 도망

치라는 소화의 유언을 뒤로 한 채 덕만은 소화의 함 속에서 편지를 발견한 뒤 아버지라 믿어왔

던 문노를 만나기 위해 신라로 떠난다.

한편 신라에서는 진평왕과 마야 사이에 출생한 세 명의 왕자들이 모두 병으로 죽게 되자 진

평왕은 천명공주의 남편인 용수를 태자로 삼으려고 한다. 미실의 세력 등이 용수가 나라에 세

운 공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용수는 자신에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

쟁에 나갔다가 전사한다. 용수의 아들(춘추)을 임신하고 있던 천명은 미실에게 맞서겠다는 결

심을 하고 궁을 나온 다음 절로 들어가 용수의 동생 용춘으로 하여금 문노가 있는 곳을 찾도록

한다. 그로부터 1년 뒤 천명은 용춘으로부터 문노가 김유신의 아버지인 김서현이 태수로 있는

만노군에 있는 여래사란 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승려 복장을 한 채 떠난다. 

천명과 덕만은 만노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천명은 덕만을 남자로, 덕만은 천명을 승려로

안다), 두 사람은 쌍둥이 자매인지 모른 채 문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한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해진 문노를 추적하던 미실의 방해 공작으로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헤어진다. 천

명은 김유신에 의해 구해지고, 덕만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미실의 아들 보종의 배후를

캐 처음으로 미실이란 존재를 알게 된다. 덕만이 보종의 배후에 대한 진상을 밝히며 나타나자

천명은 덕만에게는 공주신분을 숨긴 채 김유신에게 덕만을 낭도로 삼을 것을 명한다.

덕만은 여전히 자신이 여자임을 숨긴 채 낭도로서 고된 훈련을 받던 중, 용화향도의 낭도로

서 유신과 함께 백제와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전쟁터에서 생사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 후 서

라벌로 돌아온다. 덕만은 서라벌로 돌아온 후 자신이 알고 있던 승려가 천명공주임을 알게 되

고 유신과 함께 천명이 미실과 맞설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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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만은 서라벌에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출생 비밀을 캐고 있었다. 그러던 중 궁에서 서라벌

로 돌아온 칠숙을 발견하였고, 미실이 자신과 소화에게 칠숙을 보냈음을 알게 되며 더욱더 자

신의 정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러던 중 천명공주와 유신이 먼저 덕만이 여자이며

천명공주의 쌍둥이 동생임을 알게 되고, 곧 덕만도 자신이 버려진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미실 측과 진평왕 측도 덕만의 정체를 알게 된다. 덕만은 천명의 권유로 유신과 함께 서라

벌을 떠나고, 미실은 마야황후가 쌍둥이를 출산하였음을 밝힌 다음 황후를 폐위시키기 위해 자

신의 정부인 설원으로 하여금 덕만을 잡아오도록 하고, 진평왕의 측근인 을제는 덕만을 죽이기

위해 김서현으로 하여금 덕만을 쫓게 하였으며, 미실의 동생인 미생은 자신의 아들인 대남보에

게 덕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덕만을 쫓도록 한다. 천명은 덕만을 돕기 위해 비천지도의

화랑인 알천과 함께 덕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덕만과 유신과 함께 도망치던 중 비담을 만나고, 덕만과 유신은 비담의 도움으로 설원과 김

서현의 추격을 따돌린 채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덕만은 유신과 함께 신라를 떠나려고 하였으

나 덕만을 찾아온 천명이 대남보가 쏜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자 유신과 함께 떠나고자 하였던

마음을 접고 신라의 왕이 되기로 결심한다.

덕만은 자신이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중 미실이 권력을 잡은 방법 즉, 책력

을 통하여 자연현상이나 재해 등을 예측한 다음 이를 하늘의 뜻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예언하

는 방법을 통하여 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유신, 비담, 알천과 함께 준비에 들

어간다. 

화덕사에 있는 월천대사가 미실에게 책력을 해석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된 덕만은 화덕사에 찾

아가나 이미 월천대사는 월야와 설지가 이끄는 복야회(가야의 복원을 위한 비밀조직)에서 납치

해간 상황이다. 

한편 유신은 복야회에 찾아가 월야를 만나 그를 설득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유신을 통

해 월천대사를 수중에 넣은 덕만은 월천대사를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일식이 발생하는 날을 계

산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출쌍생 성골남진이란 예언은 200년 전 부러진 돌비석에 기재된 문구

였고,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계양귀천(계양하

나가 하늘로 올라가면, 천명의 죽음을 의미), 일유식천(일식이 나타나리라), 개양자립(하늘을

여는 자가 바로 서야), 계림천명(계림이 밝아지고), 신천도래(새 하늘이 열리리라)”라는 문구를

새긴 비석을 신력을 가진 것처럼 위장한 비담으로 하여금 나정 앞에서 백성들 앞에 내보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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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어출쌍생 성골남진이란 문구만을 보면 왕이 쌍둥이를 낳는 것은 대흉조이나 위와 같

이 위조한 뒷 문구까지 보면 새 하늘이 열릴 대길조를 뜻하는 예언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덕

만은 월천대사가 일식이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그 날짜를 계산하였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처

럼 미실을 속이고 이에 속은 미실은 비석에 나온 문구와 달리 일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한다. 미실이 공표한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일식은 일어나고 일식이 끝나고 하늘이 밝아짐

과 동시에 덕만이 나타난다. 결국 덕만은 공주의 신분을 회복함과 동시에 미실로부터 천신황녀

라는 칭호 즉, 신권을 빼앗은 다음 책력을 이용한 모든 정보를 백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

하면서 첨성대를 짓고 신권을 없앤다. 

진평왕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덕만을 혼인시켜 덕만의 남편을 부군으로 삼으려 하고 미

실은 부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진골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그러나 덕

만은 혼인하지 않고 스스로 신국의 후계를 이을 부군이 되고자 한다고 선언한다. 오로지 황후

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미실은 그러한 덕만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

며칠 후 덕만을 부군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화백회의가 열리고 수나라에

서 돌아온 진골인 김춘추는 화백회의장에 미실과 함께 들어와 신라의 골품제는 천한 제도이며

진골인 자신도 왕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이에 미실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는다. 즉 미실은

평생 자신이 여인이라는 틀을, 또한 성골과 진골을 가르는 골품제라는 틀을 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황후만을 꿈꾸던 인물인데 덕만이 여인이라는 한계를 깨려하고 있고 춘추는 진골이라

는 한계를 깨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낀 것이다. 미실은 황후가 되려는 자

신이 그 동안 꾸었던 꿈이 초라하다고 느끼며 결국 스스로 신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

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

미실은 “덕만이 정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안건을 가지고 긴급 화백회의를 열겠다고 하면

서 설원과 하종을 이용하여 김서현과 용춘에게 약을 먹여 화백회의장에 늦게 오도록 한다. 김

서현과 용춘이 뒤늦게 화백회의장에 도착하자 궁의 병사들이 그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이 소

식을 들은 유신과 알천은 덕만의 호위대를 이끌고 김서현과 용춘을 화백회의장으로 들어가게

한다. 유신과 알천이 이끄는 호위대는 이후에 설원이 끌고 온 병부의 군사들과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실의 지시를 받은 석품이 미실의 남편이자 상대등인 세종을 찌르는 자작극을 벌여

그 혐의를 유신과 알천에게 뒤집어씌운다. 미실은 유신과 알천의 배후로 덕만을 지목하고 덕만

이 정변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군사를 동원하여 궁내를 장악하지만 덕만은 유신과 비담 등의 도

움으로 궁을 무사히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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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은 진평왕으로부터 옥새를 빼앗아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덕만이 정변을 일으켰으니 추

포하라”는 명을 내리고 덕만을 암살하려 한다. 그러나 덕만은 당나라 사신이 서라벌을 방문한

날 다시 궁으로 나타나 미실에게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공개추국을 하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화랑과 귀족들이 미실이 정변을 일으켰음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미실은 공개추국

을 하기로 선언하고 당일 날 공개적으로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실의 생각을 읽은 유신, 비담, 춘추 등은 귀족들과 화랑들을 포섭하여 공개추국 당

일 진평왕을 구출해낸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은 미실은 덕만을 죽이려 하지

만 실패하고 궁을 빠져나와 대야성으로 도망간다.

대야성의 약점을 파악한 덕만 측의 전술에 의해 상황은 미실 측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덕만

은 미실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 미실에게 합종을 제안하나, 미실은 이를 거절하고 대야성으로

돌아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독을 마시고 자살한다. 

미실을 물리친 덕만은 왕위에 오르고, 비담을 사량부(각종 부서를 감찰하는 왕의 직속기관)

령에 임명하고 유신에게는 그동안 자신을 도왔던 복야회를 없애라고 지시한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비담은 복야회가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월야와 설지 등 복야회

로 밝혀진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하고 덕만의 허락을 받아 유신도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 와

중에 월야와 설지는 사량부에 심어 놓은 복야회 조직원을 이용해 탈출한다. 월야와 설지가 복

야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유신이지만 이들이 탈출함으로 인하여 더욱 궁지

에 몰리게 되었다. 유신이 탈출하게 되면 복야회와의 연관을 입증하는 셈이고 그렇다면 유신도

덕만을 등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월야는 유신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경쟁자 유신을

제거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높이려는 비담은 월야의 이러한 생각을 간파하고 유신 근처에 일

부러 사량부 군사들을 적게 배치시켜 몰래 탈출을 돕는다. 그러나 유신은 다시 궁으로 돌아오

고 덕만은 유신을 유배보낸다.

한편 대야성이 백제군에게 함락당하고, 덕만의 명을 받은 설원과 주진공이 백제군을 막기 위

해 나서나 모두 패배한다. 백제군은 서라벌 앞에 있는 압량주에 이르고, 이를 막기 위해 덕만은

유신을 상장군으로 복귀시킨다. 유신은 백제와의 전쟁에 출정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비담은 그들을 따르는 염종 등의 술책에 의해 덕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오해하게 되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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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미생, 하종 등과 함께 정변을 일으키나 유신 등에 의하여 제압당한다. 비담은 자신이 덕만

을 오해하였음을 깨닫게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무수히 많은 병사를 뚫고 덕만의 앞에서 숨을

거둔다. 이렇게 비담의 난은 끝이 나고 며칠 뒤 덕만은 유신의 곁에서 숨을 거둔다. 

Ⅲ. 저작권 침해 주관적인 요건으로서의 의거

1. 의거의 의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피고가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피고가 원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에 근거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의거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한편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연

히 유사한 저작물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는다면 독자적인 창작자에게

예상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결국

의거는 접근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지만 달리 말하면 독립창작 여부를 밝히는 요건이라고

도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의거를 추인하는 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접근 가능성이 있거

나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추인된다고 밝히고 있다.1)

직접 증거에 비추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제반정황에 비

추어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추인할 수 있는데 접근을 추정하기 위해

서는 접근을 위한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넘은

현저한 유사성에 이른 점을 입증하여 의거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는데, 현저한 유사성은 그 유

사성의 정도가 우연의 일치나 공통의 소재 등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직 피고의 저작물이 원

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현저한 유사

성의 대표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른바 공통의 오류 및 공통의 미적오류를 의미한다.

의거를 추인케 하는 현저한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인 구성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간

에 용어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다44138 판결(당나귀 사

건)에서, 주관적인 요건인 의거의 입증에 있어 ‘접근가능성’ 외에도 ‘유사성’이라는 정황증거의

참작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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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

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

하는 표현 등이 유사하지 여부도 참께 참작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상 동화가 이 사건 소

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표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양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부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두 개

념이 구분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2)

Chisum은 ‘의거’(derivation)는 접근(acess) 및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에 의하

여 입증될 수 있고, 이 경우의 실질적 유사성의 입증은 현저한 유사성에 의한 추정(inferring

acess from striking similarity)이라고 설명하고3), Nimmer는 ‘의거’단계의 유사성을 증명적 유

사성(probative similarity) 혹은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이라 하며4), Goldstein은 ‘의

거’단계에서는 접근(acess)의 정황증거와 유사성(similarity)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저한 유사

성(striking similarity), 공통의 오류 혹은 미학적 일탈(common errors and aesthetic misuse),

의도적 차이(telling dissililarities)의 입증이 ‘유사성’입증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한다.5)

의거 단계 ‘유사성’의 다양한 용어 중 Nimmer도 거론하고 있는 ‘증명적 유사성’은 Arnstein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였다가 Alan Latman의 유작 논문에서 체계화된 개념이다. 의거 단계에

서의 유사성은 아이디어의 유사성도 포괄하는 개념이기는 하나, 용어의 혼동을 벗어나기 위하

여 증명적 유사성(probative similarity)이라 함으로써 의거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

성’(substantial similarity)과 대비하자는 취지이다. 증명적 유사성은 실질적 유사성일 수도 있

고 현저한 유사성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증거법 원칙에 비추어 의거를 추정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유사성으로 이해된다.6)

2. 접근가능성 

접근가능성이란 대상 저작물을 경험하였을 상당한 기회(resonable opportunity to view)를

의미한다. 막연한 가능성( any bare possibility in the sense that anything is possible)을 접

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는 침해자의 행보가 대상 저작물을 거쳐 지나갔을 것이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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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승기 전게서 P205
3) Donald S. Chisum & Michael A. Jacobs,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Mattew Bender(1992), §4f[1] [d]
4)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LexisNexis(2006)  §13.02[B]
5) Paul Goldstein. Goldstein on Copyright. Third Edition, Wolters Kluwer(2012),  §9.2.1
6) 홍승기 전게서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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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그 정황증거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읽거나, 듣거나 보았고, 그 결과

그것을 베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thought not

dispositive), 충분할 만큼 강력한(sufficient strong) 수준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원작 만화 <바람의 나라>가 잡지에 연재되고 단행본으로 발간되고 뮤지컬로 공연되었으므로

접근가능성이 인정된 것이고,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단행본으로 발간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사정에서 동일한 방송사 드라마 제작국이 <여우와 솜사탕>을 제작하였으므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드라마 <연인>의 작가는 법조소설 ‘하얀나라 까만나라’에 나오

는 사건번호와 사건명‘77고합1024 강도치사’를 그대로 자신의 대본에 이용함으로써 접근을 자

인한 셈이었다. 

피고의 지인이 원고 저작물에 접근한 경우에 피고의 접근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피고와

가까운 제3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였는데 그 제3자가 피고의 관리자이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

무하거나, 피고의 창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인 경우가 그러하다. 영화제적사 전무이사

에게 원작 소설을 전당하여 투자의사를 확인하였다가 거절당한 소설가가 영화제작사가 유사한

소재의 영화를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재차 감독에게 원작소설을 전당하고 유사한 부분의 수

정을 요구하였던 경우에도 접근이 인정되었다. 외국 사례로 퀴즈 쇼 스크립트<Name the Star>

를 작성하여 피고 방송국에 보냈는데, 피고 방송국이<Bank on the star>라는 유사한 프로그램

을 방송한 사례에서 접근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  

반면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접근가능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광고도안이 제작, 사

용되기 2개월 전 쯤에 원고의 이 시간 저작물이 화랑미술제 및 전시회에 전시된 바 있고, 그 전

시회 개최 사실이 아침 시간 TV 방송 및 일간신문의 문화면 전시회란 등에 소개”된 정도로는

“광고도안의 제작에 관여한 피고들의 담당직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을 사전에 능히 접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소설 <갱스터즈 파라다이스>와 영화<범죄의 재

구성>사이의 분쟁도 참고가 된다. 소설 작가는 영화 <범죄의 재구성>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모

티브인 주인공의 쌍둥이 모티브와 한국은행 털기 모티브에 의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

은 소설 출간 직후인 2000.9.경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일간지에 그 출간사실이 기

사로 실린 바 있고, 2003.8.경 극단 지구연극연구소에 의해 연극으로 각색되어 공연되기도 한

사실은 소명되나 그 정도로는 영화 제작진에게 소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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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승기 전게서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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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에 의한 ‘접근’의 대체

대상판결은 주관적인 의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저한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거성

을 추정케 하는 현저한 유사성은 양 저작물의 플롯, 테마, 대화, 분위기, 세팅, 줄거리와 구성,

사건의 전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등의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찾아지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화나 장면묘사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수한 부분, 전

형적으로는 ‘공통의 오류’나 ‘공통의 미적 오류’등에서 찾아지는 것이 보통이다.8)

원고는 접근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독립창작, 우연의 일치, 선행하는 공동의 원

전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을 입증한다면 접근은 정황적으로 추정

될 수 있다. 의거관계의 입증은 주지한 바와 같이 간접증거 즉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접

근이라는 요건과 구 저작물 간의 유사성이라는 요건 등 두 가지의 추정적, 정황적 요소들을 통

하여 추인하게 되는데 두 저작물 간에 유사성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접근에 관한 증거가 충분

하다고 하더라도 복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접근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독립하여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있어야

만 복제를 추정할 수 있다.9)

대상 저작물과 후행 작품이 현저하게 유사하여 독립창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정도라면 ‘접

근’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의거가 추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저지르기 쉽지 않은 오류가 두

저작물에서 함께 발견되는 공통의 오류는 현저한 유사성의 징표가 된다. 즉, 원고의 서적에 의

도적으로 집어넣은 오자 등이 피고 서적에 그대로 드러나거나, 원고 저작물이 극히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것인데도 피고 작품의 표현 역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면 이는 의거를 추인하는

간접사실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현저한 유사성 또한 접근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

의 하나이므로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두 작품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여도

피고가 후행 작품을 독립적으로 창작하거나, 두 작품 모두 Public domain의 공동의 원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현저한 유사성만으로는 의거가 추정된다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은 대단

히 이례적이다.10)

논리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서 주관적인 요건인 의거가 부인된다면, 현저한 유사성에

의하여 접근을 대체하지 않는 한,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저작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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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승종, 『극적 저작물에 있어서의 표절 판단 』산업재산권 제40호 P153
9) 이성호, “저작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각종 저작물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실제적 적용”, 동천 김인선 변호사 화갑기년논문집, 법실천의 문제(1996), 주(5) P714
10) 홍승기 , 전게서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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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11)

의거가 인정되어야 다음 단계, 즉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중 창작적인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2)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이 동등한 침해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거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보다 간명하므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의거를 먼저 판단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Ⅳ. 저작권 침해 객관적인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1.의의

실질적 유사성은 복제행위 가운데 위법한 복제행위 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표절이 무

엇인지 가려내기 위한 기준이다.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는 창작적 표현의 도용 내지 부당한 이

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유사해야 실질적

(Substamtial)으로 유사한가가 문제된다. 양 작품이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중간 영

역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일 때 실질적인 유사성이 양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유사한 중

요한 부분에서 발견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2.판단대상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으로 국한되는데 형식상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느 표현이 특정 아이디어의 표현에 표준적이거나 필수적인 경우 그 표현의 보호는 아

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표준적 삽화

이론이라고 한다. 이는 특히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잘 적용될 수 있

다. 우리나라 법원은 ‘까레이스끼’ 사건 판결에서, 일제치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

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 ‘텐산산맥’과 TV드라마 ‘가레이스끼’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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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제3판 P1089
12)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박영사 200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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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함에 있어, 두 작품 모두 일제치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라는 공통된 배경과 사

실을 소재로 주인공들의 일제 식민지로부터 탈출, 연해주 정착,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들

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라는 공통된 전개방식을 통해 제정 러시아의 붕괴, 볼셰비키 혁명

(1917년), 적벽내전, 소련공산정권의 수립, 스탈린의 공포정치 등 러시아의 변혁 과정에서 연해

주와 중앙아시아에 사는 한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왔는지 그 실상

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는 공통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다

는 데서 온 결과일 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3)

한편 역사적 저작물이 아닌 경우 표준적 삽화이론이 거부되기도 한다. ‘여우와 솜사탕’사건에

서, 피고들은 유사하다고 지적되는 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과정이 저작권법상 보호받

지 못하는 필수장면이라면서 표준적 삽화이론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실저작물, 역사저작

물, 기술적 저작물, 편집저작물과는 달리 극적저작물의 경우는 일정한 소재나 주제 또는 추상

적인 줄거리에 대하여 표현방법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필수장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14)

3. 판단기준

어문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기준으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과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Fragemental literal

similarity)이 있는데 후자가 원고의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

제된 경우임에 반하여 전자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속의 근본적인 본질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가 문언적인 유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적인 상당성을

의미한다면 전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질적 유사

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15)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유사성 여부의 판단에서 비교 가능한 요소로는

등장인물, 구체적 줄거리, 분위기, 사건의 전개 방식(구체적 구성)등이 해당된다. 소설 및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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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판결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3.18. 선고 2002가합4017판결
15) 서울중앙지법 1996.9.6.선고 95가합 72771판결(‘최종림’사건), 서울남부지법 2004.3.18.선고 2002가합4017판결(“여우와 솜사탕”사건). 서울남부지법 2005.12.22.

선고 2004가합16533판결(“두근두근 체인지”사건), 서울고법 2006.11.14.자 2006라 503결정(“왕의 남자”사건), 서울 중앙지법 2007.7.13. 선고 2006나 16757판결
(“태왕사신기”사건) 등이다. 유사성을 위와 같이 분류한 최초의 사례는 “드라마 ‘유산’사건”인 서울고법 1995.6.22. 선고 94나19909판결이다. 주로 소설, 드라마, 
희곡, 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의 저작권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측이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주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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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국법원은 7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체적 인상을 평가한다. 그 구체적 요소는 플롯, 사건의 전개

과정, 대사, 등장인물, 주제, 분위기, 세팅 그리고 속도 등 7가지를 구체적 요소를 꼽고 있다.16)

어느 한 요소가 전체적 인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플롯 및 사건의 전개과정, 대사, 등장인

물이 종종 가장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Ⅴ. 대상판결의 전개과정

1.  제1심판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문화방송 및 피고 작가들이 원고 대본을 전달받

았다는 증거가 없고 접근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원고 대본과 피고 드라마 사이에 실질적 유사

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제1심법원의 주된 시각은 기본적으로 원고 대본이 초현실적인 인

물 사천왕 그리고 악마의 세계에 속하는 미실과 당당히 싸워서 금관을 찾게 된 덕만공주의 리

더십을 주제로 한 ‘판타지 뮤지컬’ 인데 반해서, 피고측 드라마는 허구적 요소를 가미했지만 역

사적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한 ‘사극’ 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작품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은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과

상호관계 및 사건전개 등으로 나눠서 분석 및 판시하고 있다. 양 작품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덕

만공주에 관해서 제1심 법원은 원고 대본에서의 덕만공주는 비교적 단조로운 성격으로 묘사되

고 있는데 반해서 피고 드라마에서는 덕만공주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모습으로 나타

나고 그 심리묘사도 치밀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차이점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양 작품이

모두 “덕만공주를 리더십과 야망을 갖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캐릭터로 묘사하는

것” 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또는 드라마를 창작

함에 따라 수반되는 매우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표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

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심법원은 미실에 관한 양 작품의 묘사에 있어서, 신라의 제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점, 색공으

로 남자들을 휘어잡는 점, 덕만이 적으로 등장하는 점, 자신의 신분의 한계를 느끼는 인물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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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ober C. Osterberg Eric C. Osterberg. , I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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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드라마 속의 미실은 원고 대본에서의 미실보다 더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특징을 보이고 심리묘사도 치밀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판시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도 1심 법원은 덕만과 미실의 대립구도 자체는 작품의 소재로

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 작품

에서의 대립구도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이 상당히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원고 작품에

서는 덕만과 사천왕과의 대립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덕만과 미실의 대립은 비중이 적

다고 지적하면서, 덕만이 제사에 실패하자 미실은 이를 빌미로 덕만을 사막으로 쫓아내는 부수

적인 역할만을 했고, 미실이 마왕의 딸로 변하여 나타나 덕만을 대신하여 금관을 쓰다 죽어가

는 부분은 그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피고 드라마 작품에는 덕만과 미실의

대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덕만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사막에서 살

아가게 된 것도 미실이 황후가 쌍둥이를 낳았음을 빌미로 황후를 폐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미

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덕만이 이를 제압하는 제압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사건전개가 등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원·피고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 법원은 양 작품의 줄거리와 사건전개를 비교하면서, 하늘의 별을 매개로 해서 선덕여

왕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 사막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장면, 서역의 문물을 접해서 지혜를 얻

는다는 이야기는 영웅에 관한 문예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표준적 삽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덕만공주와 미실의 대립 후에 미실이 사망에 이른 원인에 있어서는 양 작품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원고 대본은 판타지 뮤지컬 대본에 속하고 피고 드라마는 사극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장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양 작품의 완성도, 분위기, 기법 등에 있어서 상

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으로 볼 때 완연히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도용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아이디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

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심판결은 의거관계의 존부에 관한 일반론에서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① 직접 증거, ② 간

접증거로 접근가능성(접근을 위한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 ③ 현저한 유사성(오직 피고의 저작

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에 의해서만 설명 될 수 있을 정도: ex) 공통의 오류, 공통의 미

적오류)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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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피고의 원고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즉, ① 원고가 조중현에게

이 사건 대본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

본이 피고들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 이 사건 대본을 조중현에게 준 것은 아니라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조중현은 원고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드라마 국장이 ‘원고가

MBC에서 선덕여왕제작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듣고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 하니 사극담당자로

서 한 번 만나보라’고 권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만났으나 이 사건 대본의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중현이 이 시간 드라마의 제작을 담당하던 사람도 아니라는

점, ③ 이 사건 대본의 내용에 따른 뮤지컬이 단 한번도 공연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아이에

이치큐와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대본의 유출 방지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접근의 상당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접근가능성에 관해 비

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원, 피고 양 작품이 그 장르를 달리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반복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두작품간에 장르가 상이한 경우 중요한 일부분에 있

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발견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선례와는 상반되는 태도로 보인다.

그런데 양 작품이 공통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전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으나 원고의 대본과 피고의 드라마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역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오류를 공통적인 요소로 하고 있음을 볼 때 그릇된 판단으로 보인다. 

2.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뮤지컬 극본이 출판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접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고

하였다.

① 뮤지컬 극본이 투자회사인 IMM과 아이에치큐를 거쳐 컨텐츠진흥원에 전달되어 관계자와

전문가로부터 심사를 받은 점, ② IMM 문화컨텐츠 전문투자조합의 관계자에는 방송사인 피고

문화방송이, 뮤지컬 극본의 심사를 위한 전문가에는 작가인 김영현과 박상연이 포함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뮤지컬 극본에 따른 뮤지컬 중 일부가 유명 호텔에서 이미 공연

되었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점, ④ 피고 문화방송, 엠비씨앤아이의 이 사건 드라마 관계자

들이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에, 원고가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고 선덕여왕에 관한 로즈

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드라마<선덕여왕>의 제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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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뮤지컬 극본이 출판된 적은 없으나

그것을 기초로 한 뮤지컬을 비롯하여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담긴 ‘크레이츄얼

파워’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피고 문화방송의 담당자인 조중현에게 전달된 점, ⑥ 피고 김영현

과 박상연은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의 집필 전에 선덕여왕과 관련된 이전의 저작물을 모두 검토

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뮤지컬 극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

고 있는 피고 김영현이 ‘정적을 악마화 하여 역사를 지나치게 판타지로 풀어가는 것이 더 문제’

라는 등 뮤지컬 극본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점, ⑦ 피고 문화방송이 2007.6

경 예정하였던 드라마<선덕여왕>의 주제는 천명, 덕만, 선화 등 세 자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였는데, 조중현이 2007.12.말경 원고를 만난 이후 2008.3.경 완성된 시놉시스가 뮤지컬 극본

과 유사하게 미실과 선덕여왕의 대결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접근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판단은 원고의 대본이 출판되지 않았고 피고들에게 직접적으로

교부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인 피고 김영현과 피고 박상연이 뮤지

컬극본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뮤지컬 극본이 세계지식포럼 및

신라호텔 선덕여왕 갈라 디너쇼에서 공연된 점 등을 들어 접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

함으로써 접근가능성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항소심은 의거 단계의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 뮤지컬 극본과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는 모두 ①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금관의 꽃 또는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 ②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사랑관계, ③ 미실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이라는 역사적

오류가 존재하므로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인 요소인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

성을 대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과 역할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고 드라마 대본의 등장인물이 원고의 뮤지컬 대본의 각 인물보다 좀 더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인물의 심리묘사도 치밀하게 되어 있는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위와 같

은 문예장르와 분량의 차이, 판타지적 요소의 가미 등으로 당연히 나나탄 것에 불과하므로 양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비중을 둘 것이 아니며 전형적인 인물에도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항소심은 뮤지컬각본과 드라마대본 간에 분량차이가 크나 질적인 면

에 중점을 두어 포괄적 문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다. 이와 함께 인물간의 갈등구조와 애정관계 등에 관해서도 표준적인 삽화라고 보기보다는 다

른 인물들에 미치는 영향과 이야기 전개과정 등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보호의 대상

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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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3.대상판결 및 파기환송판결

대상판결은 원고의 대본과 피고의 드라마 간의 의거성 여부에 대해서만 판시를 하고 있는데

접근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부인하고 있다. ① 원고의 대본이 저작권등

록도 되지 않았고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주로 갈라쇼 형식으로 일부 내용이 공연되었을 뿐 그

전체 내용이 공연된 바는 없고, 위 공연과 관련된 언론보도 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들 어느 것

으로부터도 당시 이 사건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

려운 이상,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대본을 입수하

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투자심사를 위해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대본을 제공받은 IMM Investment나 주식회가 아이에이치큐의 투자심사에 피

고들이 관여하였거나 이들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본이 피고들에게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③ 원고가 소외 1에게 교부한 ‘크레이추얼파워’책에는 이 사건 대본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원고가 소외 1에게 이사건 대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④ 한편 소외 1가 원고

에게 보낸 이메일은 이 사건 드라마를 기초로 한 부가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엠비씨씨앤아이에

서 선덕여왕 관련 저술의 출판을 타진해 보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이메일 발송 사실은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이 사건 대본에 접근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된다고 하

기 어렵다. ⑤ 이 외에 피고 3의 위 2009.12.16저 언론 인터뷰는 이 사건 대본이 대중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본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체적

인 답변 내용상 ‘판타지’는 ‘리얼리티’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대본

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⑥ 피고들의 시놉시스가 변경된 것은 창작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며 현저한 유사성도 없으므로 접근가능성은 부인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현저한 유사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부터 사막은 고통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어 왔고, 금관의 꽃이 서역의 문화와 사상을 상징하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 드라마에서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을 한 사실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덕만

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조에 관해서는 미실은 이미 필사본 화랑세기에 등장인물이며 등

장인물의 성격이 각각 다른 점,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는 남녀 간의 애정을 그리는 극

적저작물의 일반적인 성격인 점, 진평왕이 역사물과 달리 무력한 왕으로 등장하고 선덕여왕이

자신의 힘으로 여왕의 자리를 오른 사실은 극적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

의 창작이라는 점, 진평왕이 미실에 의해 왕위에 오른 것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나타나는 점 등

과 같은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와 관련된 개별적인 요소들이 현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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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

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두 작품간에 의거성은 충족되지 않아 저작권침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다.  

Ⅵ. 평석

(1)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순서는 먼저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

여부를 판별하여 이에 해당하면 다음 단계인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의거성은 직접적인 의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은데 ① 상당한 정도의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거나17), ② 접

근가능성이 추인되지 않을 때 현저한 유사성이 긍정되는 경우 등 크게 두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의거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이 인정

될 때 객관적인 요건인 실질적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극적인 저작물에서는 그 유사성 여

부를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대상판결의 경우 1심부터 파기환송

까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적용기준이 된 검토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기호 표시- 해당 요건 충족: O, 해당 요건 불충족: X, 해당요건 미검토: -)

(※ 저작권침해 판단방법은 ① 의거성 → ② 실질적 유사성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 따라서 의거성이 부인되면 곧바로 저작권침해는 부

인된다. 또한 의거성 여부는 접근가능성과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하는데, 만약 접근가능성이 없더라도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성은 인정된다. 1

심에서는 피고의 원고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부인한 다음, 의거성의 요소인 현저한 유사성

을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분야에서 함께 판단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

처럼 취급함으로써 혼용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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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거성 여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방법이며 제1심에서는 접근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곧바로 객관적인 요건인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하고 있다.

의거성(주관적인 요건) 실질적 유사성(객관적 요건)
저작권침해여부

접근가능성 실질적 유사성 현저한 유사성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

1심 x - - x x x

2심 o o - o o o

3심 x - x - - x

파기환송심 x - x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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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2) 우선 제1심 판결은 접근가능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정적

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의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접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현저한 유사성

여부에 관해서도 원고의 대본과 피고의 드라마가 각각 다른 장르에 속하고, 인물의 성격 및 성

장과정 및 대립구도는 “표준적 삽화”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들어 유사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

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 유사성과 현저한 유사성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사성

이라는 용어상의 유사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극적저작물

간에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한다면 원고 대본이 뮤지컬 대본이며 피고 드라마가 총 62회에 방송

국에서 방영된 각본이므로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포괄적, 비문언적인 판별법에 따라 전체구조의 상이성이

있는지를 대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별법은 양적인 요소보다는 질적인 요소를 더 강조함에도

1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원고 대본에서 무엇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

소인지를(그것이 인물이건 인물의 대결구도이건 간에) 구분한 뒤 피고 드라마와 유사성 여부를

대별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같은 과정은 생략한채 원고의 인물들보다 피고의 인물들이 복

합다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만을 지적한 뒤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단언한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한 뒤 현저한 유사성

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양 개념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문에 어떻게 대답할지도 궁금

하다. 1심에서 현저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통의 오류를 적용하

기 위해서 원고 대본과 피고의 드라마가 모두 역사적 오류를 요소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

를 간과한 것은 원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를 구성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3)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의거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먼저 제시한 다음 이

를 긍정할 수 없다면 접근가능성과 함께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면 의거성이 있으며, 다시 객

관적인 요건으로서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논리구조를 취하

고 있다. 즉 현저한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셈이다. 의거성 판단과정에서 전개되는

실질적 유사성은 역사적 오류의 존부와 함께 주제, 줄거리, 구성에서의 유사성의 측면에서 양

측의 대본을 대비, 대별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객관적인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

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포괄적, 비문언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

께 의거성 판단의 요소로서 실질적인 유사성은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 즉 객관적인 요건으로

서의 실질적 유사성과는 달리 판단자료로 아이디어나 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 하고 있

다. 의거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접근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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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문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

보이지 않으므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인 유사성이 함께 있으므로 의거성은 긍정된다

고 보고 있다. 접근과 증명적 유사성의 반비례원칙이 적용된 미국 제9항소법원의 주장이 반영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8)

항소심 판결은 접근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판례 태도와는 상치되게 비교적 폭넓게 그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상당한 접근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점에서

접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고가 방송국과 방송국관계자인데

원고의 대본과 관련된 심사과정에서 피고 작가들이 이를 심사하였는지에 대해 석명을 구하였

으나 이를 밝히지 않은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항소심판결은 상이한 저작물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포괄적, 비문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항소심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접근가능

성과 함께 현저한 유사성을 대조함으로써 의거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 접근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해 본 결과 직접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추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희박하고 현

저한 유사성의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물과 갈등구도 및 사건의 전개 등은 표준적삽화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공통의 오류 역시 구체적인 사실 면에서 차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본 화랑세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5) 대상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이건 현저한 유사성이건 판단 과정에서 일정부분 포괄적, 비문

언적 요소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 태도처럼 위 각 요소들

을 분해하여 각각 대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저작물 X가 a,b,c,d,e라

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저작물 Y가 a,b',c',d',e'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X와 Y는 전체

적으로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 때 a와 a', b와 b', c와 c', d와 d', e와 e'를 개별적으로 유

사하지만 개별적으로 비교해서 이들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만 아이디어에 있어서만 유사하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저작물은 개별적인 요소들의 단

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유의 독창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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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포괄적, 비문언적 요소들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대본의 중핵을 이

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 역시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드라마가 원고의 대본의 역사적

오류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의 저작물을 기초로 한 대본제작 및 뮤지컬 공연이 좌절된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의거

성 판단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과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현저한 유사

성 간의 개념상의 혼란이 초래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 전개될 판례에서 이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개념 상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결국 새로운 방송매체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어문저작물의 생산으로 인하여 피하기 어려운 상

이한 저작물 간의 표절문제에 대해 대상판결은 연구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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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범죄의 피해객체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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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의 

피해객체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보복성 범죄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행의 내

용은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 목적의 범죄(이하 '보복범죄') 형사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복범죄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조항에 관

한 학계의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및 제1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범죄

와 관련하여 피해객체(즉, 피해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 13. 선

고 2004도6864 판결)를 검토하는 글이다.  대상판결은 2005년에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

응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 외에는 보복범죄의 피해객체

범위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일부 하급심에서는 보복범죄의 피해객체

범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상판결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도

최 재 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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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보복범죄의 피해객체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 지속될 논쟁에 다

소 간 참조가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이 사건 법조항은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

나, 대상판결 당시에 시행되었던 구 특가법 해당 조항과 그 문언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 특가법과 현재 시행 중인 특가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2.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사건 법조항 관련 내용 외에

다른 법조항이 적용되는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바, 본 글에서는 쟁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법조항에 관련되는 부분만으로 사실관계를 한정하고자 한다)

피고인들은, A가 2003. 8.말 J선교회의 총재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에게 보복을 하기로 준비해 왔다.  그런데 A가 위

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피고인들을 피해 다니자, 피고인들은 2003. 10. 29.

밤 A를 대신하여 A의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조항에 규정된 보복범죄 중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J선교회 총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A

가 아닌 A의 아버지가 보복범죄의 피해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1,2심의 진행 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가. 1심에서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해당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

이 있었을 뿐,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객체의 범위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위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법조항(보복폭행)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조항은 수사단서 제공자나 진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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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출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료제출을 한 바

로 그 사람이 아닌 그 아버지에 대한 가해행위는 이 사건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2심은 위 법조항이 보복범죄에서 피해 대

상이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가해행위의 경우에도 보복

목적이 있는 때에는 위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2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며, 대상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

항, 제1항은 '상해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

를 보복 목적의 상해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자기 또는 타인

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

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과는 다르게 가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본인이 아니라도 그 본

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아버지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

다 할 수 없다. …(하략)…”

위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수

사단서의 제공 등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이 사건 법조항

상 보복범죄의 피해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대상판결의 검토

가. 보복범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조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해, 폭행, 감금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

부산지방변호사회•181

1-제33호 특집 논문 1-184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2  페이지 181



논문 4

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조문의 표현상으로는 보복범죄 피해자의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을 했던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보복범죄의 객체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리적인 해석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조항 상 피해객체의 범위를 대상판결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논리적

해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법규를 명시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확대 적용시키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다. 먼저, 이 사건 법조항이 대상판결의 취지대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소인

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 고소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보복범죄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했다면, 그러한 내용이 법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같은 법 제5조의9 제4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

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을 알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친족’도 법문에 ‘명시’함으로써 범행의

객체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위 논리를 반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법조항에 피해객체를 위 4항과 달리 제

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객체의 해당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논리는 형사법

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객체를 특정하는 것은

범죄구성요건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법조항이 피해객체의 해당성을 확대하려

했다면 동조 4항과 같이 피해객체의 확대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명기되었어야 한다.

참고로 특가법 상 보복범죄가 처음 규정된 시점은 1990. 12. 31. 시행된 제4291호 법률부터

인데, 당시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법조항 상 피해객체의 범위를 친족이나

피해객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즉, 입법자도 이 사건 법조항을 제정할 당시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객체의 범위를 확대하

려던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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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범죄의 피해객체 범위에 관하여

더욱이 보복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경우, 동 법에서는 피해객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범죄신고자’ 뿐만

아니라 ‘그 친족’까지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1)

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조항은 형법상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에 보복목적이라는 다소 주

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그 법정형을 기본범죄 보다 상당히 무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을 더욱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명

시적인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친척이나 피해자에게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도 보복범죄의 피해객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지나친 ‘확

대해석’에 해당한다.

마.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보복범행을 가하는 것과 고소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게 보복성 범행을 가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러한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고소인)가 느끼는 공포감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즉, 피해자에게 직접

가하는 보복범행와 피해자의 친척이나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보복범

행을 동일한 범죄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 한편, 대상판결은 보복범죄의 피해객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해석

상 지속적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 물론,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 법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

해서는 피고인을 고소한 본인 외에 그 고소인의 주변 친인척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소인의 친인척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가한 경우까지도 이 사건 법조항 상 보복범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복의 목적은 과거

에 자신을 고소했던 고소인에게 겁을 주거나 복수를 하려는 것일 뿐, 그 고소인의 친인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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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을 주거나 복수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다. 즉, 범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

인의 친인척에게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이는 결국 고소인에 대한 보복범행일 뿐 그 친인척에 대

한 보복범행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만약 범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인 본인이 아닌 고소인의 친인척에게 범행을 가한

것을 굳이 이 사건 법조항상 보복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 본인에 대

한 보복범행과 고소인의 친인척에 대한 일반범행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단지 보복

범죄의 피해객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판시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은 법리적인 부분에

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5. 나오며

사실 이 사건 법조항은 보복범죄의 피해객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문 그 자체로서

도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즉, 이 사건 법조항은 형법상

기본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보복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인데, 구성요

건의 하나인 보복범죄의 피해객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는 피고

인의 법적지위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위헌의 소지도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

외에도 이 사건 법조항은 형법 조문과 비교할 때 또 다른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하나, 대

상판결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이처럼 위헌의 소지가 있

는 이 사건 법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없이 보복범죄의 피해객체를 확대시키고 있는 이 사건 대상판결은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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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자, 

죽음으로 향해가는 계단이다. 

이것은 삶의 증명이자 모든 모순의 총체이다.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존재 자체이다. 

이것은 영원한 원죄이자, 

일백여덟 가지 번뇌의 근원이다. 

수컷조상이 수천 년간 

암컷조상을 억눌러온 업보. 

여자의 벗은 몸은 돈이 되고, 

남자의 벗은 몸은 죄가 된다. 

이것은 백대일의 격차가 아니라, 

건널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격차이다. 

자살의 꽃, 그 빛이 날아 

어린 가슴에 꽂힌다. 

어쩔 것인가. 

어린 계집의 가슴에 난 생채기를 부여안고 

아빠는 숨 죽여 운다. 

분노인가, 자책인가, 

아니면 끝없는 절망인가. 

육신통의 마지막 관문 

환정보뇌를 향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뒷걸음질

고 경 우 변호사

*** 남교사가 여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듣고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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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나약한 잠자리가 

아길 낳는다. 

따뜻한 연못 속에 

낳아야 할 터인데 

반짝이니 물인 줄 알고 

차 철판 우에 낳는다. 

계란처럼 깨져 퍼진 

흔적도 없이 

아기의 영혼은 

딴 우주로 날아가고 

차 철판은 무심하게 

바람맞으며 달린다. 

그 바람이 

연못물 살랑이던 그 바람이냐.

           

부산지방변호사회•187

1-제33호 시수필 185-335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8  페이지 187



무한한 사랑

동네 잔치집에서

손수건으로 싸 온 떡을

먹어 보았는가

지팡이 짚고 걸어와

꼬깃꼬깃 꺼내주시던 떡

그건 떡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배가 불러오면서 나무랐다

뭘 이런걸 다 가져오느냐고

그리고 더 이상 받지 않았다

무한한 사랑은 떠난 후에야 안다

배꼽 아래서부터 복받쳐오르는

그리움

자책감

입에서는 “흑흑” 소리만 난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놈

이제야 잔을 올립니다

2010. 4. 27.
기일에 가지 못하고 먼 하늘 바라보며

류 도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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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Ⅰ

어린 시절 우러러만 보던 산을

머리 희끗해진 뒤에야 비로소 올랐다

호수둑 터질 것이라고

예언한 도사가 살고 있고 

여인이 누워 하늘의 천기를 기다리다

그대로 굳어진 능선

산이 아니라

전설이었다

산 이야기라도 나오면

입가에 침이 튀도록 내세웠던 곳

그러나 정작 아는 이는

별로 없었다

Ⅱ

강산을 몇 번이나 보낸 뒤에야 

신비의 추억을 안고 드디어 올랐다

버들가지가 쇠막대기로 변한지

이미 오래

산은 낮아지고

동심은 이미 햋빛에 말랐다.

우러러 보는 산은 올라온 산보다 높다

Ⅲ

불현듯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걸치고

텀벙 뛰어들었다

금방 다녀올 것이라며

별나라 인계도 제대로 못한 채

수레바퀴 삐그덕 거리는 소리에

터널 밖이 보이기 시작했다

욕심을 버린지 이미 오래건만

손톱만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인가

너무 우러러 보지 않았어야 했다

그래도 발등에 차이는 돌멩이로 다시 올 날 기다리며

석양에 옷매무시 가다듬는다

2010. 4. 24.

사리암 능선을 걸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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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 - 우리들의 법원

1. 여러 날을 선상(船上)에서 보낸 사람들은 누구

나 뭍을 그리워한다. 오랜 세월 바닷물과 해풍에

찌든 선체에서 풍기는 맵싸하고도 비릿한 냄새, 크

고 작은 파랑(波浪)에 부대끼면서 똑바로 몸을 가

눌 수도 없는 일상적인 동요(動搖), 하늘과 바다와

그 둘을 가르는 수평선 말고는 눈에 띄는 것이 하

나도 없는 단색의 풍경, 매일같이 별반 달리질 것

없는 그렇고 그런 음식 등 이런 것들로 대양(大洋)

을 가로지르는 장기간의 항해는 많은 사람들을 파

김치로 만들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불가

불 향기로운 흙냄새와 신선한 공기, 맑은 샘물, 나

무숲을 휘젓고 다니는 새소리와 그 사이로 쏟아지

는 햇빛, 두고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

그런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섬이다. 

2. 최종 기착지는 대부분 대륙이지만, 중간에 들르

는 섬도 뭍이다. 그런 뜻에서 바다 위에 뜬 섬은 오

랜 해상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매혹

적인 안식처가 된다. 어느 문인은 섬을 일컬어 “파

란 물결 들판에 홀로 핀 한 송이 꽃(아동문학가 선

용)”이라 하였고, 또 다른 시인은 “거기서 울어본

사람은 바다가 우주의 작은 물방울이라는 것을 안

다 / 진실로 우는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은 바다보다

도 크다(시인 원재훈)”고 하였다. 사람의 한 평생을

긴 여행이라고 볼 때 도중의 안식은 반드시 필요한

법. 전자를 바다에서의 항해라고 한다면 후자는 섬

이 될 것이다.   

3. 시인 정현종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섬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 한편

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였다. 단 두 줄로써 시인은

할 말을 다하였으나 이 시는 그 가슴에 얼마나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가. 그리하여 여기서는 시가 못다

하고 숨겨 둔 나머지 말을 마저 들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연안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섬들, 인생 여행길에 지친 사람들을 손짓하여 부르

는 섬들, 우리가 그리는 그 섬들을 위한, 다 함께 부

르고 싶은 노래를.   

4.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 깎아지른 벼랑이 아니라 / 눈부신 백사장이 펼쳐

져 있는 곳 / 따뜻한 모래에 배를 밀어 / 아주 편안

하게 오를 수 있는 곳 / 하늘 높고 물 맑고 숲은 울

창하되 / 새소리 낭랑하고 서늘한 바람 다름질 치

는 곳 / 사람들은 손을 잡고 원무를 추며 / 한 목소

시
|  

수
필

|  
기

행
문

고종주 변호사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법의 4원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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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크게 노래를 부르고 / 울음 그친 사람들 눈동자

에 무지개가 비치니 / 서로들 얼굴을 마주 보고 기뻐

하며 / 모두들 산을 향하여 일제히 머리를 들 때 / 햇

빛은 찬란하게 나뭇가지에서 부서지고 / 평화의 깃발

높이높이 떠오르는 / 내 마음의 푸른 숲, 아름다운 고

장 /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5. 구약성경은 사람들을 섬으로 표현한다. “섬들아

들어라”하는 등의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이사야 41

장, 42장, 49장 등). 누군들 섬이 아니겠는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섬은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그 섬은 마치 제주도 사람들의 이상향인 이어도처럼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섬이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송법상 각자 독립한 법원이다. 법원은 사람

들 사이에 있는 섬이다. 찾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다소간 두렵기도 하고 신비로운 섬인 것은 의

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현안이 된 문제

의 해결을 통하여 평화와 안식을 지향하면서 사람들

은 섬이 지닌 혜택을 향유하게 된다.     

6.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 네 원소를 결합하는

것이 사랑이고, 분리하는 것이 미움이며, 역사는 그러

한 사랑과 미움의 갈등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물질

4원소는 인간 생존의 근원이기도 하다. 태초에 인간

은 흙으로 빚어졌다고 하며, 우리의 체액과 혈액은 물

이고, 뜨거운 심장과 체온은 불이며, 우리 몸을 드나

드는 공기 등을 생각하면 인체의 재료 또한 4원소라

고 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리학자들은 물질 원소의

속성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네 가지와 그 중 일부씩의

결합 형태로 나누기도 하였다. 

7. 우리들의 섬은 땅이며, 물이 있고, 햇빛이 밝으며,

바람이 넘나들고 있다. 섬이 그렇듯이 법관들과 그 법

관들이 모여 있는 법원 또한 4원소로 생존 및 발전전

략을 구상(構想)할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섬의 이미

지와 그 섬이 품고 있는 물질 4원소로 법관의 정체성

과 소명의식, 지향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

의 목표이자 내용이다. 문제의 물질 4원소가 이 글에

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차차 언급하도록 하

겠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8.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이

경우의 세상은 사람과 사물이다. 인간의 삶은 이와 같

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연쇄적인 고리

로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관계에서 출발하

지만 점차 다수인의 관계로 확산된다. 주로 말과 글을

매체로 한 사람들 사이의 그러한 의사소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건이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통하여, 헌법기관인 법관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사람

이 한 행위를 확정하고 그 적법여부와 효력을 판단하

는 것이 재판이다. 이와 같이 법관의 직무는 사건,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법

정에서 변론이나 기록검토가 이해과정에 해당하고,

판결작성과 선고가 표현과정에 해당한다. 그것을 문

서에 기록한 것이 판결문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곧 국가의사가 되는 것이며 거기에 법률이 규정한 강

제력이 따른다. 

9. 재판은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법적 가치판단에 의한 삼단논

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국가작용이다. 정확한 진실

발견과 명석한 논증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재판의

결과를 담은 판결문은 우선 자족성(자기완결성)을 갖

추어야 한다. 이것이 영구보존문서인 판결문이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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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다음으로는 제

출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즉 주장과 입증에 비추

어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절차법적 완결

성으로 이는 상급심의 요구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은 과거의 진정한 사실에 비추어 적합성

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실체법적 완결성으로 이

는 사실을 체험한 피고인이나 당사자들의 요구사

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완벽한 진실을 발견하여

철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재판의 영원한 이상

이자 목표일 뿐 그 요구사항이 언제나 충족되는 것

은 아니다. 때로는 절차적 정의의 실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떤 변호사는 자

신과 선배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괴리를 대

략 20% 정도로 보았고, 나 또한 그 정도일 것으로

체감하고 있으나, 이는 어떻게 계량할 방법도 없고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것을 전적으

로 반드시 법관의 판단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

을 뿐이다.   

10.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

현장에 실제 적용되어 성공하기 위한 이상적인 비

율은 하드웨어 1, 소프트웨어 2, 콘텐츠 7이라고 한

다. 건물과 시설 및 제도의 법적 정비만으로 만족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30%의

요건 충족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는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딸린 것이기 때문이다. 미

국의 지성 올리버 웬델 홈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

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

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때로는 순풍과 함께, 때로

는 역풍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것이고 결코 표류하거나

계류장에 매어있지는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러나

서두를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

침반이다. 우리는 수시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누

구이며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하고 물어야 한다.

이런 진지한 물음은 한 인간의 정체성(identity)과

소명의식, 그리고 지향점을 점검하는데 반드시 필

요하다.  

11.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시

작된 것은 구한말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재판이 시

행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헌

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사법제도를 정비한 다

음 국민이 참다운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보면 우리나라 사법의 역사는

60여년 남짓하다. 내가 사법연수생으로서 교육을

받은 시점은 대략 그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그 전

후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정말 놀랄 정도

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판결문 작성 형태가 국

한문 혼용에서 한글전용으로, 수기에서 타자로, 그

리고 컴퓨터 작성으로, 절차진행도 아날로그 방식

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병행심리 방식에서 집중심

리방식으로 변하였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근대

사법제도를 계수하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앞질러, 몇 개 분야에서는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그

들 또한 놀라고 감탄하고 있을 정도다. 소액심판제

도와 등기의 전산화, 전자재판제도, 법정 변론의

녹취, 국민참여재판 등이 그렇다. 최근 자료를 보

면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민사사법제도가

연속 3년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고무적

인 일인 것은 틀림없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여의

치 못한 여건 속에서도 과로에 시달리면서 오직 사

명감 하나로 이만큼 쌓아올린 사법제도의 든든한

틀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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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사법 콘텐츠가 다른 나라

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국민들로

부터 우리 사법부가 만족할만한 신뢰수준에 이르고 있

는지를 생각하면 우울한 생각이 든다. 아직도 여전히

노력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는 물론 우리가 처한 사법 환경과 여건에 기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미흡한 것은 궁극적

으로 우리 책임이다. 우리는 기왕의 성과를 발판으로

심기일전하여 이제 그 위에 더욱 바람직한 사법의 미

래상을 굳건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깊이 고뇌하고 또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그리고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법관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지향점 

12. 법관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지향점에 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헌법 규정으로 대답할 수 있

다. 법관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① 정체성에 관하

여는, “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대

한민국의 법관이다(헌법 제101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의 수임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관은 신의 대행자다.

창조주인 신의 시선으로 볼 때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

하여 있든 평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한 인

간이 다른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

며, 그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한 인간이 부여받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무섭고도 두

려운 일이다. 이 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13. 나아가 ② 소명에 관하여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하는

점이다. 헌법 제103조가 이 점을 규정하고 있다. “법관

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법관의 직무와 그 수행방

법을 제시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달리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

관의 양심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관하여는 논의가 분분

하다. 양심의 자유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상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점 등에 대하여 그렇다.

뒤에서 이에 관하여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한마디로 말

하면 법관의 소명 또는 직무수행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양심이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내면의

목소리로서 이는 곧 신성(神性)에 통하는 것이며, 자연

법사상이자 한 인간의 잘 정돈된 고결한 인격의 총체

즉 ‘전인격(全人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그리고 ③ 법관의 지향점 즉 직무수행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헌법 제10조가 밝히

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항에서 말하는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지닌 국가

기관은 바로 법관이다. 법관은 바로 인간의 존엄이라

는 헌법이념에 복무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관하여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하였고, 우리가 정립하여

야 할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의 미래상은 무엇인

가”하는 점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병속에 담긴 편지(Message in a Bottle) 

15. 캐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병속에 담긴 편지(Mes-

sage in a Bottle)’라는 영화가 있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병속에 담아 바다에 띄워 보낸 한 남자의 편

지를 어떤 여자가 발견하고 사랑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다. 파울 첼란은 어떤 상의 수상기념 강연에서 시(詩)

를 ‘유리병 속에 넣어 바다에 던진 편지’에 비유한 바

있다. 낯선 땅에 있는 미래의 독자에게 전달될지도 모

르는 게 바로 자신의 시라는 말이다. 35년 전, 선배들

은 그런 의미의 유리병을 내게 띄워 보냈다. 나는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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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다를 건너 내 앞에 당도한, 그 유리병 속에 담

긴 편지를 지금 잠깐 개봉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

여 초심으로 돌아가 나의 선배들이 이제 법조인으

로 막 출발하려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였

던 몇 가지 당부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당부들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자책함과 동시

에 이를 다시 법관들에게 재전달함으로써 그분들

에 대한 죄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면해보고자 한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고전이 늘 새롭게 읽히듯이

오래 전 선배들의 말씀들은 지금도 내 가슴에서 여

전히 살아 숨을 쉬고 있다.  

16.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방순원 전 대법관

은 내가 가진 기록으로는 모두 연수원에 네 번 와

서 연수생들에게 조언을 하였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후 고독한 나의 법관 생활을 환히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되었다. ① 법률과 사람 앞에 겸허하라(사

람을 존중하고 우대하라.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는 습관을 가질 것.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②

법조인은 시험 복이 많은 사람이다. 법조인의 직무

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 매건 당사자, 상급심,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③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양심을 지켜라(불의를 내포한 지구덩이만한

황금과 자그만 조갯돌만한 만한 양심을 두고 나더

러 선택하라며 서슴지 않고 조갯돌의 양심을 택하

리라. 양심을 지키다 굶어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진대 여의치 않을 때 굶어죽어야 한다. 김병

로 전 대법원장은 법관이 굶어죽는 것은 영광이라

고까지 말씀하였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양심을 지

키고 살면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다). ④ 법관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

는가를 늘 생각하여야 하고, 부장이 된다, 법원장

이 된다 등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 법

관생활을 하든 불편하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법관은 의사처럼 일관하여 인술을 펴면서 명예롭

게 평생을 보내고, 의사가 마치 시골 작은 병원에

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으

로 보람을 삼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최선을 다하

되 지나치게 동료들과 경쟁의식을 가지지 말라. 그

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⑤ 경건한 신앙생활로

온유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17. 지도교수였던 유근완 서울고법부장판사는 해

박한 인문학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

와 표현에 관하여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었

다. ① 법률가는 실증주의자여야 한다. 항상 실증

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여야

한다. ② 판결 작성 시는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

에 따라라. 대상이 살아 움직이는 표현을 하여야

한다. ③ 좋은 판결을 작성하려면 문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끊임없이 독서를 하여야 한다.

④ 인간은 살아 있는 한 자기의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나는 우주와 같이 넓은 것이다. 내 인생의 전

부를 가지고 재판한다(법률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독서하고 인생의 깊고도

오묘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미론에 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오판 방지

를 위한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18. 교수였던 김학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절차진

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① 묵묵히 직무에 전념

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

라. 법조인은 화려한 직업이 아니다. ② 재판을 잘

한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판결문을 잘

쓴다는 뜻이다. 이는 실체에 부합하는 옳은 결론을

낸다는 뜻이다. 둘째는 재판 진행을 잘한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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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법관의 훌륭한 매너에서 오는 당사자의 승복

을 의미한다). - 여기서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

의 말이 생각난다. 재판이 공정하여야겠지만, 우선 그

에 앞서 공정하다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③

법정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각축장이다. 법관은 그

감정 또는 분위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부드러운 표

정으로 이야기 하면서 품위 있게 소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법관은 당사자, 상급심, 국민들로부터 감시를

받는다는 것 등이다.     

19. 당시 연수원 교수였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해와 표현에 관한 정연한 논리를 강조하였다. ① 판례

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판례를 많이 아는

것보다 논리적 사고력, 즉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중요하다. ② 그리하여 판결문 작성 시 판례에 신경을

쓴 나머지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어떠한 논리적 과정

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였는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

이 중요하다. 당사자의 설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③

문맥이 매끄럽게 되려면 평소 문장력을 가다듬는 훈

련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 시 당신의 이론을 대법원 사건의 재

판에 반영하였으며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하여 논리

정연하고 명쾌한 판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대법

원장으로 부임하여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는 파격

적인 언급으로 파란을 일으켰으나 내가 변호사 업무

를 해 보니 그런 주장은 옳은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이는 검찰의 적법절차 준수에 주의를 환기시키

는데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전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의 훈시를 통하여 당사자의 설

득과 인간에 대한 따듯한 배려를 강조하는 예술로서

의 재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0. 교수였던 이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문분야와 외국어공부, 법관의

정체성 유지를 강조하였다. ① 끈기가 있어야 하고 겸

손하여야 하며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신사답고

정직하며 용감하여야 한다. ② 최소한 하나의 전문분

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단연

코 내가 제일이라는 자신을 가질 정도의 실력을 갖추

어야 한다). ③ 선배들의 판결을 읽으면서 안목을 기

르고, 리걸 마인드 형성을 수단으로 대법원 판례를 연

구하되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다. ④ 판결 쓸 때 동원

하는 용어는 평생에 걸쳐 갈고 닦아야 한다. 터미널로

지(terminology)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⑤ 많은

사람과 사귀되 법관의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라.

수도승처럼 고립할 필요는 없다. - 어려운 주문이다.

이 말은, 법관으로 초임당시 20여명이던 친구들이 한

해 한명 꼴로 떨어져 나가 법관 근무 20년이 되니까

주변에 단 한명의 친구도 남아 있지 않더라는 어느 법

원장의 고백이 더 실감난다.   

어느 대법관의 퇴임사와 사표(師表)로서의 또 다른

한 대법관             

21. 박준서 대법관이 1999. 10. 8. 퇴임 시에 한 다음

과 같은 말은 내 가슴에 비명(碑銘)처럼 깊이 새겨졌

다. “사법은 보편타당한 원리를 단호히 수호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

다.”는 말씀이 그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

성의 실현이라는 이 모순된 두 가지 가치의 조화는 우

리가 사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궁극의 목표이며,

정의는 사랑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2003. 12. 5. 법

원장 회의를 통하여 “법관은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국민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양식을 설정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함으로써 법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부각시키는 반면, 박 전 대법관은 이

보다 앞서 정의실현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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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큰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박 전 대법관의 위와 같은 인식

은 고스란히 내게도 전해져서 이후 성전환 결정과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사건의 판결문에 인용되었

다. 나는 그런 선배들의 후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22. 우리 사법부에는 사표가 될 만한 선배들이 많

이 있다. 김병로 대법원장이 그렇고, 김홍섭 전 서

울고등법원장이 그러하며, 방순원 전 대법관이 또

그러하다. 최근에는 향토법관인 조무제 전 대법관

이 있다. 그분은 우리 법조 역사에 있어서 한 전설

(傳說)이다. 가까이에서 지켜 본 행적은 우리를 숙

연하게 한다. 누구든 그분을 닮고자 흉내를 낼 수

없으며, 어떤 말로도 그 인품과 언행을 표현할 길

없다. 마치 붓다가 가섭에게 한 송이 연꽃을 보여

주면서 불법(佛法)을 묵언으로 다 말한 것처럼, 누

가 내게 “좋은 법관 또는 좋은 법률가란 어떤 사람

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상과 같은 많

은 말보다 조용히 “조무제 전 대법관을 보라”고만

말하겠다. 다른 말은 모두 사족(蛇足)이고 췌언(贅

言)에 불과하다. 행동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

는 사람은 행동이 없다. 행동 안에는 말이 있으나

말 안에는 행동이 없다. 그분은 법관으로서 또는

법률가로서 귀감이 되는 모든 것을 말없이 그저 행

동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과거 불행했던 한 시대

에, 자리를 걸고 소신 있는 판결을 한 최고법원의

법관들도 여러 분 계신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내

가 걷는 길의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무언으

로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는 그분들의 사법철학과

삶의 태도를 자세히 언급할 여유가 없지만 우리는

그분들에 관한 일화와 자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 그 단순하고 숭고한 목표를 향하여

23. 이상과 같은 선배들의 가르침은 지난날 나의

전 법관생활을 통하여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

며 그 힘과 격려로 그토록 고독하고 힘든 직무를

오랜 세월, 부족하나마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었

다. 전적으로 좋은 지도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평소 써

둔 글을 정리하여 퇴임 직전 출간한 자료집이 ‘재

판의 법리와 현실’이라는 411면의 책이다. 한 권 분

량의 생각을 서너 페이지로 정리한다면, 그 책의

서문이 될 것이고, 이를 다시 몇 개의 문장으로 요

약한다면, 선배들의 가르침이 내 안에 살면서 이제

는 내 것이 된 다음 세 가지 수칙이 될 것이다. 첫

째는 사람과 법률 앞에 겸허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사물의

본질과 핵심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육상경기인 이

어달리기에서 먼저 달린 선수가 다음에 달릴 선수

에게 배턴을 넘겨주듯이 나는 선배들로부터 받은

법관의 수칙이자 덕목에 해당되는 이 배턴을 다시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은 앞서 소개한 ‘병속에 담긴 편지’이기도 하다.  

24. 법관도 사람인 이상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실

수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관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나 마땅히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존중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과 법리는 하나하나 남김없이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여야 한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관이 형법 조문도 제

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유죄선고를 할 수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예가 있었고, 판결 선고 3개월 전에

형법이 개정된 사실도 모른 채 벌금 24억 원을 일

당 800만원으로 계산하여 300일간의 노역장 유치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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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하기도 하였다(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했다). 이는 모두 법률 앞에 겸손하

지 못한 성급한 자세 때문에 저지른 오류다. 한편 많

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때 생각나는 문장이 이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스콧 피츠제랄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의 첫 문장이다.

“아들아, 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너보다 못한 환

경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법정에 오는 사

람들은 대부분 법관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들이다. 거기다가 그들은 일생일대의 크나큰 두려움

과 시련과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간한 담력이 있

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매우 긴장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런 저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 실수가

재판 진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법정이나 법관의 권

위와 존엄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지혜롭고 너

그럽게 마음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생전 그

런 일을 당한 바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다. 어떤 대학교수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을

인용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너보다 못한 사람의 싸

움에서는 져야 된다.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 때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용

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법률의 부

칙 등에 숨어 있는 뜻밖의 조항을 발견하여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배들

로부터 배운 첫째 가르침이다. 

25. 균형감각을 가지라는 두 번째 말은 법률가인 우

리가 종사하는 직역(職域)이 항상 가치가 충돌하는 분

쟁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도 그렇지만

사람의 언행과 그 결과를 시비선악(是非善惡)으로 갈

라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상 항상 공평무사(公

平無私)하여야 하며, 마음은 명경지수(明鏡止水)처럼

고요하여 상하좌우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다. 그래야 사물의 진면목이

거울 같은 그 마음에 비친다. 법적 안정성(정의)과 구

체적 타당성(사랑), 다수자와 소수자, 근로자와 사용

자, 소비자와 기업,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가해자

와 피해자, 공익과 사익,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

죄와 벌 등 어느 쪽으로도 결코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항목인 죄와 벌의 균형에 대하

여 잠시 생각해 본다. 어느 변호사의 회고담에 이런 사

연이 있다. 중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장과 합의를 마

쳤는데 판결을 쓰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도 메모지가

없었다고 한다. 부득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장과 다

시 합의를 하였는데 결론이 징역 3년이었다. 이후 책

상 서랍의 뒤로 넘어간 메모지가 발견되었는데 결론

을 보니 징역 5년이었다고 한다. 나는 뒤의 결론이 옳

다고 생각한다. 중형만이 옳은 판결이 아니며 또 그래

야만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앞

의 결론은 결국 죄와 벌의 균형에 문제가 있는 판결이

된다. 엄청나게 복이 많은 피고인이었다고 본다. 인간

의 실수도 이렇게 선용(善用)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26. 셋째는 사물에는 항상 본질과 핵심이 있기 마련

이다. 법관은 무수한 지엽말절의 포장(包裝)을 제거하

고 우거진 숲을 통과하여 곧바로 사물의 핵심에 도달

하는 예지(叡智)가 필요하며 이에 집중하는 것이 현안

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것은 직무 중 진실을

발견해가는 경로도 그렇지만, 법관은 오직 직무에만

전념할 뿐 그 외에는 일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

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간의 경험으로 비추

어 이상과 지도는 하나같이 옳고도 중요한 덕목임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양고전인 大學에

는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으니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안다

면 도에 가깝다(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

矣)”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곧 세 번째 수칙에 해당한

다. 첫 번째 수칙은 논어의 중심 사상인 인(仁)에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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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있으며, 두 번째 수칙은 중용지도(中庸之

道)에 기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첫 번째

경우, 사람과 법률이 충돌하면 인간 우선이라는 관

점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정의와 사랑)의 대립 시 지켜야 할 덕목이

다. 이 때 생각나는 것이 법률이 사람을 위하여 존

재하지 사람이 법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마치 성서에서 그리스도가 한 말, “안

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27. 이러한 세 가지 수칙을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인

다면 이렇다.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한 마디로 말하자

면 ‘인간의 존엄’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사람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존엄한

인간으로 죽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성을

상실하면 인간으로 죽을 수조차 없다. 이것이 한 인

간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률가로서의 직무수행의 중심단어(key word)를

‘인간의 존엄성’에 두어야 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천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목표와 지향점인 이 한마디가 내 안

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데 이만큼의 세월이 소

요되었다. 내 나름의 방안으로 관점과 시각을 바꾸

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것이 지금부터 제

시하고자 하는 법관을 포함한 사법부와 나아가서

는 법조계 전체에 대한 미래상이다. 법조계는 각자

방향을 달리하여 궁극적으로 좋은 재판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관들에 대한 이야기

는 곧 법조계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재판의 이념과 현실 - 하향성의 재판과 상향성

의 재판 

28.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은 추상적인 법규를 구

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판업무를 수

행한다. 그러자면 구체적인 사실의 인정이 필요하

고 또 거기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이 또한 요구된

다. 인정대상인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있은 과거지

사이며 이에 대한 증거는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

인들의 말과 글로 제시된다. 해석이 필요한 법령은

입법취지와 선례 및 논리와 경험칙을 종합하여 당

대에 가장 유효적절한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명징

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법령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하여 통제를 받으며 법관은 이

법령을 준거기준으로 삼아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

률효과 부여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

서 재판에 있어서 법관은 헌법의 아래, 법령과는 대

등한 자리에 위치한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인정

의 공간보다는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사정은 법정

공간의 각자의 위치 선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나는 법대가 방청석과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주장

에 반대한다. 그것은 법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징적

인 의미는 물론 심판자로서의 법관의 권위에 반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의 위치는 재판이라

는 국가기능적인 면을 감안한 공간적 배려일 뿐 실

제로 국가작용이 발동될 경우에는 내면으로는 심

리적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대가 법관

의 고정된 정위치라고 하여 그에 생각이 머물러 있

어서는 안 된다.    

29. 그러므로 법관은 몸은 법대에 앉아 있지만 마

음은 방청석에 두어야 한다. 법률과 그에 관련한

직무는 본래 보편성과 하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

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향성(下向性)의 재판이

다. 법률은 재판규범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

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 본래는 보통사람들이 겪는

일상을 위한 행위규범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법관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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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것이거나 법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통사람

을 위한 것이다. 행위규범으로서는 사람들에 대한 규

제와 지도체제이지만 재판규범으로서는 만인에 대한

권리장전(權利章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률이

법관 주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의

삶속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청준의 소설제목처럼 낮

은 데로 임하여야 한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말이다. 권위와 존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30. 사실심리 과정에서 법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

사자들이 당해 사안에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라”는 기본 수

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법관이 법률적

용이나 해석단계에서 동원할 규범적 언어를 무분별하

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법

정에서 당사자는 “돈을 갚았다”고 하는데 판사는 “돈

을 변제(辨濟)했다는 말이냐”고 되묻는 등으로, 당사

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래전

부터 민사판결의 주문에서도 “다 갚을 때까지”라는 표

현을 하고 있는 마당에 변제라는 규범적 언어를 강요

하거나 이를 도구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여서는 곤란하

다. 적어도 사실인정과정에서는 언중(言衆)이 실제 사

용하는 현장의 언어, 즉 실용적 언어를 구사하여야 한

다. 그것이 기본 수칙이다. 

31. 최근 수사기록에서 읽은 어떤 사연이다. 호주로

이민 가 그곳에서 30년을 살아온 한 부부가 그동안 갖

은 고생 끝에 생활이 안정되고 돈이 좀 모이자 부부는

고국에서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50억 원 상당의 임대

사업용 건물 한 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하여 민사재판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방은 이 부부의 신뢰성을 탄핵할 의도로 그들이 건물

을 매수하기 2개월 전인 2011년 1월경에 4개 호실에 대

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문제의 계약서 작성일이 매수 이후인 2011년 6월경으

로 알고 있던 부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들을 사문

서 위조로 고소하였다. 조사결과 문제의 계약서를

2011. 6.경에 작성한 것이 사실이나 다만, 작성일자를

2011년 1월 경으로 소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

났다. 젊은 여검사는, 사문서의 유형위조는 아니라는

법률적 관점에서, 30년간 해외에서 산 동포일 뿐 아니

라 그런 법리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모르는 50대 후반

의 부부에게 대여섯 차례나 반복하여, “상대방이 문서

를 위조한 것이 맞느냐 틀리냐”고 계속 추궁을 하였다.

이들은 “상대방이 2011년 6월에 작성하였는데 날짜를

그해 1월로 소급하였다고 말했으면 우리가 왜 고소를

했겠느냐,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답변을 하였다. 질문도 대답도 그런 방식으로 끝없이

반복된 끝에 이 검사는 상대방을 무혐의처분하고 이와

동시에 직권으로 두 사람 중 고소명의인인 처를 무고

죄로 입건, 기소를 하였다. 단순한 사실의 착오에 기인

한, 무고 범의가 없어 보이는 고소로 여겨지는 사안인

데도 말이다. 나는 법률전문가와 법률을 모르는 일반

인 사이에서 발생한, 규범적 언어와 실용적 언어의 이

극명한 괴리가 빚어내는 비극적인 현장을 바라보는 순

간, 무언가 영문을 알 수 없는 어떤 아련한 슬픔 같은

것을 느꼈다.      

32. 앞서 재판에 있어서의 법관의 자리가 사실인정

보다는 위지만, 법령과 대등한 자리, 헌법보다는 아래

에 있다고 하였다. 재판은 곧 ‘이것이 법’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이는 바로 국가의사라는 점에서 법령과 대

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법

률이 헌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과 마

찬가지로 법관은 헌법기관이면서 헌법이념에 의하여

자신이 하는 모든 직무가 통제되어야 한다.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의 추구, 자유권과 생존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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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권, 국민의 재산권 보장, 법률유보에 있어

서의 비례와 형평의 원칙, 신의칙과 과잉규제금지

의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 등, 이러한 불멸의 권리

장전 등은 법관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한

다. 이것이 바로 상향성(上向性)의 재판이다. 이것

을 바로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의 허다한 직무에 매몰되어 법관의 직무수행

의 바탕이 되는 자연법적인 가치를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관은 언제나 그 직무의 지향

점이 위에 있는 헌법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지금

이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매일 같이 수시

로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법정에 부는 바람 - 순풍의 재판과 폭풍의 재판 

33. 내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28층 높이의 한 주거에서, 바람이 아주 알맞게 부

는 쾌청의 날씨에,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바

다를 내려다보면, 거기 여러 척의 작은 돛배들이 기

분 좋게 물위를 떠가는 것이 보인다. 과거 동력선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하

여는 바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 경우의 바

람은 일종의 권력이다. 돛배의 추진력이기도 하고

생존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돛배는 바람의 유무와

강도를 조절할 수 없다. 그저 순응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 바다에서 돛배에 실려 가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삶의 짐이고, 그 짐에 묻어가는 인생사의 애환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말하자

면, 우리는 그 많고 많은 사연의 바다 위를 떠가고

있는 셈이다.  

34.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들의 활동공간인 법정

을 바다라고 한다면, 바람은 법대에 앉은 법관의

언행이다. 돛배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될 것이다.

바람은 순풍이 있고, 폭풍이 있는가하면 무풍이 있

다. 무풍에는 배가 나아갈 수 없다. 이 지대에 갇혀

장기간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

다. 폭풍에는 여간 숙련된 선원이 아니라면 돛대는

부러지고 배는 춤추다가 깨어지고 만다. 그러나 바

다에 잔잔한 순풍이 불면 돛배는 기분 좋게 빠른

속도로 바다를 항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목표지점

에 곱게 밀려서 들어간다. 이 때 떠오르는 이미지

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 내가 바라

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고 했으니” 시인 이육사가 쓴 ‘청포도’라는 시(詩)의

일절이다. 때로는 다른 지점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

는 선원의 조타(操舵) 잘못일 경우도 있다. 간혹 바

람이 강도나 방향을 바꾸어 돛배를 목적지로 자연

스럽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보기 드문 경우로서 당자로서는 대단한 행

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35. 법정에 부는 순풍은 이런 것이다. ① 맑고 따

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표정, ② 명료하고 듣기 좋

은 목소리, ③ 사안의 쟁점을 꿰뚫어보는 눈부신

혜안, ④ 삼엄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격조 높은 유

머, ⑤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훈훈한 마음이 전

해지는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화술 등 이런 재판

진행을 보는 것은 변호사와 당사자들에게는 가히

축복이다. 이와는 달리, 드물게는 ① 바깥에서부터

들어서기가 괜히 주뼛거려지고, 오늘도 잘못하다

가 또 혼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레 걱정이 앞서

는 법정, ② 왠지 모르게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는

법정, ③ 사실관계에서 시작하여 법리는 물론 판례

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거론하면

서, 시종일관 재판장이 쉴 새 없이 훈시를 하는 법

정, ④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묻는 말에 답 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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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윽박지르는 한편, 사소한 잘못을 만인 앞에서

크게 질책하고 여차하면 신병을 구금하겠다거나 그러

지 않은 것을 큰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감사하게 하

는 법정, ⑤ 재판을 마치고 나면 등에서 진땀이 나고,

굴욕감과 자괴감이 느껴지는 무서운 법정이 있다. 권

력이 폭풍으로 돌변하여 휘몰아치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법정이다. 그런가하면, ① 당사자나 대리인

이 쟁점과 무관한 논란으로 서로 공방을 거듭하면서

재판이 지리멸렬하게 변하고 있는데도 고도의 인내심

을 발휘하여 그대로 내버려두는 법정, ② 더 나아가

당사자가 대리인인 변호사를 모욕하든 말든, 당사자

끼리 소리를 내어 다투든 말든, 이를 그대로 방치하다

시피 하는 법정, ③ 본인 소송의 당사자에게 절차의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지나치게

친절하려고 애를 쓰는 법정이 있다. 무풍의 법정이다. 

36. 법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공간, 다시 말하면 국가

사법권의 실현을 위한 실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

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현장으로

서 법정은 질서정연하되 엄숙하면서 품위가 있어야 한

다. 절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명예로워

야 한다. 한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일대에 한번 있

을까 말까한, 인생의 중대사가 논의되는, 대단히 절박

하고 심각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사람들이 편

안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야 한다. 그러잖아도 피고인이나 당사자는 잔뜩 겁을

먹고 있으며 한껏 주눅이 들어 있다. 거기에 법관마저

나서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면 그들이 심중에 있는

말을 어떻게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어떤

어조는 희망이고 기쁨이고, 어떤 어조는 절망이다. 말

의 내용보다 중요한 어조여(정현종)”하는 시가 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다. 법정은 법관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자, 주된 활동무

대다. 그런 뜻에서 법정은 세상을 보는 법원의 눈이자

법원의 가슴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법정의 중앙에 좌

정하는 법관이 어떤 눈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관

점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시선 등이 모두 달라진다.

특히 따뜻한 눈이냐, 차가운 눈이냐 하는 시선의 온도

에 따라 법정의 온도가 달라지고, 법정의 온도에 따라

법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법정의 분위기가 재판의

품격을 좌우한다. 

37. 현악기가 좋은 음을 내기 위하여 줄이 너무 느슨

하여도 아니 되고, 너무 팽팽하여도 아니 된다. 전자

의 경우에는 아예 음이 나올 수가 없고, 후자의 경우

에는 연주도중 줄이 터져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가 있다. 잘 조율된 적정 장력(張力)으로 필요한 정도

만큼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줄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쾌청의 날씨에 알맞은 강도

와 방향의 바람이 적당히 부는 바다에 뜬 돛배가 순항

하듯이 그런 분위기의 법정이야말로 평화롭고 만족스

러운 해결을 향한 멋진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재판의 기법과 지혜 - 과학으로서의 재판과 예술

로서의 재판

38. 그렇다면 재판은 과학인가, 예술인가. 재판은 그

기본적 소양과 지식을 법학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법학은 사회과학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재판의 구조

가 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과 법률효과 부여를, 엄밀

한 논리법칙에 따른다는 점에서 과학인 점은 우선 부

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논리가 지배하는 과학만

으로 복잡다단한 인간의 문제를 논단할 수 없는 것 또

한 당연하다. 그런 뜻에서 미국의 홈즈 대법관은 “법

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라고 언명한 바 있

다. 한성수 전 대법관은 “사실심 법관은 우선 직관에

의하여 판결의 결론에 도달한 뒤에 그 결론 자체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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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결함 유무를 법규범이라는 대전제와 사실

이라는 소전제로 되돌아가 확인 검증하는 것”이라

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발견은

직관에 의하여, 증명은 논리에 의하여”가 될 것이

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직관은 막연한 추단

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고

도로 훈련된 수준 높은 직관이어야 할 것이다. 직

관은 불가불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상상력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39. 다른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소설가 김동

리와 시인 서정주 사이의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운

다”는 일화가 있다. 이를 재판에 원용하여 설명하

면 이렇다. 김동리가 나중에 읊은, “벙어리도 꼬집

히면 운다”는 점에 관하여는 꼬집힌 사실만 발견하

면 그 결과로서 울었다는 사실은 쉽게 드러날 것이

다. 단순논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먼저 읊

은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운다”는 점에 관하여는 두

사실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와 증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법관의 상상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인간이 본래 지·정·의가 결합된 복

잡 미묘한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려면 법관은 로

고스(logos)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파토스

(pathos)와 에토스(ethos)가 있어야 한다.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에는 이성이 이끄는 로고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의 동기와 그

배경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숨은 파토스를 간과하

여서도 아니 된다. 나아가 법관은 그 자세와 성품

이 맑고 드높은 에토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

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 자질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두루 지니

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률가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법률이 추구하는 법적 안정

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구현, 다시 말하면,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40.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학장인 래리 크래머

(Larry Krammer)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훌

륭한 법률가는 우선 법률가답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

고 법률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

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인간과 인간 생명의 복

잡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추상적인 법원칙

을 실제 상황에 윤리적이고 정의의 공정성이 실현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

보다도 법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로스쿨의 1학년 과정을 학

생들이 그나름의 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데 할

애한다. 법률가는 창의적이야 하고 상상력이 풍부

해야 한다. 법률가는 법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

향을 미치는 지를 생각해야 하고 법제도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멋진 지적 능력이고 우리

는 그 능력을 계발하여야 한다.”고 말이다.   

41.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은 노동이고,

손과 머리로 하는 것은 기술이며, 손과 머리와 가

슴으로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좋

은 재판을 위하여는 우선 추론과 논증의 능력이 필

요하다. 이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의 훈련

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갖게 되는 그 능력은 일

종의 기술일 것이다. 그러나 판단 대상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인 경우에는 그 능력은 기술 이상의 것

으로서 판단자의 전인격을 요한다. 그 때 기술은

예술이 된다. 미국의 전(前) 법관인 러니드 핸드

(Learned Hand)는, “나는 법관의 업무가 예술(art)

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이나 조각가의 작업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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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진실발견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경험과

전인격으로 창의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선택하

는 예술가다.” 한성수 전 대법관은, “입법자는 작곡을

하는 사람이고, 법학자는 악보를 해석하는 사람이며,

법관은 악보를 해석하고 또 실제로 연주를 하는 사람

으로서, 그들은 모두 예술가다.”라고 말한 바 있다. 

42. 화가 앙리 마티스는 “내가 꿈꾸는 것은 균형의 예

술이다”라고 말하였다.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자신의

미학이론에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이 예술”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균형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

여 과학과 예술이 만나게 된다. 재판이라는 국가의 사

법작용은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

다. 과학의 옷을 입은 예술의 실체, 그것이 바로 우리

가 지향하는 재판의 미래다. 따라서 모름지기 법관은

과학자다운 냉정과 예술가다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과학, 단순한 논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는 복잡

하고 어려운 사건이 많은 것이 우리의 재판 현장이다.

지⋅정⋅의와 영혼이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정교하게

결합된 존재로서, 삶을 통하여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

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뜨거운 인간을, 어떻게 차디찬

논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재단(裁斷)할 수 있겠는가. 

재판의 열매와 빛 - 여명(黎明)의 재판과 일몰(日

沒)의 재판  

43. 나희덕 시인이 어떤 강연에서 여명과 일몰의 차

이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청중들이 내

놓은 대답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명이 사랑이

라면 일몰은 연민”이라는 비유였다는 것이다. 여명과

일몰은 둘 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현상이지만 그 느

낌은 사뭇 다르다. 빛이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것이

여명이라면 일몰은 빛이 어둠에 묻히며 사라지는 것

이기에 그렇다. 전자는 페이드 인(fade in)의 방식으

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온 누리에 확산되는 현상이

고, 후자는 페이드 아웃(fade out)의 방식으로 어둠에

밀려 서서히 빛이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다. 꽃으로 말

하자면 여명은 장미, 일몰은 모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명은 소망과 환희, 그리고 행복을 은유하는

것이고, 일몰은 비탄과 우수(憂愁), 그리고 불행을 은

유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트는 장면을 보려고

몰려드는가 하면, 해지는 광경을 보려고 걸음을 멈추

고 넋을 잃는다. 마치 출생과 죽음이 그러하듯이 전자

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지만, 후자

는 대체로 불타는 노을에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대입하면서 잠시 동안 맑은 물처럼 가슴 저 밑

바닥에 고이는 알 수 없는 우수(憂愁)를 주체하지 못

한다.     

44.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토로스는 프랑스 마르세

이유에서 지중해를 빠져나가 브라질의 원주민 거주지

로 향하는 선박 안에서 본 일몰을 그가 쓴 명저 ‘슬픈

열대’에서 10여 페이지나 되는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황혼은 하루의 반복”이라는 말로 그 느낌을 정리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슬픔은 그 뿌

리가 깊고 오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나는 또 우

리 법정의 분위기와 재판의 결과가 모란꽃빛의 우울

하고 서글픈 색조가 아니라 여명의 기운차고 환한 장

밋빛 색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행

과 슬픔으로 야기된 삶의 트라우마는 그 치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5. 지난 정부시절에 준설선을 보유하여 4대강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있었다. 자력의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에 수천마력의 엔진으로 가동하는 건설기계

를 장착한 준설선은 길이가 70여 미터, 총톤수 4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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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장비로서 공사로 인한 이

득금이 큰 반면, 이동(移動)과 운행에 사고도 잦아

여러 가지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다. 이로 인한 민

사 쟁송이 20여건이나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하여 사기, 배임, 횡령 등 여

러 건의 형사고소를 개시하였다. 상당부분은 이를

잘 방어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선

고받고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한 사건이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그

는 개조 및 수리과정을 통하여 등기부 상 준설선 A

→ 준설선 B → 준설선 C로 최종 변경된 준설선을

한 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준설선 A(딸의 명

의)는 이미 과거에 멸실되고, 한참 후에 준설선 B

를 신조하였으나 당국에 준설선 신조허가를 받기

가 어려워 피고인은 A의 등기(표제부)를 B의 등기

로 유용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무

효의 등기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설선 A에 근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참여한 상

태에서 준설선 C로 수리하여 그 제원으로 새로이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준설선 A가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그 딸 명의였고, 등기부상 선박은 이

미 오래 전에 멸실되고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46. 기소 내용은 피고인이 딸 명의로 선박장비임

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근저당설정등

기를 하고 난 후 준설선 A의 선명을 준설선 C로 바

꾼 다음, 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피

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 및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었다(다만 종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조금 못

미치는 數額의 가압류 등기는 되어 있었다). 제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선고당일 법정

구속하였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고 문제 있

는 구금이었다. 왜냐하면, 형법 제322조의 권리행

사방해죄의 대상 물건은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앞부분에서는 문제

의‘준설선이 피고인의 딸 명의’라고 기재하고서는

뒷부분에서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이

라는 전후 모순된 기재를 함으로써 공소장 기재 자

체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법관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

도 과감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병을 구금한 것이다. 

47.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를 지적하

고 선고 직후 곧바로 보석허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그는 나이 70세에 가까웠고 폐암수술이후 계속하

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항소법

원은 배임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

당기간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에도 준설선 A가 이미 멸실되고 없는 선박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내 소견으로는 법률

상 배임에 해당될 여지 또한 없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한 민사 분쟁 사건이 다수 계속 중이어서 관련

사건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제발 불구속 상

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토록 간곡한 호소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불허함으로

써, 많은 증거를 본인만이 조사⋅정리가 가능한 상

태였던 피고인은 이후 민사 쟁송에서 효율적인 항

쟁에 실패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줄줄이 패

소하고 말았다. 이후 선고 시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선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

도 적어도 절차 진행만은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

는 사건이었는데도 말이다. 결국 피고인은 그 때문

에 모든 것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안타깝게도 법관

이 형법에 규정된 명문의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정구속

시
|  

수
필

|  
기

행
문

1-제33호 시수필 185-335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8  페이지 204



부산지방변호사회•205

까지 한 잘못,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과 이에 근거한

불구속재판 원칙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항소법원이

끝까지 구속재판을 유지한 것 또한 그 한 원인이 되었

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재판을 피고인과 그

가족을 비탄과 회복불능의 사태에 빠뜨리는 일몰의

재판이라고 표현한다. 

48.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년 9개월간 성공적으로 근무

중이던 한 젊은 우수 경찰관이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유는 시험에 부정행위

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지방청의 경위

이던 원고의 아버지가 동료 경찰관인 시험관에게 “우

리 아들이 오늘 시험을 친다. 좀 챙겨라”는 취지의 말

을 하였고, 이 때문에 달리기 체력이 미달인데도 부정

합격을 시켰다는 것이다. 당일 체력검증에서 낙방한

여자 수험생 한 사람이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앙에서 감찰관들이 내려와 지방청의 관계 경찰관들

을 모텔에다 불러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결과 부정

합격이라는 뚜렷한 진술과 자료도 없으면서 원고의

아버지를 포함한 관계 경찰관 6 - 7명 전원을 정직에

서 견책까지 징계조치 한 다음,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관망하다가 탄원이 계속되자 결국 원고에 대하

여 합격취소와 함께 임용취소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다. 

49. 원고의 아버지가 동료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이

오늘 시험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원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관이 되고자 대학에서 4년간

경찰행정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키 180cm, 체중 74kg

의 건장한 청년으로 평소 달리기 체력은 과락 기준점

인 15.4를 앞서는 13.5정도였다. 문제는 원고가 체력

검증을 위한 100m 달리기를 하던 중 코스의 3분의 2

지점에서 갑자기 다리가 쥐가 나 도중에서 절뚝거리

면서 달리기를 포기한 채 트랙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

이다. 이후 시험관의 간단한 처치를 거쳐 곧바로 재측

정에 투입되었으나 두 번째도 제대로 주파를 하지 못

하였다. 충분한 휴식이 있은 후 세 번째 달려 무사히

기준치를 통과하여 합격판정을 받았다. 민원을 제기

한 수험생은 당시 원고가 사전 출발을 하였고, 결승점

도착 직전에 시험관이 미리 초시계를 눌러 시간을 단

축시켜 원고를 부정합격 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서 긴장한 탓에 갑자기 발생한 그와 같은

돌발사태에 대한 처치 매뉴얼이나 특별한 지시사항도

없었고, 원고를 위한 적절한 처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

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사전 출발이나 도착 전

에 초시계를 눌렀다는 점에 대하여도 뚜렷한 증거도

없었다. 경찰관의 감찰 내용은 ‘시험관리의 부적절’이

그 이유였을 뿐이었다. 원고 아버지의 부탁이 원고의

부정합격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

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로서는 경찰관이 되기 위한 4년간의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5년간 공직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

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0. 항소법원 재판장은 추가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가 임용취소 전에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곧바로 처분에 나아간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한 번 뛰어

보지요” 하였다. 대리인인 나는 그 말을 예사로 듣고

“처분 전에 그랬다면 원고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그냥 넘어갔고 사건은 결심이 되었다.

사무실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법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체력측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

는 뜻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리하여 나

는 체력검증을 목적으로 한 특이한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은 금방 채택되었다. 이후 재판부는 변경되었으

나 새 재판부는 전임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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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원고에 대한 체력검증

을 실시하게 되었다. 

51. 항소법원의 재판부 법관 3인이 주관하고, 원

고 본인과 대리인, 피고 소송수행자 등 참여하에,

수험 당일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100m 달리기 체력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면에 사전 표시된 100m 트랙 구간이 정확한가

를 준비된 줄자로 이상 없음을 확인한 연후에, 출

발선에서는 피고 측 직원이 원고에게 주의사항을

시달한 다음, 노란 깃발로 출발신호를 하고, 도착

선에서는 피고 소송수행자, 재판장, 원고 측 직원

이 각각 스톱워치로 원고의 100m 주파 기록을 측

정하였다. 사실 원고 대리인인 나는 조마조마하였

다. 그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원고는 연습이 전혀

안된 상태인데다가 체중도 많이 불었다. 그러나 측

정 결과, 당초 시험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12.94초, 재판장은 13.26

초, 원고 측 직원은 13.56초를 기록하였다. 단 1회

의 주파로 측정이 종료되었다. 현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만하게 측정이 마무리 되었다.

사실 이 특이한 방식의 검증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합격결정과 임용취소를 단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쳤어야 할 선행절차를 뒤늦게 법원이 대행한 것

이다.  

52. 당초 경찰관 공채시험의 100m 달리기 과락

기준이 15.4초임에 비추어 이로써 원고의 이 부분

체력은 그를 합격으로 판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

었음이 사후에 입증된 셈이었다. 나아가 이는 또

원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원고의 체력을 염

려하여 동료 경찰관에게 합격을 부탁할 아무런 이

유도 없다는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고 당일 원고에

게 최초의 주파 도중 다리에 쥐가 나는 불상사만

없었다면 단 한 번의 달리기로 측정은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아들이 시험

친다”는 그런 정도의 말은 그야말로 인사치레에 불

과한 것이었다는 점 또한 뒤늦게 확인된 것이었다.

피고는 제3자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제보를 근거로

본청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 조직보호라는 미명하

에 하급관서의 힘없는 경찰관들을 모텔에 불러 장

시간 불편한 자세에서 조사를 받게 하면서 그에게

진술과 관련하여 모종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암시

하면서 그들을 징계하고 무고한 한 수험생에게 부

정행위라는 낙인을 찍어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와

함께 5년간의 공직시험 응시불가라는 참으로 터무

니없는 제한을 가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에 대한 사

법통제기능을 발휘하여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 것

이다. 이런 재판을 나는 사건관계자들에게 법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소망을 안겨주는

이른바 여명의 재판이라고 표현한다. 

법관의 양심(良心)과 그 정체, 그리고 상식(常識)

53.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의 양심이 무엇인

가에 관하여 의견이 많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2항

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것과도 그 의미가 사뭇 다

를 것이다. 상식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으나

그것은 원론적인 언급일 뿐 언제나 그래야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

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식을 깨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법관의

양심이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법

관의 양심은 여론에 의한 심리강제를 당당하게 극

복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특수한 성향과 기질,

주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밖에 법원 안팎

의 구구한 주장과 요구를 극복하여야 하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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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부당(不偏不黨)의 객관적인 헌법 이념과 도저(到

底)한 진리와 진실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4. 담론(談論)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법관의 양

심은 ① 주관적 자의와 독단을 벗어나 객관화되어야

하고, 집단적 공감성,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②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③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인간적 한

계와 불완전성을 인식하면서, 옳다는 것은 언제나 상

대적이라는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④ 헌

법 제103조의 양심은 직업적 양심이다. 따라서 개인

적 가치관과 정치관, 종교관을 배제하고 불편부당한

자세에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심판하여야

한다. 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

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

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언제나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등

이다.  

55. 전적으로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법관

의 양심(良心)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으며 그 실천덕목

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논급된 바가 없다. 이

제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양심이란 단어

는 본래 서양법제도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다. 동양

에서도 일본헌법이 “법관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

행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양심(良心)이

란 단어를 양지양능(良知良能)이란 단어와 함께 최초

로 사용한 사람은 맹자(孟子)다. 이때 ‘양(良)’이라는

글자의 뜻은 “본래부터 타고 난다”는 의미다. 고대 동

양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자 바탕을 양심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길이자 참다운 삶

의 길을, 양심(良心) 또는 도(道)와 리(理) 등으로 표현

하였던 것이다. 군자는 모름지기 사물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위하여 양심을 계발⋅형성하여 이를

끊임없이 함양⋅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6. 맹자는 공자가 제시한 다섯 가지 덕목인 인의예

지신(仁義禮智信)을 차용하여 그 중 신(信)은 네 가지

덕목의 결과로 판단하여 이를 버리고,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목으로 양심 즉, 참다운 인간의 길을 제시하였

다. 그것이 바로 맹자가 주창한 사단설(四端說)이다.

① 惻隱之心仁之端(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② 羞惡之

心義之端(부당한 일을 보면 혐오하며 자신의 결점을

부끄러워하는 정의감) ③ 辭讓之心禮之端(나를 낮추

어 남과 조화를 이루는 겸손함) ④ 是非之心智之端(옳

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능력)이 그것들이다.

양심은 위와 같은 사단(四端)이 잘 조화되어 발효⋅숙

성하여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때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법관의 지

⋅정⋅의와 영성 또는 인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57. 고대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사물의 본성 또는 진

리의 본체를 이데아(Idea)로 지칭하였다. 바로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인간의 길인 양심에 대응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주저(主著)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이데아의 표현방법 또는 설득

의 비법으로 로고스(logos)와 파토스(pathos) 및 에토

스(ethos)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또한 법관의 지성과

감성 및 의지와 영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결국 동서양

은 모두 사람의 도(道)와 문제해결의 핵심 비법은 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및 영성이 총동원되어야

하고, 이것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원활하게 작동되어

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양

심은 내면의 소리(inner voice)이자, 사람의 심층 저

변에 깔려 있는 신성(神性)과 그 신성에서 발산하는

거룩하고 조화로운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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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양심을 읽어내는 가장 좋은 창이 눈동자라고

하였다. 눈동자가 바로 양심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본 것이다. 법관의 언행과 표정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메라비언의 법칙에서도 시각의 중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58. 한편 법관의 양심은 당대의 상식에 바탕을 두

어야 한다는 지적은 기본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

러나 법관의 양심은 이상과 같이 자연법사상이나

문자로 화체(化體)된 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념을 지도원리로 하기 때문에 상식보다 수

준 높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당대의 상식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거나, 그 상식이 잘못된 것인 경우에는 법관

의 양심이 나서서 이를 깰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와 같은 법관의 법창조적(法創造的)인 새로운 해석

에 의하여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버스 간에서 흑인과 백인이 동석(同席)할

수 없다는 상식이 잘못되었다면(로자 파크스 부인

의 경우), 법관의 양심이 들어 이를 깰 수 있어야

하고, 여성이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

더라도 법관이 양심이 이를 깰 수 있어야 하며, 성

전환은 있을 수 없다든가, 부부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도 그 상식이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것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반한다고 법관의 전인격적 양심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상식을 깰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한 공식으로 양심의

자유 ≧ 법관의 양심 ≧ 상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작동되는 법관의 양심은 헌법상 보

장된 국민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엄연히 상식에 바

탕을 두는 것으로서 그 상식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

이며 상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59. 다만, 법관의 양심이 상식을 통제하는 경우에

는 그럴만한 사정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관은 어느 누구든 이를 쉽게 폄하할 수 없는 정

도의 수준에 이르는 탄탄한 논리에 근거하여 새로

운 법리를 구성⋅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 시

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원리와 가

치 및 지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을 이해한 법관의 양심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

라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당사자나 국민

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해한 것은 오해받기

마련이고, 때로는 근거 없는 주관적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설득

에 실패할 때 튀는 판결(잘못된 판결)이 되는 것이

고, 설득에 성공할 때 소신판결(잘된 판결)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무런 사심(私心)이 없이 자신의

건전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잡은 자신의 양심

에 따라, 만약 그런 판단을 아니 한다면 자신의 전

인격이 허물어지리라는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

였는데도, 다중(多衆)의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법관이 설득에 실패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법관은 사안에 대한 이해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표현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표

현력이 부족하여 무죄판결 작성을 꺼린다거나, 표

현력이 부족하여 기왕의 상식을 깨뜨려야 하는데

도 그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

다. 법관은 자신의 수준 높은 양심이 빛을 발하여

야 할 사건을 언젠가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

다. 이를 겁내거나 이를 피하지 않으려면, 그리하

여 법관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自矜心)을 만천하

에 드러내 보이려면 사물에 대한 표현능력을 길러

야 한다. 나아가 이 지면은 그 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법관은 당대의

명문장가가 되어야 한다. 미려한 문장을 쓰라는 것

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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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둔, 명료하고 감동적인 판결,

단번에 핵심을 간파한 논리정연하고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판결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래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그 결론의 당부와 상관없이

함부로 법관의 판결에 대하여 이러니 저리니 입을 대

지 못할 것이다. 다만 법관의 양심은 법관이 개인적으

로 누리는 양심의 자유와는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

다. 이 점에 관하여는 더 깊게 논의하지 않겠다.  

재판의 실체와 절차 - 정의를 정의롭게 행하라  

60.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의 하나인 신명기는 고대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준칙이 들어있고, 오늘

날에도 적용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다수의 재판 수

칙으로도 읽을 수 있다. 자연법사상의 한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면 “정의를 정의롭게 행하라”는 것이다. 이 짧은 한 구

절은 정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양면의 지시를 한다. 전

자는 실체적 정의를, 후자는 절차적 정의를 말하고 있

는 것이다. 악인을 벌하는 목적으로서의 정의와 무고

한 자를 벌하지 않는 절차로서의 정의 말이다. 실체형

성에 해당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과거 절대주

의 국가에 있어서 제대로 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펼

치는 현명한 군주에 의하여도 그것이 가능하였다. 그

러나 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서양지성사(西洋知性史)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인류가 13세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피 흘

려 얻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물겨운 투

쟁에 의한 불멸의 권리장전(權利章典)은 바로 절차적

정의로서, 결과로서 주어진 정의이기 이전에 정의실

현의 과정 또한 적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될 때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객관적이고 정의롭다고 검증된 제도에

의하여 참다운 정의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61. 이상과 같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

장은 주로 또 다른 권력인 검찰과 행정청에 대한 사법

적 통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

판에 있어서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할 것과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고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도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

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규

정 등이 그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재판 현장은 아직도

여전히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절차가 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그토록 강조하였는데

도 어떤 법정은 변호인이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검사

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판단

은 법원이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制止)하기도 한

다. 그러면서도 그 법원이 필요한 판단을 제때에 해주

는 것도 아니다. 

62. 행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부실한 것도 여전하

다. 최근 세무조사 및 범직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같

은 법 제81조의 7, 같은 법 제81조의 8, 조세범처벌절

차법 제8조 등에 자세하게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정작

법원에서는 이러한 절차규정 불준수의 주장에 대한 관

심과 판단이 소극적이다. 심지어는 과세적부심 절차

에서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안도 일단 법원에 제소가

되면 청구기각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다. 거기다가 하급심 법원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국고

주의(國庫主義)의 성향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

람도 있다. 이처럼 사법의 행정에 대한 통제가 만족스

럽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법원은 주로 실

체 판단 중심으로 결론에 도달할 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대법원은 최근 세무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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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이 문제된 사안에서 국세기

본법상의 납세자 권리장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같은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조세행정(租稅行政)에 대한 적

법절차 준수와 이에 관한 헌법이념의 구현을 강력

하게 요구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

911 판결). 행정청에 대하여 정의를 정의롭게 행하

라는 사법부의 의지를 단호하게 선언한 기념비적

인 선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63. 대법원은 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

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

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고 수차에 걸쳐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

971 판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과 선례가 아무리 힘주어 적법

절차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현장에서 그 이

론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낱

경중미인(鏡中美人)에 불과한 치장일 뿐이다. 국

고와 공익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추상개

념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한껏 밝은 눈으로 행정

작용의 절차 준수여부를 들여다보고 이를 적절하

게 통제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

관행이 시정될 것이다.  

64. 또 다른 관점에서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

다. 바로 재판의 절차 지연이다. 물론 재판의 결과

가 그 절차보다 중요하지만, 재판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와 진행상의 여러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

로 그것이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

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가 옳다고 하더라

도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상처투성이의 승소는 바

람직하지 못하다. 다음의 예를 본다. 원고의 남편

인 망인은 국내 유명 정보통신회사에서 30년간 내

근 업무에 종사하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외근

으로 배치되었다. 자기보다 열 살이나 아래인 직원

의 조수(助手)로 무더운 하절기에 전신주에 올라

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왼손 수지 몇 개의 장애가

있는데다가 일도 익숙지 못한 상태에서 초과근무

로 인터넷 선로연결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배치

전환 2개월 만에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특근

은 사망 직전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사망 전날

은 하루 종일 9시간을 전신주 위에서 작업을 하였

다. 망인에게는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나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 뿐 아니

라 자전거 타기 등의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오랫동

안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 망인의 사

망에 관하여 원처분청인 피고의 북부지사 자문의,

부산대학교 산업의학과, 주치의 등 전문가들의 소

견은 하나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결국 망인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초과근무로 인한 심신의 부담을 감

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

로 악화되어 갑자기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

자체에 의하여도 결론은 이미 정하여져 있었다. 판

례를 검색해 보니까 급성심장사(急性心臟死)에 관

한 몇 건의 서울, 대전, 대구 등 각 지역 고등법원

판결은 재해 인정에 소극적이었으나 그러한 판결

들은 대법원에서 대부분 파기되었다. 피고인 근로

복지공단은 다만 자금 고갈 등 무슨 내부 사정이

있어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유도한 뒤 항쟁을 하는

느낌이었다.   

시
|  

수
필

|  
기

행
문

1-제33호 시수필 185-335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8  페이지 210



부산지방변호사회•211

65. 나는 순진하게도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것으

로 예상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행정단독 재판 업무를

맡은,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법관은 재판을 시작

하면서 우선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일반 이론과 판례

및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한 처리방침 등을 약 5분간

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망인이 그간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여야 하고, 이 진료기록을 전문 병원에 보내

어 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다시 사실조회를 하는 등 모든 의문이 풀릴 때까지 변

론은 계속된다고 하였다. 소송지휘를 납득할 수가 없

어 간단히 무슨 말이든 하려고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부되었다. “이 사건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내가 하

자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망인에 대한

그리 많지 않은 진료기록이 제출되고 이에 대한 감정

의견이 근 1년 만에 도착되고 나서도 피고 측에서 억

지를 쓰면서 다시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끝도 없는

조사와 수개월씩이나 지연된 회신 등을 거쳐 제1심 법

원의 변론이 종결된 것을 소제기 후 1년 5개월이 지나

서였다. 그런 장기간의 조사 결과로 당초의 자료 해석

이 달라진 것은 당연히 아무 것도 없었다. 애당초 불

필요한 조사였기 때문이다. 나는 원고에게 “사정을 보

니 1심은 틀린 것 같으나 포기를 하고, 항소심에서 문

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고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66.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야 말로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재판

부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 또 타 지역의 한 국립대병원

에 망인의 병력에 관한 사실조회를 채택하면서 기일

을 추정으로 하였다. 회신이 오는 데만 수개월이 지났

고, 회신이 도착하였는데도 같은 재판부는 도무지 기

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기다리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기일지정을 하자, 뒤늦게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이후

재판부의 변동이 있었다. 항소이후 11개월 만에 고등

법원의 전(前) 재판부가 방치한 재판 진행을 위한 새

재판부의 첫 재판에 들어갔다. 재판장과 주심 법관이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곧바로 결심을 하면서 조정권

고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며칠 뒤 송달된 결정문은,

피고는 유족급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놀랍게도 소송

비용마저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처분취

소가 있으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것을 원

고의 양보로 보았던 것이다.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소제기 후 2년 7개월만이었다. 항소법원

새 재판부의 신속한 사건처리로 그나마 더 이상의 기

간 지연 없이 사안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정의는 실

현되었지만, 그 과정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지 마

음이 착잡하였다. 2년 7개월간 정의실현이 그와 같이

지연되면서 원고가 입은 상처와 법원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로 인한

법원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본다. 무엇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였던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

이다.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말한 것처럼 “지연된 정의

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다만 더 이상 불복의 여지없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완

결지은 최종 항소법원의 지혜로운 재판은 우리가 앞

서 논의한, 이른바 여명의 재판이었다. 늦었기는 하지

만 이 재판은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일몰의 재판을 신

속하게 시정한 멋진 반전(反轉)이었다.       

타블라 라사(tabula rasa)와 루빈의 꽃병(Rubin's

vase) 

67. 인간의 정신은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이 빈방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성숙한 인

간으로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존 로크(John

Locke)가 주창한 백지설(tabula rasa)이다. 법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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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사건의 재판에 최초로 임함에 있어 자신이 과거

에 가졌던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처리 경험은 말

할 것도 없고, 본인이 직접 겪은 체험으로부터 완

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일체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

리고 이상과 같은 타블라 라사의 상태에 놓여 있어

야 한다. 그리하여 그가 펼쳐놓은 백지위에 사건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하여야한다. 마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미술시험

으로 백지를 나누어주며 화제(畵題)를 제시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명한 교사처럼 말입니다. 법관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만 제시할 뿐 그림 속에 선 하

나라도 그어서는 안 된다. 가을 하늘처럼, 명경지

수처럼, 백지처럼 맑은 마음과 인격으로 작업을 시

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겨우 진실의 근처에라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68. 우리는 사물을 존재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

라 우리가 보는 대로 사물이 존재 한다. 그렇게 말

하면 대개 반신반의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증명

하는 실험이 있다. 독일의 게쉬탈트 심리학에서 행

하는 착시현상에 관한 실험이 그것이다. 덴마크의

행태주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Edgar Rubin)이

고안한 그림인 ‘루빈의 꽃병’을 보자. 보기에 따라

하얀 꽃병이 되기도 하고, 마주보는 두 사람의 검

은 얼굴이 되기도 한다. 흑백의 두 영역 중 무엇을

형태로 보고 무엇을 배경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진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는 과정은 이

처럼 일종의 흑백논리에 따른 극단적 편가르기라

는 것이 루빈의 주장이다. 꽃병이나 사람 얼굴 중

어느 하나를 볼 수 있을 뿐,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루빈의 꽃병 외에 곁들여

제시되는 그림으로 W. E. 힐의 ‘노파와 소녀’와 언

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주는 ‘오리와 토끼’

가 있다. 그림 속의 노파를 보면 소녀를 보지 못하

며, 소녀를 보면 노파를 보지 못한다. 또 오리를 보

면 토끼를 보지 못하며, 토끼를 보면 오리를 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한쪽만을

보는 사람들을 폴란드의 철학자 고디브스키는 특

히 ‘사고 분야의 고양이(cat)와 개(dog)’라고 명명

하였다. 틀에 박힌 사람을 카테고리스트(Cate-

gorist),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을 도그마티스

트(Dogmatist)라고 하는데, 그 첫 세 단어를 따와

서 그렇게 빈정거린 것이다.  

69. 재판실무에서 이상과 같은 관점의 차이에 따

라 사실인정이 전혀 달라지는 사안이 있다. 뇌물수

수 사건에서 수령한 돈이 차용금일 경우다. 받은

돈을 뇌물로 보면 차용금이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

을 것이다. 그 돈을 차용금으로 보면 뇌물에 관한

증거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상과 같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뇌물죄

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을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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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빌린 것인지의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

자와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

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가능

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여

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

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의 지침을 제시하

였다. 그리하여 재판 실무상으로는 경찰관 등 공무원

의 차용금 주장과 관련하여, 금품 공여자가 단속대상

자인 경우에는 순수한 차용금이 인정된 사안은 드물

고, ① 차용원금을 뇌물로 보는 경우, ② 금융이익을

뇌물로 보는 경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2590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

결 등 참조), ③ 묵시적 갈취로 보는 경우(대법원 5.

32. 선고 2011도39 판결 등 참조) 등의 3종으로 대별

되는 것이 보통이다. 

70.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위 3종의 구분이 대

부분 검사의 기소에서 판가름 나고 법원의 재판을 통

하여 ①이 ②나 ③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

물론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사안을 보면 ①이나 ② 및 ③이 쌍방의 지

위나 금품 공여 목적과 수액(數額) 및 수수(授受) 전후

의 사정과 태도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재판의

결과가 그렇다. 나는 이것을 순전히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연히 같은 시기에 비슷한 지위에 있는 공

무원에 대한 동종의 뇌물관련 사건을 변론하면서 양

자가 상호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원인사실에 대하

여 한 건은 차용원금을 뇌물로, 다른 한 건은 묵시적

공갈로 인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나 자신도 이해도 할 수 없

었거니와 의뢰인에게 각가 다른 점을 설명도 할 수도

없었다. 다른 한편이 검사를 잘 만났거나, 내 의뢰인

이 검사를 잘못 만났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고 내심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한쪽이 중형

의 실형선고에 해당하고, 다른 쪽이 가벼운 징역형이

나 집행유예 선고라면 마음은 아주 착잡하였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되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는 마음의

상처와 법원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히 짐

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71. 그러므로 법관은 당해 사안에 대한 모든 편견(동

종 유사 사안에 대한 이론과 선례 및 개인적인 경험

등)을 내려놓고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심리를 시작하

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관점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어 변론에 현출된 증거가 오히

려 그 생각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를 면밀히 점검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숙고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당초에 가졌던 잘못된 직

관을 고집하면서 그와 배치되는 모든 자료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최초의 결론을 밀어붙인다면 불가피하게

사태를 그르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법관의 안두(案頭)에 있는 작은 꽃들 - 직무수행준칙

72. 안토닌 가우디는 “예술가는 기념비가 필요 없다.

작품이 바로 기념비다.”라고 말했다. 법관은 기념비가

필요 없다. 좋은 재판이 곧 기념비다. 좋은 재판을 위

한 가장 간단한 비결이자 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은 잘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잘 듣기만 하여도 좋은 법관으로서의 자질 8할 정

도는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

체적인 생각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의 재

판에 관한 부분에서 청송지본(聽訟之本)은 재어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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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於愼獨)이라 하면서 소송을 청송(聽松)이라고

별칭하였다. 남의 송사에 임하여 재판을 하는 일의

기본은 곧 잘 듣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솔

로몬 왕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

러면 다 들어주리라” 했을 때 “백성들을 재판함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

였다(열왕기상 3장 9절).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이

대단히 감동하여, “네가 자신을 위하여 수명도 구

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

하는구나, 내 네가 너무 기특하여 네게 재판에 필

요한 지혜와 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더하여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에 세상의 수많은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다. 실제

로 솔로몬왕은 이로써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세상을 잘 듣게 해 주십시오”하고 구

했을 뿐인데 그 보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컸던 것이

다. 금강경을 비롯한 불경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如是我聞]”고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동양고

전 또한 공자왈(孔子曰), 맹자왈(孟子曰) 등으로 시

작한다. 정복자 칭기즈칸은 “내 귀가 나를 가르쳤

다”고 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한쪽이 말하면 다

른 쪽이 이를 잘 새겨듣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본이

다.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다음과 같은 말도 같은 취

지다. “처음에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

러나 마음이 고요해지자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

는 사실을 깨달았다.” 검사는 묻고 변호사는 말한

다. 그러나 판사는 듣는다.     

73.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하나의 선과 두 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구도의 바다가 아

름다운 것은 그 때문이다. 가장 큰 것이 가장 단순

하여 우리를 감동시킨다. 법관이 수호하여야 할 가

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 말이다. 공자의 제자 번수가 스승에게 물었다.

“지(智)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다시 제자가 물었다. “인(仁)이 무엇

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 작가 조앤 롤링은 2008. 6. 5. 하버드대 졸업

식 축사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상상력이 세

상을 바꾼다”고 말한바 있다. 장자는 “천하를 위한

답시고 목소리 높은 자보다 사람과 생명을 중히 여

기는 자에게 가히 세상을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밖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진리는 이와

같이 단순명료한 것이다. 복잡다기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74. 법률가는 사물에 대한 이해와 표현기법으로

서, 법철학적 도구개념을 이원론의 관점에서 명확

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사실과 의견,

인식과 의욕, 형식과 실질, 실체와 절차, 법적 안정

성과 구체적 타당성, 정의와 사랑, 공익과 사익, 시

간과 장소, 요건과 효과, 이론과 현장 등 이와 같은

상대 개념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우리는 개개의 개

념을 명석(明晳)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현상, 어떤 사물, 어떤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

(naming, labelling)과 책 한권 분량의 논의를 한

두 페이지 또는 한두 줄로 요약하는 능력은 일종의

추상화능력으로 법관의 창의력 향상에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본다.      

75. 검찰과 행정을 제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저

들은 공익(公益)이라는 추상성의 그늘 뒤에 숨어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격만을 논단

(論斷)한다. 죽은 논리(論理)의 칼로 함부로 생체

(生體)를 가르는 경우가 있다. 권력은 언제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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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례를 내세우면서 현실에 안주하려한다. 그러나

현장은 언제나 이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이론은 현장에 의하여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며, 현장과 유리된 이론은 깊

은 숙고를 거쳐 이에 대한 창조적 해석의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 이른바 헌법이념에 의한 현실통제와 죽은

이론을 검증하는 상향성의 재판 말이다.   

76. 사실인정의 바다는 무한히 넓고 깊다. 무한대의

우주와 지구영역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주거와 활동 영역 및 경험의 범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면 과연 얼마나 알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신임법관과 경력법관의 사실인정 능력의 차이는 미미

(微微)하다는 것이다. 뉴턴 같은 천재도, “진리의 대양

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는 다만 조개껍질 하나

만 줍다 가노라”고 술회하였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야 한다. 내가 연수생 시절 당시 대법관이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특강을 한 바 있다. 당신이 가장 경이

로운 것이 ‘라디오 방송에서 변호사가 전화로 하는,

‘즉문즉답의 법률상담’이라고 했다. 대법관인 자신은

지금도 늘 모르는 것뿐이고, 이건가 저건가 늘 알쏭달

쏭한데 어떻게 그렇게 번개 같은 답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었다. 또 어떤 대법관은 “문학에 입문하여 그간

내가 쓴 분량만큼의 글을 썼다면 꽤 괜찮은 작가가 되

지 않았을까” 하고 말하였다고 한다. 다른 분야와 달

리 오래 일한다고 결론에 이르는 길이 훤히 보이지도

않는 것이 법관의 직무다.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인

정의 문제이자 법관이 하는 재판이다. 그러므로 겸손

이란 말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다. 경력법관이 되면서

점점 늘어가는 것은 실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이

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자각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

다. 대개의 경우, 경력법관은 사건을 두려워하고 초임

법관은 사건을 경시한다. 경력법관은 머뭇거리고 초

임법관은 서둔다.  

77.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은 정체되어 있으나 현장

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양자는 항상 대립한다. 법적

안정성만을 고집하다가는 또 하나의 가치인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상여금이 통상임

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취지에 의한 과거 발생

의 임금 추가 부담으로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때는 다르게 본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 타당성과 형

평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둘러싸고 엄청난 국부

유출과 세금누락이 문제되자 이를 시정하려고 납세자

에게 신의칙을 적용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건강

보험실시를 두고 미가입자를 가입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벌금을 규정한 정부의 궁여지책에 대하

여 그것은 벌금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취지의 기묘한

해석으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이론이 현장

통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법이 죽

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법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하여 그 법을 살리는 것이 법관

의 임무이며, 바로 이것이 바로 법관의 법창조자(法創

造者)로서의 임무다.  

78.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로 패소당

사자를 위한 것이다. 승소한 당사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법원을 원망하지 아니 한다. 패소한

당자자라도 법원의 절차 진행자체가 나무랄 데가 없

다면 그 중 상당수는 원망을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이윽고 그 원망은 잦아들 것이다. 그러나 절차까지도

문제가 크다면 이는 달리 변명의 여지도 없고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재판장의 재판 진행 태도와 의견 및

당사자의 변론내용으로 볼 때 승소를 확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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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뜻밖에도 정반대의 결론으로 선고가 되

는 경우가 흔히 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망연자실

하거나 어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불의(不意타)의

타격은 아니 된다. 이런 경우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법정변론과 사무

실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가 다름을 개시(開示)하

고 관련 당사자로 하여금 주장과 증명을 보충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편 다른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이

너무 정직해도 곤란하다. 미처 보석허가 신청서류

나 중요한 제출서류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곧이곧

대로 보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보았다고

하고는 재판을 끝내고 나서 집무실에 올라가 금방

그 자료를 보면 된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

게 된다. 적법절차의 준수는 대개의 경우 법관이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

이다.  

79. 책을 읽고, 자연을 읽고, 사람을 읽고, 사건을

읽는 기술을 터득하는 등 세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한다. 모든 법률가가 그렇

지만, 책읽기(기록 읽기)와 글쓰기 및 대화, 특히

그중에서도 남의 말을 진득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법관으로서는 곤란하다.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여야 한다. 사람

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

렇지 않다면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한다.  

80. 노자는 그의 주저(主著) 도덕경(道德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최상의 군주는 백성들

이 그가 군주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大上下知有之). 백성들이 군주라는 것을 알고 존

경하는 군주는 그보다 못한 군주다(其次親譽之).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는 그보다 더 못한 군주

다(其次畏之). 당사자들이 경멸하는 군주는 그보

다 훨씬 더 못한 군주다(其次侮之). 믿음을 주지 못

하면, 믿음을 얻지 못한다(信不足 安有不信). 훌륭

한 군주는 말을 소중이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

야 한다(猶乎其言也). 좋은 군주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법석 떨며 뽐내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우리가 해낸 거야(成事道功 以百姓

曰自然也).” 군주를 법관으로 바꾸어 읽으면 그대

로 법관에게도 적용된다.  

81. 법관에게 세상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배당되면 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역

사는 자유의지의 자기발전과정(헤겔)’이기 때문에,

내가 안하더라도 누군가, 언젠가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변화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법관은 역사에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에게 무

슨 불이익이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은

바로 그러한 용기 있는 법관들의 희생에 의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

의 역할이 필요하다.  

실수는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82. 최선을 다하였으면 결론이 틀리는 등으로 실

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법관도 사람

인 이상 실수할 수 있다. 본의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판(誤判)은 피할 수 없다. 실수하는 것보다 더 잘

못된 것은 그 실수를 기억하고 그에 집착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직무를 향하여 심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깨끗이 털어버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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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지 않는 것이다. 조지훈 시인이 번역한 채근담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바람이 성긴  대숲을 지

나매 바람이 지나가면 대가 소리를 지니지 않고, 기러

기가 차운 못을 지나매 기러기 가고 난 다음에 못이

그림자를 머무르지 않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

기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

도 따라서 비나니라.” 상급심에서 자신의 결론이 뒤바

뀌는 것에도 크게 개의치 말아야 한다. 그런 기록 보

유에 신경 쓰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고,

법관의 좋은 징표인 지적 용기와 창의력을 잃고 말 것

이다. 세월이 지나면 때로는 자신이 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이 그 판결을 뒤집은 제2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

최초의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볼 수 있

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관이 자신의 전인

격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면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

예시하는 몇 가지 사례들은 인간능력의 한계와 재판

의 두려움을 실감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실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83. 미국의 인권변호사인 브라이언 스티븐슨(Bryan

Stevenson)이 TED 연단에 서서 말한 바에 따르면, 미

국 사형수 9명 중 1명이 사후에 무죄로 밝혀진다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하고 있다. 그 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오제이심슨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84. 여성 A가 독극물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였다. 경

찰은 그 여성과 혼인 전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

B를 용의자로 입건, 구속하였다. 그러자 그 남자의 아

내인 C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을 하였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고아원에서 함께 지낸 친구인 A양을 저

녁식사에 초대해 쥐약을 먹여 살해했다는 것이다. 동

기는 A양이 남편을 좋아해 질투심에서 그랬다는 것이

다. 동기와 정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자 검찰은 남

편인 B를 석방하고 아내 C를 구속기소하였다. C는 1

심에서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C는 구치소에서

아들을 출산하였고, 마음이 바뀐 C는 1심에서의 자백

을 번복하고 범인은 남편인 B라고 실토하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C의 자백번복이 없으면 재판부도 속

을 번 하였다고 술회하였다.    

85. 오래 전에 30대 여자가 소요산에서 피살체로 발

견되었다. 처음에는 실족사로 판단했으나 이후 용의

자가 잡혀 그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 1,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한 남자

가 자신이 진범이라면서 자수를 하였다. 당초의 용의

자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진범이라고 자수

했던 남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나는 구치소에 있었

다. 자수는 허위다”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조사해

보니 그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고, 허위 자수의 이유인

즉, 구치소에서 만난 용의자가 불쌍해 도와주려 했다

는 것이다. 이 바람에 그는 공무집행방해로 구류처분

을 받았다. 그러나 무죄가 확정된 처음의 용의자는 다

시 기소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 자가 유죄라고 확신

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86. 모 여대 메이퀸이었던 어떠 여성의 살해사건은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쟁점이었다. 판결은 무기로 시

작해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7번의 선고가 있었

다. 무기 → 무죄 → 파기 → 무죄 → 파기 → 무기 →

상고기각의 순으로. 재재상고심에서 사건이 종결되었

다.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었고 확정 결과를 놓고 보면

두 번의 무죄판결은 오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

년에는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 항소심에서 중형의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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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 대법원에서 파기 무죄가 확정된 사건

도 있었다.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수원지법원장으

로 재직 시, 형사재판을 두고(부인하는 경우), “피

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자를 아는 것은 오직 신뿐

이다. 지금까지의 판결 중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반은 될까?”라고 술회하였다. 고법원장을

지낸 어느 원로 법조인은 재판을 두고 “과녁을 향

해 돌을 던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백발백중은

신기(神技)일 뿐 범백(凡百)의 법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소연하였다.

법관의 기개(氣槪)와 용기(勇氣), 그리고 시적 상

상력 

87. 용기라고 하니 생각나는 판결이 있다. 법관이

라면, 그리고 아무리 하급심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판결에 그 같은 생각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개(氣槪)가 필요하다. 하나는 1985. 5. 28. 선고

된 계엄포고위반 사건의 판결 문 중 전 대법원장

이일규 대법관의 의견이다. “나로서는 다수설이 헌

법 제9조(지금의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눈을 뜨지 못하여 헌법감각이 무딘 점

을 통탄할 따름이다.” 다른 하나는 민문기 전 대법

관의 이른바 ‘제비판결’에서의 소신이다. “한 마리

의 제비로서는 능히 봄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 그

가 전한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위 계엄포고위반 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

장과 함께 소수설에 가담한 이회창 전 대법관은,

“유능하고 자기 책무를 다하는 사법부는 자기 억제

와 적극주의의 양면성을 갖고 이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써 진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관이라면 적어도 정

의의 실현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이 정도의 용기와

담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점을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배워

야 한다.  

88. 미국 법관들의 십계명 속에 포함된 직무수칙

3가지만 소개한다. 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

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Remember There Are

No Unimportant Cases). 법관에게는 100건 중에

한 건이지만, 변호사에게는 10건 중의 한 건이고,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단 한 건이다. ② 중형을

과하지 말라(Don't Impose Long Sentences). 가

벼운 판결로서 거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의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구금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중형의 선고

는 한 인간을 과중하게 벌하여 그를 비참하게 만들

고 용기를 잃게 하여 재기의 의욕마저 끊어버린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양자택일이 요구될 때에는 집

행유예를 택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집행유예

가 효과를 가져 올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후에 필

요하면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된다. ③ 당대에 통용

되는 상식을 잊지 말라(Don't Forgot Your Com-

monsense). 당신은 비록 법률지식에 정통하지 않

더라도 법관으로서 직책을 그럭저럭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이 결여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상식에 구애되어

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이다.  

89. 마사 누스바움의『시적 정의(Poet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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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번역한 박용준은 역자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위 책

의 요지를 정리한다. “발터 벤야민은 카프카 작품에

대한 비평에서 훌륭한 문학작품은 ‘정의로 나가는 문’

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판사는 시인이 되어야 한

다’고 말했던 20세기 후반 영국 법조의 신화적인 인물

인 알프레드 데닝 판사는 법관이 갖추어야 할 최대의

덕목은 시적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의 기원

이 되는 로마법 일부는 아주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

고 한다. 여기서 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간의 좌

절과 고난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즉 법

의 시선은 깊고 따뜻해야 한다. 시적 지혜(sapienza

poetica)는 곧 인간존재의 역사성을 두루 살필 줄 아는

인식을 말하며, 사물의 가치를 그 본래적 의미에서부

터 파악할 줄 아는 지각과도 같다. 시인다운 법관의 시

선이란 마치 햇빛과 같이 세상의 존재들을 구석구석

살피고 감싸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시인(법관)은 자

신의 시대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이로써 빛이 아니

라 그 너머의 어둠을 볼 줄 아는 자, 펜을 현재의 암흑

에 담그고 써내려 갈 수 있는 자다. 눈앞의 햇빛을 뛰

어넘어 어둠까지 지각할 수 있는 법관, 그리고 읽을 수

없는 것을 읽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시인,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법은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여

기까지가 인용이다. 이 글의 주제와 지금까지의 논의

를 일목요연하게 마무리하는 뜻 깊은 통찰이다.           

사법의 4원소론 - 대지, 물, 불, 바람은 무엇을 상

징하는가 

90. 내게는 이제 한 전설이 되고만 고향 같은 섬, 그

섬에서 고독한 성자들로 살아가는 법관들을 위한 이

두서없는 논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물질 4원

소 즉, 흙(대지), 물, 불, 공기 등의 이미지를 빌려 다

시 정리하고자 한다. 인간은 지(知)․정(情)․의(意)와 영

혼(靈魂)이 결합된 복잡 미묘한 생명체다. 따라서 인

간의 언행을 판단하는 법관은 그에 상응하는 이해와

표현의 총량을 동원하여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법관의 전인격(全人格), 즉 법관의 양심으로 하

는 재판이다.  

91.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은 견고하다.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씨를 뿌리면 대지는 기꺼이 가슴을 열고 이를

받아들인다. 이윽고 그곳에는 무성한 나무와 풀이 자

라 숲을 이루게 된다. 뿌리는 자양(滋養)을 향하여 아

래로 깊이 내려가고, 초목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든

다. 흙은 잠재력이 풍부하고 다산성이다. 흙의 원어인

후무스(humus)의 뜻이 그렇듯이, (흙은 솟아올라 높

은 산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낮은데 위치하고 무한

히 겸손하다. 흙은 곧 상승과 하향, 양방향으로 작용

하는 생성의 물질이다. 앞에서 설명한 하향성의 재판

과 상향성의 재판이 흙, 곧 대지(大地)와 상응한다. 이

는 대학에서 말하는 격물치지(格物致之)이자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서 곧 법관의 지성을 의

미하기도 한다.   

92. 물은 부드럽고 고요하며 투명하고 깨끗하며 자

신의 몸 안에 생명을 품어 기른다. 그런가 하면 물은

춤추고 노래하며 낮은 데로 자유로이 흘러간다. 노자

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하여 세상에 물보다 부드

러우면서 물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했다. 물은 또한

사람의 몸 등 생명체의 안으로 들어가 사람 등을 살아

있게 하고 그 물은 때로는 기쁨의, 때로는 슬픔의 눈

물이 되어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물은 명경지수(明鏡

止水)가 되었다가도 포효하는 파도(波濤)가 되기도 한

다. 물은 곧 예술을 상징한다. 앞에서 설명한 과학으

로서의 재판과 예술로서의 재판이 물에 상응한다. 이

는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징심(誠意正心)이자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서 곧 법관의 감성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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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기도 한다.    

93. 작은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가장 큰 불인 태

양은 만물의 생존근원이 된다. 불은 밝고 뜨겁다.

어둠을 밝히고 음식을 익힌다. 불은 온기와 빛을 주

고 불은 로맨틱하며 소망을 가져다준다. 우리가 환

히 웃으며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

의 이미지에서 얻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햇빛을 발산한다(scatter sunshine)는 것은 곧 웃

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불이 스러지거나 태양이

노을빛을 남기고 어둠속으로 숨어들면 사람들은

쓸쓸하고 고독해진다. 불은 곧 빛과 열을 상징한

다. 진실과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다함없는 의

지(意志)를 지칭하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한 여명

의 재판과 일몰의 재판이 불에 상응한다. 이는 대

학에서 말한 수신제가(修身齊家)이자 맹자가 말한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서 곧 법관의 의지 (열정)

를 의미하기도 한다. 

94. 움직이는 대기 즉, 바람은 상쾌하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로우며, 리드미컬하며 자극

적이다. 바람은 대상을 어루만지고 생기를 불어넣

고 사물의 동력이 되며 움직이는 생물체의 숨이 된

다. 바람은 신선하고 역동적이며 사람의 생사와 관

련이 있다. 법관은 신의 대행자다(그래서 司祭와

같이 법복을 입는다). 그러므로 법관은 자기가 믿

는 신과 기도의 방식을 통하여 수시로 교감(交感)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받아

들이는 일이며, 고요 속에 침잠하는 일이며, 깊은

묵상에 빠지는 일이다. 그리하여 신에게 지혜를 구

하는 일이다. 바람은 곧 지혜와 혁신과 창의력을 상

징한다. 앞에서 설명한 순풍의 재판과 폭풍의 재판

은 바람에 상응한다. 이는 대학에서 말하는 치국평

천하(治國平天下)의 단계이자 맹자가 말한 사양지

심(辭讓之心)이자 곧 법관의 영성을 의미하기도 한

다.  

95.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위와 같이

사람의 인생항로를 밝히는 등대가 물질 4원소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생겨나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 사랑은 개인의 등대일 뿐 아니라 역사의 등대라

고 언명하였다. 법관들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열

정과 영성을 지닌 원만한 인격자와 능력의 일꾼으

로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 정의의 사도임과 동시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체

적 진실발견을 목표로 하는 재판은 두 실천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고, 또 다른 하

나는 구체적 타당성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전

자는 정의의 실현이고 후자는 사랑의 실천이다. 성

격상 전자는 부성(父性)이요, 후자는 모성(母性)이

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덕분이다. 어느 한 분을 경시할 수 없다. 그리고

새는 양 날개로 난다. 정의와 사랑은 모두 필요하

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반쪽의 정의가 될 수 있다.

완전한 정의는 그 바탕에 사랑이 숨 쉬고 있다. 

96.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는 물질 4원소

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① 흙의

힘이 소진되면 객토(客土)를 하여야 한다(지식의

재충전). ② 고인 물은 썩는다. 끝없이 흐르고 흘러

항상 맑은 물로 충만하여야 한다. 상시 평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감성과 예술적 감각의 충일). ③

해가지면 또 다음날의 해가 떠오르듯이 불은 끊임

없이 다시 지펴야 한다(열정의 연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쉴새없이 새로운 바람이 사람의 몸을 씻

어야 한다(영성이 깊어져야 하고 혁신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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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日新日新又日新 苟日新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대부분의 언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선현들과 우

리의 선배들이 내게 보낸 ‘병속에 담긴 편지’를 새로운

내러티브(narrative)로 재구성하였을 뿐이다. 글의 주

제에 따라 다만 전달방식을 달리 한 것에 불과하다.   

97. 이것이 바로 물질 4원소와 양심이 우리들에게 가

르쳐 주는 사법의 4원소이며, 그런 4원소가 충만한 숲

이라면, 그리고 고대 현인인 맹자가 말한 양심(良心)

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로고스(logos)와 파토스

(pathos) 및 에토스(ethos)가 멋지게 작동(作動)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건을 판단하는 곳이라

면, 누구든 내 마음의 푸른 숲이나, 정현종 시인이 말

한 ‘가고 싶은 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 우리들의 법원이 곧, 시인이 말한, 가고 싶은

그 섬이 되지 않겠는가. 

98. 시인 김승희는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는 시에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염원을 다른 감성,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 보이고 있다.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

면서도 /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 그

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도 / 그대 가슴 속의 따스한 미

소와 장밋빛 체온 / 이글이글 사랑과 눈이 부신 영광

의 함성 / 그래도 라는 섬에서 / 그래도 부둥켜안고 /

그래도 손 안 놓지 않는다면 /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

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 어디엔가 근심 걱정 다 내려

놓은 평화로운 /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우리들의 법원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 그래도 라는

섬이 되리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하여 그곳

이 든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흙, 부드러운 물, 따뜻

한 불, 신선한 공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숲

과 같은 안식의 공간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나

는 수많은 사람들의 많고 많은 사연이 교차하는 법정

을 드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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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의미는 우선 과

거로의 회귀가 아닐까. 살아가면서 벗어나고 싶어

도 벗어날 수 없는, 좋든 싫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과거 말이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든 고향

을 찾는 일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무나 오랜 동안을 고향을 찾지를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오후 시골행 버스를 타고 고

향엘 가게 되었다. 친구가 고향에 집을 크게 지어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없는 시간을 애써 쪼개어 고

향을 찾게 된 것이었다. 

고향...!!! 어린 시절 도망치듯이 떠나와 이제 수십

년만에 다시 가보는 그곳,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한

시도 잊지 못하고 늘 그리워해왔던 그곳. 곧 만나게

될 어릴 때의 그 친구들, 마을 뒤 야산, 마을 앞의 느

티나무숲들, 그 느티나무숲들 옆의 개여울등이 어

릴 때와 다름없이 지금도 나를 반겨줄 것인가? 그

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으면서도 그런데도 바깥세

상이 너무 두려워 차마 그곳을 도망쳐 나오지 못했

던 너무나 초라했던 우리 집, 그러나 넓은 마당과 그

마당 한쪽에 자리하였던 꽃밭만은 너무나 당당하면

서도 화려하였던 그 우리 집은 여전히 잘 있는지?  

그렇게 아득한 상념들에 빠져 있는 내 머리속으로

버스의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여자 아나운서의 목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아나운서는 한 사연을

소개하고 노래를 들려주고 또 한 사연을 소개하고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는 사연에도 노래에도 전연 관심이 없어 건성으로

들으며 그저 옛 생각들에 빠져 창밖만 내다보고 있

었다. 도시를 벗어난 창밖에는 어느새 가을이 와 있

었다. 지난여름은 너무나 혹독하여 올해는 가을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거기

창밖에 가을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노래가 내

무관심을 일깨우며 귀청을 뚫고 강렬하게 머릿속

으로 들어왔다. 아 이 노래. 내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탱해 주었던 이 노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지 않는, 아니 부르지 못하는

이 노래. 그래서 애써 잊고 있었던 이 노래. 노래와

함께 내 지나간 시절들이, 그 시절의 장면들이 주

마등처럼 생생하게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불화하였던 아버지는

결국 새살림을 차려 우리를 떠나버렸다. 뒤에 남겨

정호석 변호사

가을, 그리고 어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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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나머지 가족은 세상에 휘둘리며 물질적으로나 정

신적으로나 너무나 고달팠다. 세상을 어린 나이에 너

무나 속속들이 알아버린 그래서 더 고달팠던 당시 중

학생이던 형과 초등학생이던 나는 그 고달픔을 잊기

위해 형이 학교에서 배워왔다는 그 노래를 틈만 나면

불렀다. 부르고 또 불렀다.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보

내야 하는 늙은 애비의 절절한 심경이 바탕이라는 그

노래는 그래서 애절하면서도 격이 있는 멜로디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과 죽음마저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그 노래속의 세상은 우리에게는 바로 “유토피아”

였다.(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샹그리라”라고 하는 것

이 맞을 것이다. 더 커서 본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

속의 “샹그리라”의 풍경이 어릴 때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며 늘 상상하였던 그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만은 우리 형제

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 후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마저

부산으로 떠나버린 뒤 나는 혼자 남아 방황속에서도

더 이상의 방황은 않으려고 홀로 그 노래를 불렀다.

고등학교 시절... 초원의 빛, 꽃의 영광이 함께한 화려

한 시절이었지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다. 형이나

나나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각자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쥐꼬리만한 수

입이 생겼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으

니 당연한 것이었다. 게다가 내가 부산으로 오게 되면

서 재회하였던 대학생이던 형이 우리 두 사람의 등록

금 마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자기만 휴

학을 하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전장(월남전)으로

떠나버리면서 나는 고달픔에 절망감까지 더해졌다. 

...형이 많은 병사들 속에 섞여 그 큰 군함을 타고 월

남으로 떠나던 그 장면은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그

날, 전장으로 떠나는 병사들의 출국을 환송하기 위해

“잘 있거라 부산항”을 연주하던 군악대의 트롬본 소

리는 왜 그리 슬프던지... 제3부두 선착장에 멍하니

서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형체

뿐인 배를 거저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두

눈에는 눈물마저 말라 있었다. 죽지 마 형!!! 우리 노

래속의 주인공도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오잖아...!!! 

너무나 고달팠던 나는 토요일 오후면 혼자 “모파

쌍”(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나는 “여자의 일생”이나

“진주목걸이”를 모파쌍의 대표작으로 꼽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과연 그의 다른 단

편들 즉 “비계덩어리”나 “쥘르 삼촌”, “의자 고치는 여

인”등등이나 읽어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

해진다.)의 단편소설집을 호주머니에 구겨넣고 성지

곡 수원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그곳

에서 나는 남이 혹시 들을세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남이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목청껏 불렀다. 내 가슴을 울리고 나온 그 노래는 계

곡을 타고 산 아래로 산 아래로 굽이굽이 메아리져 흘

러갔다.(나는 지금도 성지곡 수원지를 찾게 될 때면

저 안쪽 옛날 내가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계곡 아래로

다가가 혹시 그 때 내가 불렀던 그 노래 소리가 아직

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떠돌고 있지나 않을까 해서

귀를 기울여보게 된다.)

대학 졸업 후, 어릴 때부터 몸이 쇠약했었던 나는 이

때쯤에는 더욱 심해져 요양 겸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

게 한다기에 김해의 어느 조그마한 산사에 들어갔다.

공부는 처음부터 뒷전이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고시생

인데 어디 마음이 그렇게 마냥 편하기만 했겠는가. 달

이 휘영히 밝은 밤이면 나는 혼자 아무도 없는 높다란

바위턱에 걸터앉아 그 노래를 불렀다. 내 노래는 출렁

이는 하얀 달빛을 타고 산사 주위를 맴돌다가 산허리

를 휘감으며 멀리멀리 사라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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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이 절정이던 그해 늦은 가을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제 하산하라는 주지스님의 말씀에

하산을 하였다. 하산하는 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는 나의 극구사양에도 그곳에 요양차 와있던 남자

고등학생이 버스 타는 곳까지 짐을 들어다 주었다.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였는데 먼 산길을 무거운 짐

까지 들어다주어 너무나 고마웠다. 버스에 오르며

돌아서서 고마웠다고 손을 내미는데 그가 나를 올

려다보며 수줍게 말하였다. “즐겨 부르시던 그 노

래,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거겠지요.”라고.

아.., 누군가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네.

그것도 내 노래와 내 감성과 공감하면서. 눈물이

맺힌 듯 아닌 듯 올려다보는 그의 두 눈이 너무나

맑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십명이 함께하는 회식자리

가 있었다.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는데 내 차례가

되었다. 이런 자리에 어울리기는 하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노래를 불렀다. 예전과는 다른 감정

(이 때쯤에는 이미 “고달픔”에서는 충분히 벗어나

있었다.)이었지만 정성껏 불렀다. 그런데... 노래

가 끝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늬들이 내

노래를 알어? 분노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갑

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고 앙코르를 외치는

고함소리가 여기저기서 요란하였다.(거짓말 아니

야!) 이렇게 수준높은 청중들인데... 순간이나마 그

들을 무지한 사람들로 폄하해버린 내 자신이 너무

나 미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열화 같은 앙코르

요청은 정중하게 사양하였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

런 것 아닌가. 박수칠 때 떠나야지. 내가 그 노래

아닌 다른 어떤 노래를 그 노래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 후로도 나는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오를 때면 그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수년전 감기를 심하게 앓게 되었다. 감기

와 함께 목도 완전히 잠겨버렸다. 그 후 감기는 나

았지만 한 번 망가진 목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고음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노랜

들 그렇지 않겠는가만 그 노래는 정말 고음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후로 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가 없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잊었다. 애써 잊었다.

아, 그런데 지금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목이 콱 메이고 두 눈에서 흐

드러지게 눈물방울들이 쏟아져 내렸다. 이 나이에.

다시 사춘기가 돌아 왔을 리도 없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네. 이래서 어쩌자는 건데. 훔쳐

도훔쳐도 계속 흘러내리는 내 눈물 속에 라디오의

그 노래는 2절의 끝부분을 서서히 마무리 지어가

고 있었다. 차창 밖의 단풍들이 너무나 아름답던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에.

“...  ...  ...

...  ...  ...   

네 고운 목소리를 들으면은

내 묻힌 무덤 따뜻하리라. 

너 항상 나를 사랑하여 주면

네가 올 때까지 내가 잘 자리라.”

P.S. 

친구야,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난날들을 반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나보다.(아니면 단지 가을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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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제 변호사

골프雜談 

대통령골프

“대통령골프”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앞에도 뒤에도

다른 골퍼들 없이 호젓하고 느긋하게 즐기는 골프. 말

만 들었다 뿐이지 실제로 그런 골프를 즐겨본 적이 없

는데 언젠가 그런 골프를 한번 쳐본 적이 있다. 텅 빈

골프장에서 우리끼리 오순도순.

아침 일찍 골프를 치기로 약속하였으나 비가 내리고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으므로 약속을 취소한 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좀 고역이다. 팔을 괴고 모로 누워

TV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으려니 아무 재미가 없

음은 물론이고, 우선 목 아프고 허리 불편하여 이러다

가 생병이 날 지경이다. 무슨 다른 일이 없을까? 글

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런데 한낮이 되니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이만하면

골프를 칠 만한데 무턱대고 골프장으로 나가볼까? 골

프장으로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처럼 약속 없이

혼자 나온 사람들끼리 한 조를 만들어 라운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뭐 하고 있느냐고, 괴롭

지 않으냐고, 자기랑 함께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한다.

그래, 잘됐다! 골프를 치러 가자. 골프장에 가보면 틀

림없이 우리와 조를 맞출 다른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

을 것이다.

둘이서 골프장으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를

맞추지 못해 골프를 치지 못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 다

른 두 사람이 있어 잘됐다고 그들과 조를 맞춰 라운딩

을 하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빈 골프장에서 우리만

호젓하게 즐기는 골프. 비가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슬비에 불과하여 공을 치는 데에 아무런 불편도 없

다.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잔디가 촉촉하게 물기에

젖어 감촉이 좋기만 하다. 허허, 이렇게 좋은 날, 왜

남들은 골프를 즐기려 하지 않을까? 덕분에 우리는

복 많게도  "대통령골프"를 즐기게 되었다. 야, 대통령

골프, 그것 참 좋다! 언감생심 바랄 수 없는 기회를 이

렇게 공짜로 얻게 되다니!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대통

령골프를 즐기게 되었으니 호박이 덩굴째 굴러온 격

이다.

그러나 골프장을 전세내듯 독차지하여 즐기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좋은데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

늘집에 종업원이 없는 것이다. 그늘집이 모두 문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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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니 점심 걸러 배고픈데 허기를 채울 방법이 없

다. 어이구, 배고프고 힘없어 골프치기 어렵다. 뭐

먹을 것이 없나? 캐디가 갖고 다니는 사탕이라도

좀 먹자. 먹고 또 먹고. 속 아려서 더 이상 못 먹겠

다. 이런 골프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배고픈 사람

이라면 노숙자일 테니 "노숙자골프"라고 불러야 되

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대통령골프"와 "노숙자골프"를 동시

에 경험하게 되었다. 좀처럼 경험해보기 어려운 두

가지 극단의 골프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었으니

참 별나게 운이 좋은 날이었나 보다. 홀인원이나

이글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경험이 아니었

을까? 비 덕분에 뜻하지 않은 희귀한 경험을 나의

골프이력에 더하게 되었다. 

때맞춰 비를 뿌려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전화 걸어

불러준 친구와 바둑 두며 기다려준 동반자들께 고

마워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비 조금

내린다고 골프장을 통째로 비워준 다른 모든 골퍼

들께 허리 굽혀 고맙다고 인사함이 마땅하겠다.

대머리골프

늘 다니는 골프장에서 주최하는 어느 골프대회에

참가하였다. 오전엔 비가 뿌렸다고 하지만 오후엔

날씨가 아주 좋아 날씨 탓으로 공 안 맞는다는 말

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없는 실력이라도

짜내어 무조건 잘 치고 볼 수밖에 없겠다.

첫홀부터 연방 보기(bogey)만 나온다. 2온이면 3

펏이요 3온이면 2펏이니.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

가? 할 수 없지. 보기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어쩌

면 그거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보기상 받

아 집에 가져가서 마누라에게 보이면 속사정도 모

른 채 ‘우리 영감 공 잘 쳐서 상 받아 왔다’고 좋아

하겠지.

어, 그런데 이게 뭐야! 더블 보기(double bogey)를

범하고 말았잖아! 넉넉히 3온하여 보기로 마감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는데 털썩하고 뒷땅을 치

고 말았으니. 에라, 글렀다! 이젠 보기상조차도 바

라볼 수 없게 생겼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치고

말자. 

그 후에도 줄곧 보기만 나온다. 가만 있거라 보자.

그렇다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보기 17개를 기록하면 보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아예 보기만을 노리고 쳐서 나

머지 홀을 전부 보기로 마감하게 되면... 흐흐, 보

기상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17번 홀에 이르렀다. 이 홀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다. 좌우로 OB말뚝들이 허옇게 이빨을 드러내며

도열하여 있고, 거리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평소

에 만날 보기만 하는 홀이다. 오늘도 보기만 하고

말자. 4번 아이언으로 슬쩍 쳤는데... 어, 홀컵에

2,3미터거리로 붙어버렸다. 이럴 수가! 버디

(birdie)나 파(par)는 필요없고 오로지 보기가 필요

할 뿐인데... 그렇다고 일부러 옆길로 펏할 수도 없

고... 난감하다. 결국 별로 달갑지 않은 파를 하나

기록하고 말았고, 은근히 노리던 보기상도 물거품

으로 되고 말았다.

상을 아무나 받나? 실력이 뛰어나거나 운이라도

좋아야 받지. 보기를 기록할 실력도 운도 없으니

분수도 모르고 헛욕심만 부린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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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니 이젠 경품추첨 밖에

는 남은 것이 없다. 시상식장에서 경품추첨을 하는데

혹시나 하고 기다렸으나 끝내 내 이름은 호명되지 않

는다. 오늘은 손에 잡히는 아무 소득이 없네. 그럴 수

도 있지. 아니 그게 오히려 보통이지. 공짜로 내놓는

음식이나 많이 먹어 수상과 경품추첨에서 미끄러진

것을 보충해야지.

이것저것 고기랑 떡이랑 과일이랑 술이랑 음식을 많

이도 내놓는데, 그래서 잔뜩 집어먹어 배가 부르기는

한데 뭔가 좀 허전하다. 상을 못 받고 경품마저 당첨

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야, 그래, 밥이 없구나! 나

같은 촌사람은 군것질 아무리 많이 해도 밥을 따로 꼭

챙겨먹어야 되는데 그 밥이 없다. 밥을 굶었다. 할 수

없지, 집에 가서 먹는 수밖에.

그렇게 잔뜩 집어먹고도 "밥을 굶었다"고 말하면 주최

측에서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밥을 못 먹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굶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처럼 골프대회에 나가서 스코어 엉망으로 기

록하고, 아무 상도 못 받고, 경품추첨에서도 떨어지

고, 밥마저 굶었으니, 하하하, 최악이다.

이런 골프는 무슨 골프로 명명하면 좋을까? 이것저것

분수에 맞지 않게 바라는 것이 많아 아무 것도 얻지

못하면 대머리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 “대머리골

프“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옳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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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

2015년 어느 토요일

(Scene #1)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으로 설정해둔 슈베르트의

송어가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평소 같으면 후렴부

가 지나도록 방치한 채 이불을 뒤집어썼건만 이날

만은 예외다. 송어가 아가미를 채 벌리기도 전에

번개 같은 속도로 휴대폰을 잡아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 아침 라운드가 허용되는 날. 골프를 좋아

하는 나와 주말만은 모든 가족이 함께여야 한다는

아내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마련한 절충안이

었다. 비교적 원만하게 성립된 조정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

다. 주말에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나 혼자 재밌자고

골프나 치러 가는 무책임한 가장이 느끼는 일종의

죄책감이랄까. 

행여 아내가 잠에서 깰세라 조심스레 안방을 빠져

나온다. 욕실에 들어가 숨죽여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한다. 턱 밑의 수염들도 아내의 눈치를 보는지 쭈

뼛거리며 잘 베이지 않는다. 뜨거운 스팀타월로 충

분히 모공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

다. 욕실을 나와 어젯밤에 싸놓은 옷 가방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세

어가며.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 다듬은 다

음 잠든 가족을 뒤로 한 채 조용히 현관문을 나선

다.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자동차에 올라 블루투스를 켜고 시동 버튼을 누른

다. 이미 출정 준비를 마친 6기통 엔진의 미세한 떨

림이 손끝에서 느껴진다. 유일하게 내 마음을 이해

해주는 든든한 친구.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진

군가로 삼아 액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린다. 골프장

까지는 넉넉잡아 40분. 새벽공기를 가르며 신호

몇 개쯤은 무시하고 거침없이 달린다. 그 순간 어

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출발했냐? 언제나 먼저 모

닝콜을 해주는 과도하게 친절한 녀석이다. 준비물

은 다 챙겼고? 이 말은 곧 현금을 두둑이 챙겼냐는

뜻이다. 능구렁이 같은 놈. 아마 다른 친구들에게

도 똑같은 전화를 돌리고 있겠지. 음악을 차이콥스

키의 1812서곡으로 바꿨다. 흥분한 속도계기판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나의 전투력 게이지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Scene #2)

골프장에 도착해 열쇠를 받고 옷을 갈아입는다. 얼

마 전에 구입한 거리측정기를 섬세하게 벨트 사이

에 끼우고 선크림을 곱게 펴서 얼굴에 꼼꼼히 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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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출정준비 완료.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재회한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친구

들과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함께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

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마음은 10초 정도.

벌써 한 녀석이 게임의 룰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

한다. ‘스크래치, 멀리건 없고 컨시드는 퍼터 샤프트

길이까지, 인공장애물에 한해 한 클럽 이내 무벌 드

롭’. 멀리건이 없다는 말에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

기 시작했다. 이 녀석 그새 드라이버에 자신감이 붙은

건가. 준비운동을 하며 전의를 다지는 순간 아내에게

서 문자가 왔다. “잘 도착했어? 다치지 말고 재밌게 놀

다 와요.” 무거웠던 마음이 그제야 한결 가벼워진다. 

온갖 사랑스러운 이모티콘을 두루두루 섞어 전송한

뒤 티잉 그라운드 위에 섰다. 아내의 긍정적인 문자메

시지 하나에 갑자기 골프공이 수박만 한 크기로 보였

다. 역시 골프는 멘탈이야. “페어웨이 중앙 깃대를 보

고 똑바로 치시면 됩니다.” 하나마나한 말을 옆에서

캐디가 거든다. 티와 볼을 한 손에 들고 목표지점을

겨냥한 뒤 타이거 우즈의 자세로 티를 꽂는다. 로리

맥길로이처럼 빈스윙을 하고 조던 스피스처럼 어드레

스를 취한 다음 사뿐히 드라이버를 들어 올렸다 거침

없이 집어던진다. 쨍~하는 경쾌한 타구음과 함께 창

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골프공의 뒷모습을 막 로켓발

사를 마친 과학자의 심정으로 지켜본다. 안전하게 페

어웨이에 안착. 굿샷~ 캐디의 목소리엔 성의가 없고

동반자들의 목소리엔 진정성이 없다. 아무렴 어떠리.

티샷이 OB가 되지 않고 똑바로 날아가 페어웨이에 떨

어진다는 것은 매번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골프는 유일하게 심판이 없는 스포츠다. 내가 곧 심판

이고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내기 골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실수하

기를 바란다. 그게 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같

이 들쑥날쑥한 미들 핸디캐퍼들에게는 더더욱. 그래

서 골프라는 운동이 도덕성 함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된 우리들은 그렇게 18홀

을 돌며 상대방의 샷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캐디는 은근히 즐겼다. 같이 구찌를 날

리며 싸움을 부추겼다. 경기를 지배하는 건 우리가 아

니라 캐디였다.

(Scene #3)

돌고 돌아 17번홀 150m짜리 파3코스. 니어에 버디까

지 곁들인다면 단박에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거리측정기에 찍힌 숫자와 캐디가 불러주

는 거리를 적절히 감안해 최종 거리를 설정했다. 잔디

를 조금 뜯어 바람의 방향과 속도도 가늠해본다. “몸

에 힘을 빼고 그립을 가볍게 잡은 뒤 공을 끝까지 보

고 자신만의 리듬과 템포를 지켜 간결하게 스윙하세

요.” 귀가 따갑도록 들은 레슨프로의 말이 메아리쳐

울리다 저 깊은 산속으로 공허하게 사라진다. 이미 5

년 넘게 들어온 말이지만 제대로 실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회심의 일격을 가해 오늘의 전투를 멋지게 마무리하

자라고 되뇌며 6번 아이언을 비장하게 내리꽂았다.

이런 제길. 탑핑이라니. 결국 헤드업이 문제였다. 과

욕이 불러온 참사랄까. 임팩트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

서 거친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그런데... 탑핑이

난 볼은 저탄도로 데굴데굴 굴러가더니 그린 위를 사

뿐히 즈려밟고 올라가 어느새 홀컵 바로 30cm 옆에

붙어버렸다. 오~ 주여. 당혹한 친구들의 얼굴은 순간

흙빛으로 일그러졌다. 어느 누구도 나이스샷을 외쳐

주지 않았다. 당구를 치다 키스가 나서 득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 멋쩍은 미소를 머금고 티

박스를 내려왔다. 말로 형용 못할 이 기쁨을 함께 나

눌 사람이 없다는 게 무척이나 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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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이 5년 전에도 있었다. 골프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장인어른과 함께 라운드를

갔는데 파3에서 실수로 잘못 친 공이 운 좋게 바위

를 맞고 그린 위에 떨어져 파를 기록했다. 태어나

서 처음 해본 파라서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다. 그

런데 장인어른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골프

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신 말씀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자네가 실수를 했을

때 무심코 내뱉은 짜증 섞인 말투에 실망했다네.

그게 운이 좋아 그린 위에 떨어졌지만 파를 하든

버디를 하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골프는 나 혼

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동반자를 배려하며 동반자

와 함께 하는 운동이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

반자 앞에서 화를 내거나 불편한 내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조금 폼 나게 각색했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 그 후 라운드를 할 때마다 행여 공이

잘 안 맞아도 절대 티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곤

했는데, 다짐에 그칠 뿐 실천하지는 않았다. 아직

인격수양이 덜 된 탓이다.

(Scene #4)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찰나 다시 아내로부

터 문자가 왔다. “끝났어요? 집에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면 좋겠는데...” 뒤에선 패잔병들이 서슬 퍼

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군상들이 그냥 순

순히 보내줄 리 만무하다. “내가 점심을 사야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내는 답이 없었다. 흑돼지 두

루치기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적이 있었던가. 마

파람에 게 눈 감추듯 삼키고 얼른 식당을 나섰다.

한 달 뒤에 있을 다음 전투를 기약하면서. 낮이 되

자 도로에 차들이 가득 들어찼다. F1 카레이서의

심정으로 요리조리 차선을 바꿔가며 집으로 돌진

했다. 그래봤자 신호에 걸리고 또 다음 신호에 걸

리고. 답답한 마음에 라디오를 켰다. 우리 사랑하

지 말아요. 빅뱅 신곡이 나왔구나. 좋은데.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지 못한 내레이션이 난

데없이 훅 하고 들어왔다. “넌 항상 그래... 이기적

인 새끼...”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살폈으나 아

무도 없었다. 아내가 어느새 내레이터로 빙의해 나

에게 일갈하는 소리로 들렸다. 너무나도 당연히 맞

는 말에 오금이 저리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래

난 항상 이기적인 새끼였어.

눈물이 났다. 흐르는 눈물을 애써 닦아내진 않았

다. 뭔가 반성하는 티를 내고 싶었기에. 희뿌연 시

야를 머금고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앞 차의 꼬리를 물고 말았다. 이런

젠장.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차를 세운다. 젊고 예

쁜 여경이다.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했더니 차갑게 째려보며 말한다. “넌

항상 그래... 이기적인 새끼...” 화들짝 놀라 공손

하게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오늘 전투의 전리품은

그렇게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되었다. 집에 다다를

무렵 빈손으로 들어가기 뭐해 근처 편의점에 들러

딸 이현이가 좋아하는 캐러멜을 하나 샀다. 천오백

원이요. 계산대에서 또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신용

카드를 들이밀었다. “이기적인 새끼...” 주인아주

머니가 호통 치며 노래를 불렀다. 냉큼 카드를 집

어넣고 현금을 꺼냈다. 이기적인 남자가 발붙이고

살기 어려워진 세상이다.

(Scene #5)

아이와 놀아주는 일은 준비서면 100장을 쓰는 것

보다 어렵다.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놀아줘야 한다

는 부담감 때문에. 아빠의 고충을 이해하는지 어느

새 이현이는 의연하게 혼자서도 잘 논다. 그런 모

습을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다 아내와 눈을 마주

치자 놀라서 움찔한다. 나는 다시 어설프게 코끼리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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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당나귀의 소리를 내며 아이의 놀이에 동참한다. 코

끼리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적나라하게 슬프다. 눈

꺼풀은 미친 듯이 내려앉는다. 라운드를 위해 새벽부

터 부산하게 움직인 탓이다. 조회시간 교장선생님의

훈시 때도 이렇게 졸리지는 않았는데. 졸지 않으려 입

술을 꽉 깨물어본다. 이현이가 묻는다. 아빠 어디 아

프냐고.

아내가 TV를 켰다. 아빠들이 여럿 나와 아이를 키운

다. 쌍둥이도 있고 세쌍둥이도 있다. 신화 속에나 등

장할 법한 장면들이 뻔뻔하게 연출되고 있었다. 다 짜

고 치는 고스톱이지. 라고 말하자 아내가 이내 눈을

흘긴다. 이게 요즘 트렌드라며. 과연 그런가. 내가 아

는 김형과 이형도 저렇게 측은하게 살고 있는 건가.

TV는 일과 육아에 모두 능숙한 남자를 슈퍼맨이라 명

명하며 한껏 치켜세웠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순간

바지와 팬티를 거꾸로 입을 자격을 박탈당한다. 슈퍼

맨의 한주먹도 안 되는 한낱 보잘 것 없는 악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한민국에서 보통의 남자로 살아가

기란 이토록 힘들고 고되다. 옆에 앉아 멍하게 브라운

관을 응시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저

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짐짓 당황한 아버지는 헛기침

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아버지는 기저귀가 어

떻게 생겼는지 이현이가 태어나고 처음 보신 분이다.

(Scene #6)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아내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

았다. 이미 가수면 상태에 빠진 나는 정신력으로 꾸역

꾸역 버텨가며 힘겹게 대화를 이어간다. 아내가 또 다

시 TV를 켰다. 훈남 셰프들이 냉장고를 뒤지며 요리

경연을 벌인다. 모델 출신 배우가 외딴 섬에서 요리신

공을 펼치고, 푸근한 옆집 아저씨가 먹음직한 집밥을

차려준다. 일과 육아에서 모자라 요리까지 강요당하

는 순간. 숨통이 조여들며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했

다. 아내를 위해 단 한 번도 밥상을 차려준 적 없는 나

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막돼먹은 남편이었다. “요

리를 너무 감성적으로만 포장했어. 메뉴를 고민하고

장을 보고 조리도구를 준비해 끓이고 굽고 지지고 볶

고. 그렇게 만들어 식구들을 먹인 다음 산더미처럼 쌓

인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데

저렇게 가식적으로 미화하다니. 예능의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봐.” 겁 없이 내뱉은 말에 아내의 표정이 일그

러졌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냉기를 느끼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태를 감지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세상에서 가

장 맛있는 라면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오

늘밤 당신과 함께라면’. 냄비에 물을 넣고 팔팔 끓인

다음 정성을 다해 면을 부셔 넣었다. 이때 백주부가

말한다. “스프를 먼저 넣어야쥬~” 자존심이 상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뚜껑은 닫아둬야쥬~” 한 번

더 참았다. “계란과 치즈를 곁들여야쥬~” 아악

~~~!!!!! 불을 끄고 라면을 그대로 엎어버렸다. 라면

하나 내 마음대로 끓일 수 없는 세상. 결국 전화번호

부를 뒤져 치킨을 시켰다. 아내와 일심동체가 되어 폭

풍같이 흡입한다. 역시 불토엔 치느님이 진리라고 감

탄하면서. 내가 못한 일을 이름도 족보도 없는 닭 한

마리가 대신 해줬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순교한 닭에

게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안수기도를 해주고 자

리에 누웠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자

이언티의 양화대교를 같이 듣는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요리 따위 못하면 어때. 지금처럼 행복하게

만 살아요 우리. 아프지 말고...” 그 말이 제발 진심이

길 바라며 아내를 꼭 안아줬다. 2015년 어느 토요일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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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수
필

|  
기

행
문 김백영 변호사

불교와 법

Ⅰ. 머리말

종교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은 서로 상당한 인식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양은 유일신을 신앙하는 관

점에서 신과의 관계회복을 내포하고 있는데 신과

의 관계회복이 바로 religion이다. religion의 어원

이 ‘다시’라는 Re와 ‘연결하다’라는 ligion의 합성어

이다. 반면에 동양은 특히 중화문화에 있어서 최고

의 가르침을 종교라 하고, 신을 믿는 것을 내포하

고 있지 않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의

사상이 나왔고, 불교를 수입하면서 불교의 가르침

을 宗(종)이라 번역하였고, 일본이 독일어 Reli-

gionsubung을 宗敎(종교)로 번역한 후 한자문화

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용례에 따라 유

가·불가·도가로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불교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오늘

날의 법과 법률가들이 불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

용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제례의식과 고등종교･철학의 탄생

1. 제례의식의 등장

인류는 진화과정에서 자연재해와 맹수에 대한 불

안과 공포를 겪으며 자연스레 초자연적인 힘을 외

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자를 매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1) 죽은 자를 매장한다는 것

은 사후세계를 설정하고 있고, 장례의식을 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아마 열매가 땅에 떨어져 묻힌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도 역시 묻으면

재생하는 것으로 유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점

차적으로 사후세계에 관한 관념이 인류의 보편적

인 인식으로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다.

여기서 바로 인간존재에 관한 불멸의 믿음이 시작

된 것이다.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겸임교수

1) 만프레드바우어(이영희 역) 인류의 오디세이, 삼진기획 156쪽
2) 스티븐 케이브(박세연 역) 불멸에 관하여, 엘도라도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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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종교와 철학의 탄생

인류는 석기에서 청동기, 철기로 발달된 도구를 사용

하면서 생산력을 증가시켜 나갔으며 그 결과 사유재

산의 축적과 계급의 분화 그리고 잉여생산물을 탈취

하기 위한 전쟁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3)

전쟁과 탈취를 주관하는 전사계급과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계급이 분화되고, 이들은 서로 민중을 착취하는

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도의 카스

트(cast)를 들 수 있다.

이후 대혼란의 시대를 목도한 뛰어난 선각자가 지구

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BC 9세기 무렵부터 기원전까지 지중해 연안에서는

소크라테스(BC 470-399),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이 등장하였고, 중동에서는 조로아스터,

이사야, 예레미아, 요한, 예수가 인도에서는 석가모

니, 마하비라, 중국에서는 공자, 노자, 묵자 등 제자백

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지배계급의 착취와 살아있

는 생명을 제물로 받치는 제사문화를 비판하고, 민중

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카알야스퍼스는 이 시기를

인류문명의 일대전환기로서 축(軸)의 시대(Axial

Age)라고 명명하였다.4)

이들로 인하여 철학과 고등 종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여 철학이, 예수로 인하여 기독교가,

석가모니로 인하여 불교가, 마하비라에 의하여 자이나

교가, 공자로 인하여 유교가, 노자로 인하여 도교가 등

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희생과

제사를 모두 거부하고, 인간존중을 주장하였다. 

지금 유교에서 지내는 조상제사는 조상추모의 의식이

고,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위한 장치일

뿐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제사가 아니다. 카톨

릭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성찬의식과 동일한 의

미를 지닌다.

Ⅲ. 불교

1. 불교의 성립

BC 6세기경 북인도의 조그만 나라 카필라성에서 태

자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가 남긴 가르침을 총칭

하여 불교(Buddism)라 한다.5)

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사문유관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여 수행하

여 깨달음을 얻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불교의 기본교리

(1) 3법인

3법인(三法印)이란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敎義)를

말한다. 인(印)이란 인신(印信). 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6)

①제행무상(諸行無常) : 온갖 물(物). 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

것을 불변·생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

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

을 말한다.

②제법무아(諸法無我) :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3) 윌터틀(김재성 역) 월드피스 다이어트, 황소자리 58쪽
4) 카렌 암스트롱(정영목 역) 축의시대, 교양인 2쪽, 암스트롱은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종교학자로서 그밖의 저서로 마음의 진보, 신을 위한 변론이 있다. 
5) 석가모니의 일생에 관한 전기소설로는 세계3대 고승으로 불리우는 틱낱한(서계인 역) 소설 붓다①,②, 장경각 카렌암스트롱, 깨어난 붓다 참조
6) 네이버 두산백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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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

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③열반적정(涅槃寂靜) : 생사가 윤회(輪廻)하는 고

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4성제 8정도

불교의 기본교리는 4성제(聖諦) 8정도(正道)로 구

성되어 있다. 4성제는 고집멸도(苦集滅道)를 말하

는데 고성제는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보는 것이

고, 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힌 것이고, 멸

성제는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이른 것이고, 도

성제는 그 괴로움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한 것이다.

1) 고성제 : 현상진단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른바 태어

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질병의 괴로움, 죽음

의 괴로움,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사랑과 이별하

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다섯

가지 치성하는 욕망의 괴로움을 말한다.(중아함경

7-31)7)

2) 집성제 : 괴로움의 원인분석

삶의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적인 생존조건이나 제

도에 따른 것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심리적인 것을

중요시 한다. 경전에 따르면8)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형성(行)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識)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名色)이 생겨나며,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감역(六入)이 생겨나며,

여섯감역을 조건으로 접촉(觸)이 생겨나며,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受)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愛)가 생겨나며,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取)가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有)가 생겨나며,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生)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老), 죽음(死), 우울(懮),

슬픔(悲), 고통(苦), 불쾌(不快),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사라져 소멸하면 모든 괴로움의 다발

들도 소멸한다.(쌍윳따니까야 2-115) 결국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이란 지혜가 없음을 말한다.

3) 멸성제 : 열반

경전에 의하면9) 괴로움을 넘어서는 것은 갈애를 남

김없이 소멸하고, 갈애를 놓아버리고 갈애를 내 버

리고 갈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 라고 하고 있다.(맛지마

니까야 141)

갈애(tanha:탕하)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 갈망,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데 갈

애의 종식이 바로 열반(nirvana) 즉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

4) 도성제 : 처방

초기불교는 괴로움을 넘어서는 처방전으로 팔정도

를 제시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

멸도(苦滅道)성제인가?10)

시
|  

수
필

|  
기

행
문

7) 김윤수,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산암 31쪽
8) 전재성,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국빠알리 성전협회 81쪽, 12연기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묘원 12연기 1,2 행복한 숲, 참조
9) 일아, 빠알리경전, 민족사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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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

즉 바른 견해[정견正見], 바른 사유[정사유正思惟], 바

른 말[정어正語], 바른 행위[정업正業], 바른 생계[정

명正命], 바른정진[정정진正精進], 바른 마음챙김[정

념正念], 바른 선정[정정正定]이다.

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正見]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

멸로 인도하는 도에 대한 지혜, 이것을 일러 바른 견

해라 한다.

②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正思惟]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無欲]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無恚]에 대한 사유, 해치지 않음

[不害]에 대한 사유,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③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언어[正語]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하는 말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것을 일러 바른

언어라 한다.

④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正業]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

행을 삼가는 것, 이것을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正命]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그릇된 생계수단을 버

리고 바른 생계수단으로 생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

을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⑥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正精進]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

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

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마

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

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

난 유익한 법들이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고 증장하고

충만하고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

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⑦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챙김[正念]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열심히, 분명한 앎을 지니고, 마음챙기는 자 되

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싫어함을 극복하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

문다. 열심히, 분명한 앎을 지니고, 마음챙기는 자 되

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싫어함을 극복하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마음챙김이라 한다.

⑧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선정[正定]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사유와 숙고가 있

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기쁨과 행복이 있는 초

선에 들어 머문다.

사유와 숙고를 가라앉혀서,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

이 있으며,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고, 사유와 숙고가

없고, 선정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

10) 김윤수, 위의 책 282-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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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머문다.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챙

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

므로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챙기며 행복하게 머

문다’라고 표현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이전에 이미 기

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

아, 평온한 마음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선정이라 한다.

불전에 의하면, 깨침에 이르는 도를 닦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양쪽의 극단에 사로잡히지 않

고 항상 중도(中道)를 걷는 것이다. 

(3)중도

불전에 의하면11) 양변을 떠나 마음의 눈을 열고 지

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깨침으로 이끄는 삶을

중도(中道)라고 한다.

양변을 다 떠난다는 것은 상대모순을 다 버리는 것

을 뜻한다. 현실세계란 전체가 상대모순으로 되어

있다. 물과 불,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괴로움과 즐거움, 너와 나 등이다.

이들은 서로 상극이며 모순과 대립은 투쟁의 세계

이다. 투쟁의 세계는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는 아니

다. 우리는 평화의 세계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상극 투쟁하는 양변의 세계에서 평화

라는 것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참다운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양변을 버려야 한다. 모순상극의 차별세계를 버려

야 한다. 

양변을 버리게 되면 두 세계를 다 비추게 되는 것

이다. 다 비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뜻이니 선

과 악이 통하고 옳음과 그릇됨이 통하고 모든 상극

적인 것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것

을 둘 아닌 법문[不二法門]이라고도 한다.12)

(4) 6 바라밀 

대승불교는 적극적으로 6바라밀(波羅密)의 수행을

권유하고 있다. 바라밀이란 미망과 생사의 이 언덕

(此岸)에서 해탈과 열반의 저언덕(彼岸)에 이르는

수행실천덕목을 말한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여섯가지이다.13)

3. 불교의 변천

(1)초기불교

싯다르타는 카필라성의 태자로 태어나서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세상을 떠

났다고 한다. 싯타르타가 성불하고 나서 이를 추종

하는 불교교단이 성립되었고, 깨달은 사람을 붓다

(Budda)라 하였는데 이를 한어로 음사하면 불타

(佛陀)가 되고, 이의 준말이 불(佛)이고 한국어로

부처라 한다. 흔히들 석가모니(釋迦牟尼)는 붓다

의 이름인 줄 알고 있으나 Sakyamuni의 음사이고

그 뜻은 석가족(族)의 성자란 뜻이다.

전통적인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의 사상을 글로 남

긴 바는 없고, 녹음을 해둔 바는 더더욱 없다. 당시

그들은 전국을 주유하면서 필요에 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그 세력이 확대되어 갔을 뿐이다.

교조가 죽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교조의 육성을 들

을 수 없으므로 자연히 언행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

시
|  

수
필

|  
기

행
문

11) 불교성전, 화은각 131쪽
12)성철스님, 백일법문상권 장경각 55쪽
13)불교성전 화은각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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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대두됨으로써 경전이 탄생되는 것이다.

불교는 붓다 입멸 직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을 제1차 결집(結集)이라고 한

다. 이 결집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이른바 초기경전이

라고 한다. 이 초기경전은 암송으로 이루어 구전되었

고 글로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BC 4~1세기경에 비

로소 문자로 기록 되었다.

초기경전에 토대를 둔 종교생활은 원시불교 또는 근

본불교라 칭할 수 있다. 근본불교는 스리랑카, 미얀

마, 태국 등 남방으로 전해져 이른바 상좌부(Ther-

avada) 불교 또는 남방불교가 성립되었다.

소승불교는 대승불교에서 부파불교를 비하하여 붙인

것에 불과하여 오늘날 소승불교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남방 불교는 사회참여에 소극적이며 개인의 해탈을 제

1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출가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은 정치

와 경제발전이 더디고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승려들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승려들은 12시 이후에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1일

(日) 1식(食)을 고수하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등 초기불

교의 원형을 유지하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불교에서 불(佛), 법(法), 승(僧),을 3보(寶)라고 한다.

남방불교에서 승단(shanga)은 출가 승려만을 의미하

고, 재가수행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남자신도), 우바이(여자신도) 이른바

4부대중(4部大衆)이 승단의 구성원이 된다.

(2)대승불교의 등장

붓다 입멸 후 승단의 분열이 가속화되어 이른바 부파

(部派)불교가 성립되었다. 부파불교는 각자의 주장을

선양하고 세력을 확대하고 붓다의 말씀을 완결적으로

정리해석 하는 정교한 이론체계를 모색하는 연구중심

으로 옮겨가다 보니 많은 논서(論書)가 저술되어 불교

이론이 복잡다단하게 되어 일반대중과 점점 멀어져

갔다.

이러한 이론불교에서 소외된 재가자들은 붓다의 유골

을 안장한 탑등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가자가 중심이 되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 공감

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의 정립이 요청되어 일어난 것

이 대승불교운동이다.

대승불교는 재가수행자가 주축이 되어 일어난 새로운

불교운동이므로 종전의 상좌부불교와 차별화가 요청

되었고 그 운동의 핵심은 복잡다단하게 전개된 불교

이론을 간략화하여 붓다생존시의 참신한 기풍을 되찾

고자 하였다.

승단은 승려와 재가신도로 구성되고 보디사트바

(bodhisattva) 한어로 음사하면 보리살타(菩提薩埵)

줄여서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물상을 등장시켜 자신

의 수행과 더불어 중생구제를 병행하도록 하는 역할

을 부여하였다. 또한 석가모니붓다 이외 여러 부처가

등장하는 다불(多佛)사상도 형성되었다.

대승불교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계율에

개차법(開遮法)을 채택하고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지

관(止觀)법 이외에 염불(念佛), 사경(寫經), 주력(呪

力), 기도 등을 도입하여 재가자들이 손쉽게 수행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상과

수행법을 이론화하기 위하여 대승경전을 편찬하여 널

리 보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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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경전은 붓다가 설한 원음이 아니라는 것이 학

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붓다가 설한 불법의 이치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아

야 하므로 신행생활 차원에서는 불설과 동일한 것

으로 보아야한다. 이러한 종파 간에 편찬된 다양한

경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방편설

(方便說)과 교상판석(敎相判釋)이다.

대승불교는 티벳, 네팔,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으로 전해져 이른바 북방불교로 정착되었다.

(3)밀교

밀교는 비밀불교의 준말로서 대승불교의 일부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주술적인 의례를 조직화

하고 신비주의를 가미하여 성립되었다. 밀교는 티

벳트로 건너가서 더욱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

는데 진언을 통한 밀교와 금강 탄트라가 있다. 우

리나라 진각종(眞覺宗)은 옴마니반메훔 진언(眞

言)을 염송하는 것으로 수행방편을 삼고 있다.

(4)선불교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하여졌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대승불교 초기의 참신성을 잃고 제의화(祭義

化)되고 불탑을 조성하고 기복적으로 흘러가고 경

전이 번잡해지고 관념화 경향이 심화되자 초기불

교의 생동하는 단순성과 실천성을 회복하고자 교

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敎外別傳 不

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기치를 내걸고 선불

교가 탄생하였다.

선종의 초조(初祖) 보리달마가 인도로부터 중국으

로 와서 남북조 시대 양(梁)나라 무제(武帝)를 만난

일화가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불심천자(佛心

天子)로 알려진 양무제는 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하

고 경전을 간행배포하고, 승려들에게 많은 보시를

한 자신에 대하여 보리달마에게 공덕(功德)이 얼마

나 되는지 물었다.

보리달마는 이에 대하여 무공덕(無功德)이라고 대

답하였다. 이에 양무제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성

스러운 진리입니까(성제제일의-聖諦第一義)?” 되

물었고 보리달마는 “확연무성(廓然無聖-성스러운

진리랄 것도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양무제가 이

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양무제가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달마는 “모른다(불식-不識)”라고 대답하

였다.14)

보리달마는 인연이 성숙되지 아니함을 알고 갈대

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소림사(少林寺)로 갔

다. 여기에서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달마가 서

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란 공안이

탄생한다. 선불교는 당(唐)시대에 꽃을 피워 송(宋)

나라 때 절정을 거쳐 그 이후 쇠퇴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선불교에서도 후기에 이르러 공안(公案) 또는 화두

(話頭)를 탐구하는 간화선(看話禪)으로 발전하였

다. 우리나라 조계종과 일본의 임제종은 간화선을

종지로 하여 소위 화두(話頭)참구를 수행법의 핵심

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붓다는 모든 중생은 부처

가 될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데 이

점에 의문을 지닌 한 승려가 조주(趙州)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고 물었다.

조주는 무(無)라고 답변하였다. 화두의 묘미는 일

반적인 논리로는 풀 수 없는 구조이다. 불교의 교

조 붓다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주선사는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 이 모순을 온몸으로 참구하

시
|  

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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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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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벽암록 상, 장경각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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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면 어느날 해답을 알게 된다. 이 해답을 스스로

알게 될 때 모든 의문에서 해방되며 비로소 안심입명

(安心立命)을 찾게 된다. 음수(飮水)면 냉난자지(冷暖

自知)니 수냉화난(水冷火暖)이라 물을 마셔보면 차고

더운 것은 스스로 아나니, 물은 차고 불은 따뜻하나니

라.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선불교는 선불교 초기의 참

신성, 생기발랄, 실천성을 상실하고, 화석화되어 선불

교의 위기를 맞고 말았다.

Ⅳ. 불교와 법

1. 낙관적 세계관

불교는 우리 삶의 현상을 고통으로 진단하고 있는 관

계로 흔히들 염세종교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

교는 염세종교가 아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를 치료하고 또한 이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이다. 또한 법적 분쟁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소송 등

으로 해결하여 삶의 평화를 회복하고 이를 교훈삼아

재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

일 것이다. 

이처럼 현상을 괴로움이라고 진단한다고 하여 단순히

염세적이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보거나 하루일상을 면밀

히 관찰해 보면 즐거운 때는 잠깐이고, 내내 긴장과

괴로움 후회 등의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감정을 괴로움으로 진단해버리고 처방이

없다면 염세적으로 될 수 밖에 없으나, 불교는 괴로움

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종교인 것이다. 즉 병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말론과 다르다.

붓다를 가리켜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라고 하기도

하는 바15) 이것은 불교가 매우 진보적사상이며 불교도

는 행동하는 실천가여야 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다.

오늘날 변호사의 대량양산에 따라 변호사들이 생존경

쟁에 내몰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법률가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법적 문제로 인

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주고, 법교육

과 상담, 조언 등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인권이 보장되

는 사회로 나아가는데에 이바지 할 수 있는바 변호사

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2. 평화

불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다. 법의 목

적도 평화이다. 이 점에서 불교와 법은 그 목적을 같

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마

음의 평화를 추구하나 사회적 평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출현한 원효의 화

쟁 사상은 오늘날 우리시대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

는데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교는 사회적 평화를 위하여 연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기법이란 단순히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

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상호의

존세계를 말하며 이는 공생과 화합의 길을 제시한다.  

법률가 역시 입법, 행정, 사법에 종사하면서 연기법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 국가는 사회를 만인과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이

를 해결하는데 사회계약의 한 방안으로 법과 법률가

제도를 만들어 냈다. 흔히 소송은 대립투쟁의 구조이

15) 놀란 플리니(주민황 역)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민족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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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나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

결짓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법원도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지방법원단위로

상설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조정에 힘쓰고 있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변호사 역시 개인적인 수입에 관한 이해를 벗어나

서 조정제도이용과 조정성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소송관계인이 정신적 고통에서 조기

에 벗어나고 사회적 비용를 줄여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등

불교는 계급제도에 반대하고 만인은 평등하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열반경에 따르면16)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불성이란 부처의 성품을 말하

니 결국 모든 중생은 근본적으로 부처라는 뜻으로

인간존중의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화엄경에 따르

면 한 티끌가운데 세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하

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한다. 즉 개체적

존재가 존재전체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적개체 그 자체가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고

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법 또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합리적 차별은 용인되

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차별과 불평등은 다른 개

념이다. 불교에서는 평등과 차별은 동전의 양면으

로 보고, 법에서 차별은 불평등의 뉘앙스가 강하다.

법률가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불평등

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4. 인과관계

경전에 따르면17) 존재가 죽으면 윤회를 하게 된다

고 한다. 윤회는 존재의 의식과 행위에 의한 결과

로 인하여 다음세계에서 그 존재의 종류가 정하여

지게 된다. 이른바 6도 윤회를 말하는데 육도는 천

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

로 나누어진다. 이른바 행위의 인과관계에 따라 그

결과로 과보를 받게 된다. 불교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율로 ①살

생 하지마라, ②도둑질 하지마라, ③음행 하지마

라, ④거짓말 하지마라, ⑤술 마시지 마라라고 하

는 5계를 들 수 있다. 법 또한 원인과 결과라는 인

과관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법 특히 형법은

금지규범으로 이에 위반되면 죄가 성립되고, 형벌

이라는 제재가 가해진다.

법률가 역시 법령뿐만 아니라 윤리장전도 잘 준수

하여 미래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도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인해 윤리규정 위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

으나 윤리적 행동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궁

극적으로 변호사들의 살길이 될 것이다. 

5. 성선

불전에 따르면18) 인간은 원래 청정한 존재라는 것

이다. 맹자의 성선설과 그 괘를 같이 한다. 인간은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르므로 이 번뇌

망상을 제거하여 본래의 청정한 존재의 모습을 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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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191쪽
17) 김윤수 위의책, 163-166쪽 
18)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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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데 있다. 형사법에 있어서 과거 ‘눈에는 눈, 이

에는 이’라는 응보형을 넘어서서 교육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 역시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는 믿음에서 나

와서 그 선한 존재로 회복시키려는데 있다. 

그런 까닭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수사, 재판, 수

형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수사, 재판, 형 집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6. 파사현정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편으로 화두 참구를 하

도록 한다. 화두는 의문부호이다. 화두를 들면 일체의

망념이 사라지고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한다.

법 또한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파

사현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점에서 법과 화두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관공서의 법령이

나 재판서 역시 공안이라고 한다. 이는 법령이나 판결

이 시비를 명백히 가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7. 생태환경

불교의 제1계율은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고, 뭇생명을

존중하도록 하고 뭇생명은 인간과 동일한 생명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뭇생명은 연기적 구조에 의하

여 상호연결되고 의존관계에 있다.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대화되

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자연파괴, 환경훼손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인간자체의 생존도 위협받게 되

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야생의 사고와 대칭성세계의 복원을 통

하여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19) 그러나 환경법이 인

간이 자연에 대한 시혜나 인간행동의 규제로 머물러

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접근해가야 비로소 해법이 보일 것이다.

실례로 1993년 이후 인도에서 긴부리독수리는 98% 줄

어들었고, 독수리가 자취를 감추자 동물사체가 세균

의 온상이 되면서 질병이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340

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다.20) 법

또한 이런 위기의식에 맞추어 환경법을 태동시켰다.

8. 형사재판

불전에 따르면21) 형사재판에 임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

을 제시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제시되는 사실에 의하며 사실인

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원칙은, 판결할 힘이 있는 적합한 시기인지를

확인한다. 충분한 힘을 가진 시기가 아니면 처결하지

않는다. 왕에게 힘이 있을 때는 처결하여도 효과가 있

으나, 힘이 없을 때 처결하면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서 처결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동기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며

결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를 범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고의가 아니라면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원칙은, 부드러운 말로 취조하고 거친 말로

협박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규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죄인지를 분명히 해서 그 죄 값 이상의 벌을 주지 않

도록 하며, 또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그 죄를 참회

하게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19) 가와이하야오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역) 불교가 좋다, 동아시아 29-32쪽. 이 책은 단순교리해설서가 아니고 대표적인 일본 지성인 두 사람이 인류문명전반
에 관한 대화록이다.

20) 조선일보 2015. 9. 5. 기사 참조 
21)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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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원칙은, 자비심에 의지하되 분노심으로

처결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를 뉘우치고 고치게 하려는 것이다.

법 또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하는 증거주의,

법에 의한 처벌을 하는 죄형법정주의, 행위에 상응

한 형벌을 과하는 비례의 원칙, 고문금지등 적법절

차준수, 교육형주의에 의하고 있다.

9. 노동

불전에 따르면22)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한다. ①힘에 맞게 일을 시

킨다. ②급여를 넉넉하게 준다. ③병들었을 때는

친절하게 간호한다. ④기쁜 일들은 함께 나눈다.

⑤피로할 때 쉬게 해준다.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다음의 다섯 가

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①아침에는 고용주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 ②밤에

는 더 늦게 잠자리에 든다. ③정직한 마음으로 매

사를 해나간다. ④맡은 일을 애써서 처리한다. ⑤

그리고 주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하면 주종 간에 분쟁이 사라지며 항상 평화

가 유지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인격

적으로 대우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면 자연히 근로

자는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

하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주어서 최소한

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10. 복지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6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를

내세우고 있다. 널리 자신의 재물, 노동력(시간),

친절, 미소 등 무엇이든지 베풀 것을 장려하고 있

다. 반드시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의 기쁨을 자신의 것 인양 같이 기뻐해주는 수희

공덕(隨喜功德)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은 누진세, 부유세 등 세금징수를 통하여 가진

자의 부를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배분하는 복지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사

회보장법이 있지만 기부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적지

원이야 말로 조세징수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사회

연대의식을 높이는 점에서 조세보다 더 바람직하

다고 본다.

Ⅴ. 수행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지

혜의 종교이다. 지혜롭고자 한다면 수행(修行)을 해

야 한다. 수행법은 원시불교의 8정도, 대승불교의

6바라밀, 선불교의 참선법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변호사는 분쟁에 휩쓸려 고통 받는 사람들이

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

대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심신

을 안락하게 하고, 지혜로운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는 무엇보다 욕망을 절제하고 연기적 삶을 살아가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시
|  

수
필

|  
기

행
문

22)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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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중에 불교수행으로 일가를 이룬 분으로 전 법

무부장관 황산덕 선생(1917-1989)23), 전 동국대총장

서돈각 선생(1920-2004)24), 전 환경부장관 박윤흔 선

생(1935-)25), 전 문교부차관 이상규 선생(1933-)26),

전 부장판사 김윤수(1951-)27),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대성스님28)이 떠오르고, 상당한 불교수행경지로 알려

진 송병진 변호사(1916-2014)29), 박한철 헌법재판소

장(1953-), 김진태검찰총장(1952-)30), 김소영 대법관

(1965-), 전 법제처장 송종의(1941-)31), 전 부산고등

법원장 안석태(1939-)32)전 감사위원 신상두(1939-)33)

전서울가정법원장 송기홍(1942-)34) 김진영변호사

(1949-)35) 등을 들 수 있겠다.

Ⅵ. 맺는 말

필자는 1985년 사법연수원(16기) 시절에 무진장스님

(1932-2013.범어사동산문도)으로부터 5계를 받고

1993년부터 3년간 집중수련기를 보내는 등 오늘에 이

르기까지 불교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불교수행을 통하여 분수에 어긋나는 욕망을 절제하

고, 항상 평상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정진하고 있

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

어서 킬리만자로와 키나발루, 후지산등반, 안나푸르

나트레킹, 밀포드트레킹, 몽블랑투르, 록키트레킹, 그

랜드캐넌트레킹, 태항산트레킹, 백두산중국쪽종주,

중국의 오악, 황산, 려산, 단하산, 불교 4대 성지 (청량

산, 보타산, 아미산, 구화산) 순례, 티벳, 남인도, 중인

도(석가모니 4대 성지 포함), 북인도, 스리랑카, 남미

등 세계 각국을 대부분 둘러보는 행운을 누리고, 각종

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2010년 아너소사이어

티 회원이 되고, 2011년 부산시민상 봉사부문을 수상

하였습니다.

법률업무에서도 수행한 소송 및 연구결과가 2015. 9.

10. 기준으로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서비스에 참고판

례 217건, 참고 논문 441건이 등재되어 있고, 로앤비

사이트에 참고판례 296건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 분야의 법률문화창달에 어느 정도 기여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2014년에 재단법인 부산광

역시 불교신도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매주 경전강의

와 무문관 강설 등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행이라도 정진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

로 만리무운 만리천 (萬里無雲 萬里天) 천강유수 천강

월 (千江有水 千江月) 일구를 선사합니다.

23) 형법과 법철학의 대가였으며, 복귀와 여래장이란 명저를 남겼다.
24) 상법의 대가였으며 평생 108배 수행을 하고, 재단법인 불교진흥원 이사장으로 재가불교발전에 기여하였다.
25) 행정법 대가였으며, 법제처 차장을 역임하고 현재 활발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26) 행정법 대가였으며, 불교경전을 여러권 번역 하였다.
27) 현재 대부분의 대승경전을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승려로부터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28) 대성스님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출가하였다. 힌두교성자 마하리쉬의 진아여여(탐구당), 마하라지의 그대가 그것이다(탐구당)등 다수의 가르침을 번역소개하고

있고, 그 가르침은 선종의 교지와 거의 동일하다. 그 밖에 중국의 허운대사, 대만의 상엄선사의 법문을 번역해 소개하고 있다.
29)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고 61세에 은퇴하고 반야암을 창건하고 평생 수행하면서 노자유감, 벽암록연구서를 냈다.
30) 수월스님일대기인 달을 듣는 강물을 저술하였다.
31) 대검차장 법제처장을 역임하였으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논산에서 밤나무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천고법치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32) 1989년 부산법조인 불교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70세에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취운정사 겸 일심선원을 열어 현재 정진중이다.
33) 검사장을 역임하였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수행중이다.
34) 화두를 타파하고 후학지도를 하고 있다.
35) 부장판사를 사임하고 전관예우 의혹을 피하고자 1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전국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였다. 선불교에 조예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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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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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문

권기우 변호사

사단법인 고 최동원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마치면서

2011. 9.14. 불세출의 야구영웅 최동원 투수가 우

리 곁을 떠났다. 그 무렵 야구를 좋아하고, 최동원

투수를 사랑하는 팬들이 모여 고인의 정신과 업적

을 형상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최동원기념사

업회를 창설하고 제가 이사장이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고인의 2주기가 되던 2013.9.14.에

고인의 동상을 사직 야구장에 건립하고 당시 허남

식 부산광역시장님, 임혜경 부산교육감님, 이재오

· 김무성 · 박민식 등 10여분의 전 현직 국회의원

을 모시고 제막하였다.

위 동상의 건립비용은 전국의 야구팬들과 프로야

구선수협회의 성금, 향토기업 부산은행, BN그룹

2013.11.11. 무쇠팔 최동원 투수동상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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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위 동상의 건립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순수한 민간의 성금으로 만

들어진 야구인 최초의 동상이라는 의미가 크다.  

고인의 3주기가 되던 해인 2014.11.11.에는 미국의 사

이영상, 일본의 사와무라 상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무쇠팔 최동원상”을 제정하여 첫 수상자로 기아타이

거즈의 양현종 선수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다. 상금

은 국내 야구 최다상금인 2,000만원이었다. 위 상금

등의 재원은 BNK 금융그룹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수상자인 양현종 선수는 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상금 모두를 후배들을 위하여 야

구공 등의 야구용품을 구매하여 기증하였다. 위 상금

의 사용처를 보면서 저는 무쇠팔 최동원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람이 있었다.

고인의 동상을 건립하고, 무쇠팔 최동원 상을 제정하

여 시상하는 것은 고인의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형상화 함으로써 현세나 후세에 알리고 나아가 투지

와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2015. 8.이사장의 3년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 주위의

연임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일개 변호사인 내가 이

사장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분을 모셔서 고인

의 업적과 정신을 빛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박

민식 국회의원님을 선임하였다.

박민식 의원님은 최동원기념 사업에 초창기부터 지대

2014.11.11. 무쇠팔최동원 상 시상식. 
왼쪽부터 성세환 BNK성세환회장님, 양현종 투수,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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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고, 대소 행사에 매

번 참석하여 열정을 보인 분이었다.     

최동원기념사업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기부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의 인·허가를 10여개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부금

을 받는 일은 더욱 어려운 것이었고 법률실무에 종

사하는 제가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최동원

기념사업의 취지에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하면서

도 막상 기부금을 내는 것에 선뜻 나서는 분은 많

지 아니하였다.

고인은 한국 야구사에 전설적인 인물로서 마운드

에서 보여준 불굴의 투지는 남달랐다. 1984.한국

시리즈 약 9일간의 일정 중에서 5번 등판하여 4승

을 달성한 것은 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변호사인 저의 눈에 뚜렷하게 띄였던 점은

스스로 처음으로 선수협회를 만들고 선수협회장이

되어 어려운 처지의 동료들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일이다.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약 4년간을 돌아보니 보다

더 빨리 잘 하였어야 할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유능한

새 이사장을 모셨으니 내가 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앞으로 더 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쉬움

을 달래 본다. 

앞으로는 명예이사장을 하라고 하니, 명예이사장

으로 남아서 고인의 업적과 희생정신이 후세의 귀

감이 되고 후세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모습을 보려

한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기간 팬들과 시민들

이 물심양면으로 보내셨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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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호 변호사

아드리아 해의 眞珠, 
“발칸 3國” 을 돌아보다.

*   역사적으로, “발칸: Balkan” 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다.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찾기가 쉽지 않다.

반도라면서 반도답지 않고, 선뜩 발칸이란 지명이

지도상에 나타나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충 그 지역쯤

이려니 어림잡고,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역사를 알아

보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여행가실 회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썼다. *

1.  발칸 (Balkan)으로 가보자.

작년 이 맘 때엔 8일 동안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올해 이 맘 때엔 어딜 다녀올까 긁적거리던 중 한 신

문 광고란이 눈에 띄었다.  

“발칸 행 KAL 투어” 였다.  

KAL 투어는, KAL 傳貰機 편으로 오가는 여행이라

딴 여행사 상품에 비해 좀 비싼 것 같았다. 

그러나, 비싼 만큼 오가는 길이 마음 편하고 실속이

있을 것 같아 그 길로 인터넷을 檢索하여 日程을 알아

보았다. 목적지는, 크로아티아(Croati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 Herzegovina), 슬로베니아

(Slovenia) 등  3국이었다. 이 세 나라를 8일 동안에

돌아보는 투어였다. 경유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크로

아티아에서 앞뒤로 5박, 보스니아에서 1박, 슬로베니

아에서 1박하면서, 버스로 세 나라의 14개 都市와 名

勝地를 周遊하는 일정으로 꾸며져 있었다. 

결국은, 그냥 그 세 나라를 스쳐지나 둘러보았다는

“허울 좋은 日程” 에 그칠 여행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쩌나! 

이 나이에, 그 이상의 실속을 차리긴 어려울 것이니,

스물 몇 명의 관광 팀 틈에 끼어, 가이드가 시키는 대

로 오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4월 하순에 ‘KAL 투어’ 釜山支社에 전화를 걸었다. 

5월 중순에 떠날 수 있는 팀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했

더니, 5월 30일 以前 팀은 모두 滿員이라 마감되었다

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5월 30일 출발 팀에 참가하기로 신청

해놓고 그 날로 계약금을 입금시켰다.

2. 우선 떠나기 전에 발칸반도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가. 유고슬라비아 국명의 유래.

발칸(Balkan) 半島라면, 20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유

럽 南東部의 이 地域을 지배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

라가 얼핏 생각났다.

이 國名은, “南 슬라브인들의 땅” 이라는 뜻이란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樞軸國에 대항하여 공산주의 빨

치산을 이끌고 抗爭했던 ‘티토’가 戰後에 이 지역에 살

고 있던 6개 異民族을 강압적으로 한데 묶어 1국을 만

들면서, 일찍이 1929년도에 세르비아가 이끌던 ‘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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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드 왕국’이란 국명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명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한 ‘유고슬라비아’ 라는

‘나라이름’ 을 빌어다 쓴 것이다.

‘티토’ 治下에서 이 異民族들은, 宗敎가 달랐을 뿐

만 아니라 서로 다른 言語와 文字를 사용하고 있어

그들 사이에 對立과 分裂의 위험성을 內包하고 있

었으나, 티토의 강력한 통치아래 겉으로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티토’가 사망한 후 1990년대에 이르러 유

럽의 改革.開放 물결이 들이닥치자 유고슬라비아

의 통합은 깨어졌고, 이질적 민족끼리 ‘유고 연방’

을 탈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라는 국

명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 分裂 過程에서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內戰에 대

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나. 발칸 반도의 역사       

원래 발칸반도에는, 古代로부터 일리리아 民族

(IIIyria: BC10세기경부터 발칸반도 서부 쪽에 거

주) 이 살고 있었다.

BC 3-4 세기경부터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BC

27 년경 로마 帝國이 형성되어 그 세력이 커지면

서 발칸 반도를 점령하자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4세기경에 이르러 로마제국은 東西로 분열되었고,

西로마제국이 훈족과 코트족의 領內侵入에 겹쳐

프랑코제국 (겔만 族) 세력의 大大的인 南下로 위

축되었다가 476년에 이르러 멸망하자, 북쪽에 散

在해 있던 슬라브 민족이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6-7세기에 걸쳐 ‘불가리아 국’을 형성하여

동로마帝國을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동쪽의 강대

국인 오스만 터키帝國 역시 東로마 帝國의 영토를

虎視耽耽 노리고 있었다.  

그 즈음, 발칸 반도의 ‘일리리아 민족’은 이들 異民

族의 침략을 피해 디나르 알프스 산맥(-Dinar

Alps Mts: 이스트리아 반도에서 남동방향의 알바

니아까지의 길이 약 650km, 평균고도 1600m, 너

비 60-180km 의 山系-)을 넘어서 지중해 북방의

아드리아 (Adriatic Sea) 해안 쪽으로 피난하여 정

착하게 되었다. 

그 사이 발칸반도 全域에는 여러 민족과 종교별로

세르비아. 왈라키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등 여러

나라가 형성되었다. 

1389. 6. 28. 세르비아왕국을 위시한 불가리아,

왈라키아, 알바니아, 보스니아의 연합군은 발칸반

도 南部의 코소보 高原에서 발칸 반도 倂合을 노

리던 오스만 투르크 帝國軍과 충돌하여 전투가 벌

어졌다. 

이 전투에서 聯合軍이 패배하자 세르비아王國은

오스만 帝國에 흡수되었고, 이후 400년간에 걸쳐

보스니아를 비롯한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는 오스

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한편, 약 1,000년 동안에 걸쳐 서서히 쇠퇴하던 東

로마제국은 강력한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받고,

결국 1453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 후로도 발칸의 아드리아해 (Adriatic Sea) 연안

지역은, 14,5세기경 해상무역공화국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베네치아에 점령당했다가 1797경 나폴

레옹에 의해 해방되기도 하였다.

19세기 이후 발칸반도에도 民族主義가 확산하였

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獨立運動

이 일어났다.

특히, 슬라브인들은 ‘오스만제국을 유럽에서 축출

하여 남슬라브단일국가를 건설하자’ 는 凡 슬라브

주의를 확산시켰다.

19세기 초반 발칸반도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어

난 蜂起 역시 오스만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세

르비아가 그 중심에 서있었다.  

그러는 사이 러시아는 발칸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발칸의 범슬라브주의를 지원하였다.

1866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帝國의 서부영토를 상실하게

되자, 그 후로는 발칸반도로의 東進을 적극적으로

획책,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1877년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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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하여, 산스테파노 조약으로 이스탄불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를 契機로 발칸에서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루마

니아가 독립하였고,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가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列强들의 개입으로 발칸반도 정세는 더욱 복

잡해졌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그 당시 지중해지역과 중

앙아시아 등지에서 러시아와 대립해 있던 ‘영국, 프랑

스, 독일’ 三國을 끌어들여 발칸반도에 영향력을 증대

하기 시작한 러시아를 견제하려 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列强은 1878년 산스테파노조약을 수

정하여 불가리아 영토의 상당부분을 다시금 오스만제

국에 반환시키는 한편,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헝가

리제국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버렸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보스니아를 東進정책의

前哨基地로 활용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08년에

이르러서는 보스니아를 완전히 倂合해버렸다.   

이로써, 1914년에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계 민족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왕위

계승권자인 皇太子내외를 암살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암살사건을 계획하고 실천한 보스니아의 세르비아

계 민족주의 단체 배후에 세르비아 정부가 개입되었

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導火線이

되었다.  

그 결과,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帝國이 패전하여

瓦解되자,   그 영토내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가 독

립하였다.

이 때, 戰勝國 중의 하나였던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 몬테네그로 등 지역을 통합하여 남부

슬라브계 다민족 국가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

베니아 王國’ (일명 베오그라드 王國)을 건설하였다. 

1929년에 이르러 왕국내의 凡슬라브 민족주의자와 세

르비아 민족주의자간의 알력이 심해지자, 이를 무마

하겠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국명을 ‘유고슬라비아 王

國’ (일명:유고왕국) 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고 왕국은

樞軸國에 점령당하여 멸망하게 된다.  

樞軸國은 舊유고왕국의 크로아티아지역에 ‘크로아티

아 國’이라는 傀儡國家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유고왕국’시대부터 極端的인 보

수주의와 크로아티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파시스트

테러집단 우스타샤(Ustati ; 首長은 안테 파벨리치:

Ante Pavelic)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1941년 추축국의 괴뢰인 ‘크로아티아 국’이 독립하자, 우

스타샤는 정권을 장악하여 ‘域內의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당시 크로아티아 지역에는 다수의 세르비아인들이 거

주하고 있었다. 우스타샤의 虐殺蠻行은 주로 인종적

이유에서였지만 종교적 이유에서이기도 하였다.

즉, 크로아티아인은 일반 슬라브 민족과는 달리 로마

가톨릭교를 신봉하고 있은데 반해, 세르비아인들은

東方正敎會에 속해있었던 것이다. 

열열한 가톨릭교도인 우스타샤 들은 기독교도인 세르

비아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학살하였고, 덩달아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집시들마저 학살하

였다.

이 만행으로 60만 명에 이르는 세르비아인들이 殺戮

되었고, 약 3만 명의 유대인과 2만9천명의 집시들도

虐殺당하였다.

이 엄청난 殺戮劇은, 후일 일어날 발칸 반도 내 人種

紛糾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 1945년 추축국이 패망하자 ‘우스타샤’의 수장 안

테 파벨리치는 우스타샤 군대를 향해 끝까지 싸우라

고 지시해놓고선 자신은 혼자 몰래 크로아티아를 빠

져나가 오스트리아에 망명하였고, 유고슬라비아 인민

재판소는 闕席裁判을 통해 파벨리치에게 사형을 선고

하였다. 이후 파벨리치는 이탈리아,아르헨티나,스페

인 등지로 망명하여 전전하다가, 1957. 4. 괴한에게

습격당하여 중상을 입었고, 2년 뒤 스페인 마드리드

에서 사망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지배 하에서 해방된 유고슬라

비아 민주 연방은, 추축국에 대항하여 빨치산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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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티토의 강력한 영도 아래 다민족, 다종교 국가

로서 안정적인 통일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1946년에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으로 개칭하

였고, 다시 1963년에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

방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꾸었다. 

비록 공산주의 국가 체제하에 있긴 하였으나, “티

토 대통령”의 영도 아래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소련과는 일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티토가 사망한 뒤 1991년에 이르러 연방구

성 공화국은 분해하기 시작했다. 우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로 분리, 해체되었다.

그 후 유고의 해체과정은 순탄하지 못했고, 流血이

狼藉한 “內戰”과 1998년의 “코소보사태” 로까지 이

어진다. 

---* 도대체 티토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다민족,

다종교간의 분규로 얼룩진 발칸반도를 통일하여

안정된 연방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였다.

티토 (Josip Broz Tito : 1892. 5-1980. 5) 는 크로

아티아의 農家출신이었다. 

한때 금속노동자로 일하다가, 1910년 18세의 나이

로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였고, 1차 세계 대전 때인

1913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군에 소집되

어 참전하였다가, 1915년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어

러시아혁명에 투신하였다. 

그 후 1920년 크로아티아에 귀국하여 공산당에 입

당하였다. 

1927년에는 共産黨 ‘자그레브’ 시 위원회 서기가 되

었으나 체포되어 1928년부터 1934년까지 투옥되

었고, 출소한 뒤에는 소련으로 건너가서 1935년부

터 모스크바 코민테른 서기국에서 일하였고, 

한때 Spain內戰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1941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獨, 伊 軍이 유고

를 점령하자, 80만 공산주의 빨치산을 이끌고 추

축국 상대의 게릴라전을 펼쳤으며, 인민해방군 총

사령관이 되기도 하였다.

1943년 전국위원회(임시정부)의 의장이 되어 元帥

칭호를 받았고, 조국이 해방된 1945년에는 수상,

국방상을 역임한 뒤 1953년에 초대대통령으로 선

출되었다.

티토는 독자적인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비

동맹 중립외교정책을 固守하여 蘇聯 사이에 마찰

을 빚기도 하였으나, 1969년에 이르러 蘇聯과의 관

계를 개선하였다. 

1974년 5월 유고 연방 의회는 그를 ‘終身大統領’으

로 추대하였다.

티토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유고슬라비아

의 통일을 지키고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일생

을 바친 발칸반도의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티토의 死後 1990년대 ‘유럽의 改革, 開放’과 ‘공산

권의 도미노 붕괴’를 契機로 발칸반도에도 분리 독

립 운동의 세찬 바람이 불어 닥쳤다.  

이질적 민족끼리 유고연방을 탈퇴하기 시작하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로 분

열되면서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

다.---* 

3. 티토의 死後,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戰亂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로 크로아티아 內戰 (1991년 이후) 과 보스니

아 內戰 (1992.4—1995.12)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쳐 ‘동 백림 장벽

붕괴와 구소련연방 해체’와 맞물려 일어난 유고연

방의 분해과정에서 일어난 종족 간의 분쟁이다.

발칸반도는 그 복잡한 인구구성만큼이나 분쟁의

역사도 거칠고 길다. 

오랜 민족적, 종교적 反目이 1990년대 초반 “유럽

의 킬링필드 –Killing Field-” 라고 불리어진 크로

아티아내전과 보스니아 내전을 초래하게 된다.

먼저, 과거 1차 세계대전당시 독일중심의 합스부

르크 王朝의 세력권인 舊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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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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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領土 內에 있었던 인연으로 독일계였던 슬로베니

아와 크로아티아가 1991년에 독립하자, 그 영향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역시 독립하려하였다. 

그러자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영내의 세르비아계 주

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內戰을 일으켰고, 슬라브족의

중심세력을 자처하던 세르비아는 보스니아의 독립을

저지하려 하였다. 

(-전술했듯이,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아계는 2차 세계

대전 초기에 가톨릭계인 우스타샤에게 수십만이 학살

당하는 비극을 겪었었다.-) 

한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르비아와는 상관

없이 1992. 3.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독립을 확정하였다.

그러자 보스니아 영토내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보스

니아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참가자체를 거부하고, 세르

비아계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약

460만 인구 중, 동방정교를 믿는 세르비아계는

37.1%, 이스람교를 신봉하는 보스니아계는 48%, 가

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계는 14.3%, 기타 루마니아계

와 유대인계는 0.6% 의 인구비율로 나타나 있다.)

이때, 유고의 正統을 내세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는 1992년 ”新 유고연방”을 결성하였고, 연방군은 보

스니아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보스니아 영토 내

에 침공하였다.

신유고 연방군의 지원을 받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

계는 內戰 초기에만 해도 보스니아 영토의 약 70%를

점령하기까지 우세하였다.

1992. 4. 6.  EU와 미국이 보스니아의 독립을 인정하

였다. 

그러자 보스니아사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본격적

인 내전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1992. 5. UN 안보이사회는 세르비아 공화국 (新유고

연방)에 대하여 전면적인 禁輸措置, 航空封鎖, 資産凍

結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휴전할 것을 촉구하였다. 

新유고연방군은 이에 和答하여 군대를 철수시켰으나,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는 휴전에 동의하지 않고 전

쟁을 계속해 나갔고, 人種 淸掃 (이슬람교도 학살) 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1992. 8. UN은 1,500명의 평화유지군을 派兵하

였고, 24,000명의 병력을 駐屯시켜 내전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內部紛爭의 심화, Zero-killed 전략 (파견국

의 소극적 대처) 와 세르비아계의 對이슬람, 對평화유

지군 공격의 激化”로 인해 세르비아계의 무력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內戰은 종식되지 않았으며, 3년간에 걸쳐 막대

한 人命損失과 破壞를 초래하였다.

1995. 3. 러시아가 보스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仲裁에

나섰다.

1995. 11. 에는 미국의 오하이오주 Dayton에서 내전

당사국 사이에 평화협상이 열렸고, 1995. 12. 14. 프랑

스 파리에서 내전당사국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

티아) 의 대통령들이 모여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3년 8개월에 걸친 보스니아내전은 약 30만 명이 넘는

희생자와 230만 명의 難民을 남겨 놓고  표면상으로

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심각하였으며, 民族 간 및 宗敎

간 갈등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이 평화협정은 보스니아 영토 내에 세르비아계 공화

국의 실체를 인정케 하였다. 

또한 그 영토의 51%를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에,

나머지 49%를 세르비아계에 나누어주는 결과가 되어

1국가 2체제 형태가 되어버렸다. 즉, 1國을 Federa-

tion of Bosnia and Herzegovina (영토의 51%) 와

Republic of Srpska (영토의 49%)의 둘로 갈라놓아

분단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표면상으로는 단일국

가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民族間  異質性과 宗敎的

紛爭이 잔존하게 된 것이다.  

결국,  보스니아 內戰은 大量難民 및 人種淸掃와 戰犯

의 문제를 남겨놓았고,  보스니아 난민수용문제와 親

크로아티아계 지원문제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사이의 적대관계가 심화되어 결국엔 UN

보스니아 평화유지군과 NATO군의 군사개입에 이어

비정부구호단체들의 개입 등 새로운 양상의 국제문제

를 야기시켰다.

(-내전 당시 세르비아의 ‘슬로바단 밀로셰비

치’(Slobadan Milosevic) 대통령은 크로아티아 및 보

스니아계 인종청소를 지시하여 30여 만 명을 학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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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나머지 생존자들도 난민신세를 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UN의 강력한 개입과 밀로셰비치의 퇴진으로 전란

이 수습되었다고 할 것이다.

‘발칸의 屠殺者’라 불렸던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1999년 舊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전쟁범죄와 학살죄, 반인도적범죄로 기소되었고,

2000년에 민중봉기로 실각한 뒤 2001년에 체포되

어 헤이그에서 전범재판을 받던 중  2006. 3. 감옥

안에서 獄死하였다.

참고로, 보스니아 내전 전범으로 기소된 52명중

45명이 세르비아계였다.)

둘째로, 코소보 사태 (1998.3—1999.8) 이다.

세르비아 남부의 코소보지역에 거주하는 回敎徒인

알바니아계 코소보인과 東方正敎 基督敎徒인 세르

비아 정부군사이에 벌어진 유혈충돌사태이다.

코소보는 원래 “신 유고연방국” 소속의 자치구였

지만, 알바니아계 주민이 전체인구의 80%를 차지

하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독립을 추구해왔다.

1998. 3, 코소보의 알바니아 분리주의 叛軍이 세르

비아 정부군 경찰을 공격하자 세르비아 경찰은 즉

각 반격에 나서서 반군과 반군거점 지역의 주민들

을 대량 학살함으로서 코소보 사태가 시작되었다.

그해 5월에는 세르비아 군이 대규모소탕작전을 전

개하여 반군 射殺외 에도 回敎徒인 알바니아계 人

種淸掃作戰을 펴기 시작했다.

6월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코소보 사태 介入을

선언하였다.

NATO병력을 코소보 지역 주변에 配置시켜 세르

비아에게 전투중지를 촉구하였으나, 세르비아군

은 이를 무시하고 작전을 계속하였다.  이에 NATO

는 세르비아에 대한 무력사용을 결정하였다.

세르비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서방측과의 평

화협상을 試圖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NATO는 유고연방에 대한 空襲을 개시하였다.  

1999. 8. 세르비아議會는 UN의 평화계획안을 승

인하였고, 이에 따라 비로소 코소보 사태는 수습단

계에 들어가게 된다. 

* 이런 유고연방 해체의 난리 통 속에서도 발칸 半

島 內 여러 나라의 분리 독립은 착착 진행되었다.

크로아티아(Croatia),  마케도니아(Macedonia) 와

슬로베니아(Slovenia)는  1991년에 독립하였고, 보

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 Herzegovina)는

1998년, 세르비아(Serbia)는 1992년(법률상의 건

국연도임: 신 유고연방 결성일임),  

세르비아에서 분리한 몬테네그로(Montenegro) 는

2006년에 독립하였다.

Kosovo 역시 1999년 일단 UN의 직할통치하에 들

어갔다가 2008년에 세르비아로부터의 분리 독립

을 선언하였으나, 세르비아는 아직도 코소보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튼, 1991년 유고연방 해체이후 발칸반도는 인

종, 종교적 대립으로 수십만 명이 학살되는 ‘피의

역사’를 겪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발칸반도 各國은 “경제난과

유럽연방 가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相互和解

와 平和를 추구하여 왔다.

근래 세르비아(슬라브계통의 동방정교 중심)와 알

바니아(회교국)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역사적 화해

는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 두 나라는 유럽연합 (EU) 동시가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EU는 가입전제조건으로 ‘양국 간의 화해’

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역시 종교간 화해의 걸림돌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檢索과 資料를 통해 알아본 以上의 “얄팍한

지식”이 이번 여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

지 않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이해하기에는 충분

하리라 기대 해보았다. 

도대체 발칸지역에는 슬라브 종족 이외에 어떤 인

종들이 살고 있기에 그와 같은 紛亂이 계속되어온 것

일까?

종교의 차이가 人種淸掃라는 非宗敎的, 非人間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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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戮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

나치(Nazi) 의 使嗾가 작용한 면도 있었으리라 짐작되

지만, 가톨릭 또는 기독교 신도들이 서로를, 또는 타

종교 신자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선

뜩 受容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바티칸 교황청은 ‘우스타샤’와 매우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던데, 도대체 바티칸이나 가톨

릭교회는 東方正敎信徒나 異敎徒 학살사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했던 것일까?

아무리 인종과 신앙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크

로아티아,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는 人種淸掃와 같은

수십만 명의 殺戮劇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와 같은 分裂과 殺戮의 역사를 지닌 隣國사이에 지

난날의 怨恨을 어떻게 풀고 있으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몇 가지 의문을 가슴에 묻어둔 채 그곳으로의 여행길

을 떠나기로 하였다.

4. 떠나기 전의 준비. 

우선 여느 때처럼, 메일로 네 아이에게 旅行計劃을 알

렸다.

특히, 서울의 맏아들에게는 항시 여행기간 중의 비상

시에 대비하여 뒤처리에 대한 指示書와 열쇠꾸러미를

맡겨놓고 있다.

인천공항경유인 때에는 서울에서 하루 밤 쉬었다가

아이들 차편으로 공항에 나가곤 하였으나, 이번엔

여행사와 협의하여 인천 경유 부산 직항으로 결정하

였다.

내가 아이들에게 보낸 메일내용은 이렇다.

“ -- 발 떨리면 못가니

가슴 떨릴 때 떠나라 --

어느 여행가가 한 말이라던데, 오늘 저녁에 희옥이

가 어디선가 읽었다며 알려주네. 4월을 보내면서 해외

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나도 어딜 다녀올까 생

각하던 차 한진관광의 “크로아티아” 傳貰機 투어광고

가 눈에 띄었어. 부산지사에 전화를 걸어 5월 중순 (매

토요일 출발) 쯤 떠날 수 있나 알아보았더니 5.30.

(토) 이전 팀은 모두 마감되었다는구나.

하는 수 없이 5.30. 출발, 6월 7일 귀국하는 투어에 참

가하기로 했다.

발칸 3국(크로아티아,보스니아,슬로베니아) 9일간이

라지만, 片道 약 12시간 비행시간을 제하면 호텔 7박

8일쯤 되겠지.

인천출발이라, 여행사에서는 부산에서 체크인하여 인

천 경유 換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구나.

올 때도 부산행 항공표를 마련해주겠다니, 서운하게

도 서울에서 쉴 시간은 없을 것 같다.

작년에 갔던 터키는 周遊거리가 멀어 힘들었지만, 이

번 투어 거리는 3개국이라 해도 버스여행하기에 적당

한 거리인 것 같다.

올해 가을에는 San Francisco로 가서 차를 렌트하여

Canada Abbotsfold 희령이 집까지 드라이브 해 갈 계

획을 세우고는 있으나 ------글쎄로다.

‘발이 떨리게 되면’ 못 가게 되겠지. 핫 핫 핫 !! 끝.”

그 다음 날 캐나다의 둘째 딸로부터 회신이 날아왔다.

“내가 아빠 나이일 때에도 그렇게 해외를 다닐 수 있

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딜 가려면 넘 힘든데.

건강하고 부지런해야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듯.

구월이든 시월이든 오실 수 있음 오세요.

-- 발이 떨리지 않으시면 ! ㅋ”    

5월 8일 여행사에 여행경비잔금을 송금했다. 

5월 26일 여행사에 한 번 더 들러 참고자료를 받았다.

인솔자가 정해진걸 보니 투어 참가자가 꽤 많은 모양

이다.

부산출발 인원은 출발일 아침 5시 40분까지 김해공항

국제선청사에 나와서 한진 관광 직원으로부터 비행기

표를 받고, 출국수속을 밟으라고 한다. 

인천공항에서는 환승절차의 규정상 보안구역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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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질 못하니, KAL기 탑승 직전에 탑승구 앞에

서 투어인솔자를 만나라고 한다.  

출발일은 새벽 일찍부터 바빠지겠구나. 

5.  투어의 나날들.

첫째날. (5. 30, 토요일) Busan—Incheon—Zagreb

새벽 3:30 에 기상하여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뒤, 4:45경 집을 나섰다. 5:15경 金海空港 국제선

터미널 2층에 도착하여 15분 뒤 한진 여행사 직원

으로부터 國內線 (부산-인천 간 및 김포–부산 간)

과 國際線 (인천–자그레브 간 왕복 ) e-Tickets를

받아들고, 곧장 카운타에 가서 자그레브까지의 국

내선 및 국제선 탑승권을 발권 받았다.

여행 가방은 ‘자그레브 공항’까지 直送하게 되어 있

어 갈 때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으나, 올 때에는 인

천에서 짐을 찾아 김포공항까지 직접 운반해가서

부산으로 탁송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인천공항에서는 환승절차를 밟은 뒤, Sky Hub

Lounge 에 들러 11:20 까지 느긋하게 쉬었다가, 항

공기 搭乘시간(11:40)에 맞추어 탑승구 앞에 가서

인솔자를 만났다.

KAL 전세기는 거의 만원이었다.

비행기는 예정보다 늦게 12:35에 이륙하여 한국시

간으로 밤 11:30 (현지시간 오후 4:30) 경에 도착하

였으니, 11시간 가량 비행한 셈이다. 기내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해 영화 3편 (Kingsman Secret

agent –두번째로 봄-, EX MACHINA, A Most

Violent Year)을 보았다.

중간 중간 비행항로를 살펴보니, 인천을 떠난 뒤

몽고 울란바트르와 러시아 모스크바 상공을 경유

하여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했다.

자그레브 공항은 소규모였다.

비행장에는 독일과 네델란드의 여객기 한 대 씩 두

대 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 보았나? 의아해서 둘러보았으나, 눈에

띄는 비행기는 단 두 대 뿐이었다.

그러니, 그때만 해도 KAL기는 큰 손님인 셈이다. 

공항건물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駐機하자, 고급

스러운 공항버스들이 들이닥쳐 승객을 실어 날랐다.

입국수속은 간단했다.

보안구역 출구를 나오자 예쁜 傳統衣裳을 입은 크

로아티아 소녀들이 줄을 서서 KAL 전세기 승객들

을 환영하였고, 빨강 Heart형 목걸이를 일일이 걸

어주고 있었다. 

목걸이는 도자기 材質로, 빨강 바탕에 하얗게

‘ZAGREB’라고 쓰여 있었다. 

공항건물밖에는 대형버스 7대가 관광단을 기다리

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7호차에 배정되었다.  

7호차에는 가이드를 포함하여 21명 (남자: 10명,

여자 11명. 그 중 부부동반은 세 쌍) 이 탔다.

대형버스인지라 좌석에 여유가 있어, 한 사람이 두

자리를 차지하여 여행 내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호텔로 직행하여 저녁을 먹고

나서 時差를 견디며 일찍 잠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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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크로아티아 소녀가 걸오준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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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5. 31. 일요일) Zagreb—Ljublyana—Bled

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시간 가량 호텔 주변의 상가

와 주택가를 돌아보았다. 대략 4, 5층의 나지막한 건

물들로 벽들이 지저분하게  낙서로 뒤 덮여 있는 것이

더러 눈에 뜨였다.

아마 社會主義시대의 遺物이 아닐까 싶었다.

거리 사방으로는 TRAM 電車길이 잘 깔려있어 시민

들의 교통은 편리해보였다. 대로변에는 전차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호텔에서 두어 블록 떨어진 곳에  Night Club 이 있었

는데, 그 앞쪽 길가에는 밤샘하고 놀다 나온듯한 젊은

이들이 몰려있었고, 바로 그 옆에 “American Hot-

dog”이라는 英字 간판을 내건 간이식당 ( Food Car

형 ) 이 있었는데, 젊은 남녀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미국의 어느 도시 뒷골목 광경을

보는 것 같았다.

조식 후 8: 15 에 호텔을 출발하여 시내관광에 나섰다.

버스를 타는 즉시 가이드로부터 크로아티아語 인사말

을 배웠다.

아침 인사는 “도브로 유트로”, 낮 동안의 일상인사는

“드바르다”, 감사하다는 인사는 “드발라” 였지만, 여

행 내내 아무 곳에서나 영어가 잘 통해 굳이 현지 말

을 쓸 필요는 없었다.

자그레브 (Zagreb)는 크로아티아의 首都라지만, 인구

100만정도의 閑寂한 중소도시다.  

이 도시의 중심부 ‘캎톨 언덕’ 위에 두 개의 화려한 尖

塔으로 유명한 ‘자그레브 大聖堂‘이 있었고, 그 부근에

는 상인들이 매일 나와서 신선한 채소, 과일과 지방특

산품을 팔고 있는 ‘돌라츠 廣場’이 있었다.

때 마침 일요일이라 大聖堂은 미사를 올리는 시민들

로 붐볐다.

‘돌라츠 광장’은 과일, 채소를 파는 소매상 天幕으로

뒤덮여 있었다. 광장 地下는 여러 칸으로 잘 정비된

생필품 점포들로 꽉 차 있었다. 이 점포들은 아래쪽

일층의 시가지 통로로 출입할 수 있었고, 광장에서 엘

리베이터로도 내려갈 수 있었다.

자유 시간에 시장 안을 둘러보다가 맛있어 보이는 체

리 1kg을 샀다.

값이 4 Euro 라기에 5 Euro 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

더니 크로아티아 동전 7 Kuna 를 내어준다. 1 유로가

대충 7 쿠나 라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체리

1kg이 약 5,000 원 정도인 셈이다.

옛 성벽의 城門 중,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돌의 문’ (보

수공사중)과 독특한 타일 모자이크 지붕으로 유명한

聖 마르코 聖堂 (우측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좌측에는

옛 대통령궁이 있었음) 등지를 둘러본 다음, 버스 편으

로 隣國 슬로베니아의 首都 류블랴나 로 향했다.

나. 류블랴나 (Ljubljana) 와 블레드 (Bled). 

슬로베니아의 首都 류블랴나는 인구 30만의 소도시다.

이 곳은 湖水 觀光地 블레드 (Bled)로 가는 도중의 경

유지일 뿐이라, 중식 후 잠간의 자유 시간을 가진 다

음 곧장 블레드로 이동했다. 

블레드는 슬로베니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湖水都市로

호텔방 창밖의 자그레브시내 풍경

돌라츠광장 시장에서 체리 값을 흥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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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앙 알프스 산맥’ 과 접해있는 관광명소이며,

지방행정의 중심지이다.

인구는 일만 명 가량이라 한다.

먼저, 호반의 絶壁위에 세워진 ‘블레드 城’ 을 찾았다.

성 내부를 둘러본 뒤 展望臺에서 내려다 본 블레

드 호수 주변의 風光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었다. 

氷河湖인 블레드 호수 한 가운데에는 블레드 섬이

있고, 이 섬 위에 15세기에 지어진 ‘聖母마리아 昇

天 聖堂’이 있었다.

호수주변을 빙 둘러 약 7km 의 散策路가 만들어져

있고, 산책로 부근에 ‘티토 대통령의 別莊’이 있었

으나, 지금은 호텔 겸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유엔의 반기문 事務總長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는 이 호텔에서 묵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이 호텔 앞 호숫가에서 ‘플레타나’

(Pletana) 라고 불리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섬 안에 있는 ‘성모마리아 승천 성당’을 찾았다.

호수 안은 손님을 실어 나르는 플레타나들이 분주

하게 오가고 있었다. 노 젓는 사공들은 반드시 그

곳 시민이어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평

생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침 일요일이라 섬 안은 觀光客과 信徒들로 넘쳐

났다.

우리는 下船 즉시 섬 둘레 산책길을 一周(약 15분

소요)하고 나서 99계단을 올라 성당에 도착했다.

성당 안은 미사를 모시는 신도들로 초만원을 이루

고 있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당초 예정으로는 성당 안에 매달려있는 ‘所願成就

의 鐘’ (소원을 빌면서 종을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

다고 함) 을 차례로 울리기로 되어있었으나, 미사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종치기를 단념하고 내려

오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새벽 일찍 호텔을 나서서 호숫가의 산책로

(왕복 약 4km)를 거닐면서, 저 멀리 북쪽 산 너머,

백설을 인 알프스의 靈峰들이 푸른 하늘 위로 치솟

아있는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셋째 날. (6. 1. 월요일) 

Bled—Postojina—Rovinj—Opatija

가. 호텔 조식을 마치고나서  9시 경 다음 경유지

인 포스토이나로 떠났다. 약 1시간 30분 뒤 목적지

에 도착했다.

이 곳은 ‘카르스트’ 지형의 ‘鐘乳石과 石筍’ 이 자라

는 석회암 동굴로 유명하다. 동굴 입구에서 軌道列

車 (天井이 없는 無蓋車)를 타고 약 2km 안으로 들

어간 뒤 도보로 2km 정도를 걸으면서 동굴내부를

관람하도록 되어있었다.

시
|  

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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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행
문

티토별장 앞 블레드호수가에서 바라본 성모승천성당

포스토이나 동굴입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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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의 길이는 약 20km 나 되는데, 支窟을 합치면

50km나 된다고 한다. 

동굴안의 石筍은 30년 동안에 1mm정도가 자란다고

하니, 내부 石筍의 길이로 보아 이 동굴은 대략 2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 한다. 

이곳은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과 석순’들이 볼거리이

지만, 동굴 안 물길에 살고 있는 하얀 색 ‘Human

Fish“가 유명했다. 

몇 마리를 잡아다가 통로 옆의 커다란 수조에 넣어 전

시하고 있었는데, 一瞥하여 ’하얀 빛깔의 장어‘ 처럼

보였다.

처음 발견하였을 때, 마치 ‘벌거벗은 白人의 몸뚱이’

같아보였다고 하여 ‘휴맨 핏쉬’ 라는 이름이 붙었다나! 

입구는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단으로 혼잡했다.

마침 우리 팀 앞에 줄선 일본 관광 팀에게, “어디서 왔

느냐” 고 물었더니 한 나이 지긋한 부인이 “ 일본 나고

야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한다.

“그래요? 나는 戰前에 나고야 城 북쪽의 ‘키타꾸 오조

네’ 근처에서 살았어요. 반갑네요.” 라고 하자, 모두들

고향친구를 만난 듯 반긴다. 열차를 기다리면서 이야

기를 나누었는데, 70대초로 보이는 한 영감이 “終戰

되던 해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그 때 나이가 몇 살이

었냐”고 물었다. 

“열 살이었다.”고 대답하자 손사래를 치며 놀란다.

“쪼오주 시마수네에 (長壽하시네요) !” 라는 게 아닌가!

아니, 내가 장수한다고 ? “ 이제 겨우 80인데?  핫 핫

핫”

이번 여행 중에 들은 말 중에서는 “金賞” 깜이라고나

할까!  

포스토냐를 떠난 것은 오후 1:40 경이었다.

한참 뒤, 고속도로를 벗어나 山間의 片道 1차선 시골

길을 달리다가 슬로바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국경에 도

착했다.

풀이 우거진 논두렁 같은 선이 국경선이란다.

두 나라의 검문소 시설도 簡素했다. 패스포트를 거두

어가서 도장을 찍어온 것으로 검문은 끝났다.

나. 오후 3:45 경, 로비니 (Rovinj)에 도착했다.

이곳은 원래 섬이었는데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와 연

결했다고 한다. 

옛날 한때는 ‘아드리아 해’ 건너편에서 처 들어온 베네

치아의 지배를 받던 곳이라, 그 영향을 많이 받아 ‘이

스트라 반도의 眞珠’라 느니, ‘이스트라 반도의 드브로

브니크’ 라 불리고 있다고 한다.

둥그런 섬이었던 곳 해변을 일주하며 산책하였다.

놀랍게도 해변의 바닷물은 淨水한 수돗물처럼 깨끗

했다.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벌써 바닷물에 뛰어든 현지인

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그곳에선 섬 위에 있는 ‘聖 유페미아 성당’에 올라가는

대신, 바닷가의 카페에서 땀을 식히며 맥주 한잔을 즐

겼다.

다. 다음 숙박지인 오파티야 근교에 도착한 것은 오후

6:30 경이었다.

오파티야 (Opatija) 는 크로아티아 서북부의 이스트리

아 (Istrian)반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다.

중세기 때 오스트리아-헝가리 帝國의 합스부르크 王

家의 지배하에 있을 당시, ‘Austrian Riviera’ 라고 불

렸던 해안도시의 하나였다.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

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으며 귀족들도 즐겨 찾는 휴

양도시였다고 한다.

1920년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많은 이태리

인들이 이주해와 살았으나, 1947년 유고슬라비아에

포스토이나 동굴에서 서식하는 ‘Human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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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면서 대부분 이태리로 돌아갔다고 한다.

우리는 오파티야 근교에 있는 Excelsior 호텔에 투

숙했다.

저녁 식사 후 일행과 어울려 호텔 뒤편 해변의 산

책로를 걸어 보았다. 

바닷가 10여 km로 이어진 산책로 주변은 수목과

정원이  멋있게 가꾸어져 있었고, 길은 오랜 세월

을 두고 돌을 깔아 마치 로마의 輔道를 연상케 하

였으며, 험한 바위 모퉁이 마다 다니기 좋게 길을

닦고 건널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다.

한마디로 ‘낙원의 산책길’ 이라고나 할까. 

그 아래 아드리아 해의 바닷물은, 앞서 말했듯이

정수된 수돗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하였다. 

그것이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면서 透晳된 해류와

1,300m의 水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바닷가에

쓰레기 한 점 없는걸 보니 이는 주민들의 엄청난

노력이 곁들인 결과라 할 것이다.  

호텔 뒤쪽 바다에는 浮漂와 그물網으로 수영가능

경계를 지정해 놓았다. 안전을 위해서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나가서 산책

로를 걸었다.

부산에도 갈맷길 700리 (9개 코스에 20개 구간) 길

이 있다.

내가 가끔 찾았던 太宗臺, 冬栢섬, 松島, 漢南公園,

二妓臺公園과 비교해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아

드리아해변 산책로’ 수준만큼이나 ‘깨끗하고 아름

다운 해변’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몇 번이나 곱

씹어 생각했다. 

넷째날. (6. 2. 화요일.) 

Opatija—Zadar—Primosten—Split

가. 다음날 아침 8:10 경 ‘오파티야’ 를 출발하여

3,000년 역사를 지닌 항구도시이고, 로마시대의

문헌에도 나오는 古都市 자다르로 이동했다. 

자다르는 중세기에 슬라브족의 상업문화 중심지였

으나, 1920년부터 1940년 사이에는 이태리의 지배

를 받기도 한 곳이다.

자다르로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잠시 쉴 때, 주유

소 옆 한쪽에 특급 오토바이 4대를 세워놓고 휴식

하고 있는 백인남녀 두 쌍을 만났다. 오토바이를

유심히 살피고 있으려니까 한 백인청년이 “어디서

왔느냐?” 며 인사를 건넨다.

“South Korea에서 왔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

냐?” 고 묻자, 젊은 여성 한분이 “우리는 Poland에

서 왔어요. 우린 커플인데, 하루에 700km를 달려

서 이틀 동안에 1,400km를 달려 왔어요“ 라는 게

아닌가!  참 대단한 친구들이다.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물었다.  아무 호텔에

서나 자고 아무 식당에서나 먹는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Hyundai, Samsung을 들먹이며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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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티야 해변 산책로

오파티야 해변산책로에서 만난 현지인 모녀와의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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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하여 아이 둘쯤 갖겠다는 등 이야기를 나

누고 있는데, 벌써 버스 출발시간이다.

작별인사를 하자 한 청년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의하여 옆에 있던 다른 백인에게 부탁하여, 각자의

카메라로 한 컷씩 찍고 작별하였다.   

정오경 자다르에 도착하여 현지식 식당에 들리기 직

전 식당 앞 노상에서 싱가폴 관광 팀을 만났다. 

처음엔 중국인들인 줄 알고 중국말로 인사를 했더니

만 대뜸 영어로 “‘싱가폴에서 왔다”는 것이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기에 한국 부산에서 왔다고 하

자, 그들은 제주도에도 다녀왔다며 나이 지긋한 한 아

저씨는 “부산도 가보았다. 참 좋은 곳이더라. 국제시

장에서 shopping도 했고 자갈치사장도 둘러보았다”

고 반긴다. 그길로 서로 잘 지내라며 헤어졌다.

점심 후 舊市街地를 둘러보고 나서, 해안산책로에 있

는 ‘Sea organ’ 을 찾았다.

해안에 부딪치는 파도를 파이프로 끌어들여 압축된

공기압으로 소리 나게 만든 장치인데, 그 위를 걸어

갈 때면 은은한 소리를 듣게 되어있었다. 

나. 크로아티아인들의 아름다운 휴양지인 프리모스텐

(Primosten : 인구 1,700명의 마을)을 경유하여, 아드

리아 해의 最大 沿岸都市이고 休養都市인 스플릿

(Split) 에 도착한 것은, 오후 5 시가 넘어서였다.

그곳 구시가지의 ‘디오크레티안’ 궁전 안 식당에서 저

녁을 먹고 나서 숙소인 Hotel Split 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한 뒤, 프론트에 놓인 호텔명함을 자세히

살펴보니 위쪽 구석모퉁이에 자그마한 글로 

“Split your time for work and pleasure” 라고 인쇄

해 놓았다. 

“일만 하지 말고 즐기는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겠다.

다섯째 날. (6월 3일. 수요일) Split—Trogir—Dubrovnik

가. 1991년의 통계를 보니 스플릿의 인구는 189,000

명으로 나와 있었다.

따뜻한 지중해성기후와 로마시대로부터의 역사적인

건물이 많아서 관광휴양지로 붐볐고, 고대로부터의

교통요지로서 아드리아 해안지방의 경제중심지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그 후로 인구가 많이 늘었을 것이다.

호텔조식 후 舊市街地에 들러 1700년 전 가톨릭信徒

迫害로 이름난 로마의 디오클레티노스 황제가 건립한

‘Diocletian’s Palace’  (敷地 약 만평) 宮殿 內部와 地

下空間을 관람하고 나서, 부근 상가와 시장을 둘러보

았다.

로마 시대에는 외적 침입에 대비하여 바다로의 탈출

구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성벽 밖 바다를

매립하여 海岸道路와 埠頭를 축조해놓았다.

나. 정오경 스플릿으로부터 차편으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경유지 트로길 (Trogir)에 도착했다.

이곳은 1997년에  UNESCO 역사도시로 등재되었다

고 한다.

이곳을 지배한 여러 세력들(그리스, 베네치아, 헝가리

오파티야 자다르 중간지점 휴게소에서 만난
폴란드 오토바이족두쌍과 함께

스플릿 구시가지시장의 봉제품 상인 아주머니와의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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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많은 공공건물 및 요새와 개인소유건물을 건

설하여 도시 안에는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교회들

과 베네치아시대의 뛰어난 르네상스 및 바록크양

식의 건물들이 混在해있고, 13-15세기의 도시배

치계획으로 지어진 헬레니즘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들이 남아있는 중세도시의 완벽한 사

례라 하나, 건축학에 무식한 나로서는 구시가지의

시청사와 성 로렌스 성당과 ‘카메르렌고’ 요새 등지

를 돌아보면서 그저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들이로

구나 라며 탄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건축학을 전

공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다.

인상에 남는 곳은 그날 점심을 먹은 “TRAGOS” 라

는 식당이었다.

간판 아래쪽에 ‘Feel and taste Dalmatia Family

owned proudly authentic’ (달마티아 가족의 자랑

스러운 진짜 음식을 느끼고 맛보시오, 라고나 해석

할까? ) 라 크게 적어놓았고, 식사 내내 우리 팀 옆

에 현지밴드 4인조가 와서 경쾌한 연주곡을 들려

준 것 까지는 고마운데, 음식 (海物 스파게티?) 은

짜고 맛은 별로였다. 온난한 지방이라 음식물이 원

래 짜다고 한다.

‘드브로브니크’로 내려가는 도중에는 이웃나라

Bosnia 의 해안선이 21km이나 끼어있어 두 차례

국경선을 넘어야만 했다.

참 이상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다.

-- 아드리아 해에 연한 세 나라의 해안선 길이를

알아보았다.

맨 위쪽 슬로베니아의 해안선은 30km, 중간인 크

로아티아의 해안선은 1,800km, 아래쪽 보스니아

의 해안선은 21km 에 불과했다.   

발칸의 지도를 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브로

브니크’는 크로아티아 땅이면서도 21km의 보스니

아 땅을 사이에 두고 살짝 본토에서 분리되어 남쪽

에 떨어져있는 해안도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분리된 이유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크로아티아에서 ‘드보르브니크’ 로 가려면 21km의

보스니아 땅을 통과해야만 한다.

두 번 국경선을 통과할 때마다 출입국 수속을 밟아

야 하는데, 두 나라사이의 협정에 의해 수속 (여권

을 거두어가서 검인)은 간단히 끝났다. 다만 몰려

드는 관광버스와 차량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게 흠

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 21km 의 보스니아 해안 도로변에

대형슈퍼마켓 두 곳이 있는데, 물건 값이 싸다고

하여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몰려와서

shopping 해 간다는 것이다.    

다. 스프릿을 출발하여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

리는 드브로브니크(Dubrovnik)에 도착하기까지

약 4시간이 걸렸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쇼는 “이 세상에서 天國을 찾

는 자는 ‘드브로브니크’ 로 가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시
|  

수
필

|  
기

행
문

드브로브니크 뒷산에서 조망한 성안시가지와 아드리아해

드브로브니크 뒷골목에서 만난 아기와의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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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곳은 유럽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

지 1 순위로 꼽히는 곳이란다. 

그 날도 해안에는 대형 Cruise선 서너척이 碇泊해있

었는데, 버스창밖으로 얼핏 내다보니까 영국 선적의

‘퀸 에리자베스호’도 끼어있었다.

그 날  인구 약 3만 명의 이 도시에 12,000명의 관광

객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니, 시내는 번잡하기가 이

를 데 없었다.

먼저, 필레 문( Pile Gate) 을 통해 城안에 들어간 뒤,

우측에 있는 大 오노프리오 噴水臺 (Big Onofrio’s

fountain)를 구경하고 나서 좌측의 프란체스코 修道

院 내부를 둘러보았다.

필레 문이 있는 성벽입구로부터 부두 쪽 ‘스폰자’ 궁전

(Sponza Palace) 과 종각 (Bell Tower)이 있는 廣場까

지 일직선으로 뻗은 ‘프라차’ 거리(Main Street Placa)

를 거닐면서, 길 양옆과 골목 안에 즐비한 기념품 상

점과 카페들을 기웃거렸다.

途中, 골목 안에 자리 잡은 東方正敎 교회 (Selvian

Orthodox Church) 에 들어가 보았다.

동방정교는 중세기에 로마교회와 결별하고 나서, 동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가톨릭 정통교회’인데, 예배

의식이나 조직 등에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9세기 중엽에 불가리아인을 개종시켰고, 10세

기 말에는 슬라브족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하여 교세를

확장해왔다.

처음엔 ‘皇帝敎皇主義’였으나, 帝國이 소멸한 후로는

各其 自救的 교회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독

립적인 主敎들로 구성된 敎會協議體 중심으로 운영하

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과는 달리, 교황을 頂上으로 하는 聖職

階級이 없고, 주교들이나 평신도 모두가 똑같은 믿음

의 地位를 가진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地位나 階級이 없다’ 는 것이다.

교회 안을 살펴보니 특별한 祭壇이 없었고, 전면에 대

형 十字架가 걸려있지도 않았으며, 예배 보는 신도들

을 위한 의자도 없었다.

즉 예배는 서서 보거나, 바닥에 앉아서 보아야 한다.

예배를 이끄는 주교를 위한 별다른 의자도 보이지 않

았다.

주위에 로마교회가 판을 치고 있는 한 가운데, 딱 한

곳 동방정교교회가 끼어있는 것을 보니 이상한 느낌

이 들었다.

드브로브니크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城壁투어’ 다.      

바닷가 절벽위에 세워진, 길이 약 2km, 높이 25m, 폭

1.5-3m의 城壁 위를 일주하는 투어에 참가했을 때에

는 기온이 35도를 넘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걷다가,

一周하는 게 무리일까 봐 1km 지점 출구에서 내려와

버렸다. 

그 후 市街地 뒤편 海拔 412m의 ‘스르지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로 왕복하였다. 아드리아해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구시가지 전경을 감상하고 나서 다시 시가

지로 돌아왔다.

부둣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인파에 끼여 성벽

아래 기념품가게를 둘러보다가, 畵商 露店에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그렸다는 자그마한 風景畵 그

림 하나를 15 EURO에 샀다.

다른 팀원들이 보트투어를 하는 동안 나는 시내에 머

드브로브니크 중심가 프라차 거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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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다. 

길을 걸으면서 냉커피로 목을 축였고, 곱빼기 아이

스크림을 맛보면서 더위를 식혔다.  

골목 안 여자신발가게에 들렀을 때, 한국인 여자

관광객들이 신발을 고르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 반

긴다. 

大田에서 온 다른 여행사 팀이었는데, 식당에서 점

심을 먹다가 일행 중 여성 두 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백 속의 지갑을 털렸다는 것이다. 

“요즈음 盛需期를 맞아 루마니아 쪽에서 치기배들

이 몰려와서 관광객들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귀띔해주었다.    

저녁 식사 후 해가 ‘아드리아’해 너머로 떨어지자

‘플라차 거리’에 街路燈이 켜졌고, 가톨릭 主敎團이

‘성모승천 축일’ 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촛불 행진

을 시작했다. 

‘플라차 거리’는 한 동안 행렬과 관광객들로 북적거

렸고, 우리는 약속시간에 맞추어 모여서 호텔로 돌

아왔다.

그 곳에서는 성 밖의 특급호텔 ‘Admiral Grand

Hotel’ 에서 이틀 밤 묵었다. 

첫날 저녁 식사 때 중년 웨이터 한분이 식탁에 찾

아오더니 나에게 자기는 “서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좋은 곳이더라”고 말을 붙였고, 한 웨이트레스

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 나에게 소개했다.  

참하게 생긴 백인 웨이트레스였는데, 이름이 ‘이반

-Ivan’ 인걸 보니 ‘스라브족’ 인 게 틀림없다.  스므

살 쯤 되었을까?

이웃나라 보스니아 출신이고, 성수기에만 크로아

티아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나

면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아마 내가 영어를 하는 걸 보고 찾아온 것 같은데,

무어라 해줄 말이 없었다. “영어와 한국어를 열심

히 공부하라”고 일러주었다.

떠나는 날 아침, ‘이반’이 일부러 내 식탁에 찾아와

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언제 다시 오느냐?”고 묻

기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속으로는, ‘다시 오긴 어려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 애를 다시 만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내미는 손을 꼬옥 쥐어주었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

하게 지내기 바란다” 고 영어로 말해주었다.

여섯째 날 (6월 4일. 목요일) 

Dubrovnik — Mostar — Bodice

아침 9시. 우리 일행은 다음 경유지인 모스타르

(Mostar)로 향했다.

이틀 전에 오던 길을 되돌아, 올 때와는 반대로 보

스니아 국경선을 두 번 넘은 다음, 한참 만에 해안

길을 벗어나서 북상하다가 다시금 보스니아 국경

을 넘게 되었다.

이 국경 검문소에서는 그 날 로마교황의 사라예보

방문관계로 차들이 밀려 통관이 지체되었다.  교황

을 알현코자 사라예보로 가는 차들이 많았기 때문

이다.

10:05 통관을 마치고 다시 보스니아 땅으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평지 국도는 끝났다. 

마치 대관령으로 오르는 동해안 고갯길을 올라가

듯 굽이치는 오르막길을 달리더니만, 정상에 올라

서부터는 평평한 高原 길로 변했다. 아니 오르막길

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곳 지형

은 그게 아니었다. 前方에 평평한 高原平野가 나타

난 것이다.

고원지대에서는 하늘 한쪽이 맑았는데도 비가 내

리고 있었다.

드문드문 길가에 나타나는 농가의 붉은 지붕들은

정겨웠고, 들녘의 양떼들도 한가로워 보였다. 

가끔 심심찮게 숲 사이로 마을들이 나타났다. 

Mostar (인구 약 11만) 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경

이었다.

그 길로 여기저기 보스니아 內戰의 銃彈傷痕이 남

아있는 마을길을 지나 ‘스타리 모스트’ (오래 된 다

리라는 뜻) 다리를 찾았다.

Neretva 강위에 걸쳐있는 이 돌다리가 ‘보스니아

내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은, 모스타르의 지리

적 여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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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이곳이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

절에는 이스람교가 번창하였다. 

그러다가 1878—1918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지배

하에 들어갔을  때에는, 기독교계 세르비아 애국운동

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아드리아해에 흘러드는 네레트바 강을 사이

에 두고 기독교세력과 회교세력이 대립하게 되었다. 

1992. 4—1995. 12 사이 (前述 보스니아 내전 때임),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고 戰亂을

일으키자, 회교도 학살의 비극이 일어났다. 

바로 그 내전의 중심에 ‘모스타르’ 마을이 있었던 것이다.

왕년에 동방정교도인 세르비아인들에게 짓밟혀 항쟁

하여온 크로아티아의 가톨릭 신도들도, 회교도와 합

세하여 세르비아계에 대항하여 싸웠다.  

우리는 ‘스타리 모스트’ 다리 아래쪽에서 잠시 쉬었다

가 다리를 건너 강변 골목길주변 상가를 돌아보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나서 오후 2:10경 모르타르를 출발

하여 다음 숙박지인 보디체 (Vodice)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타기위해 시골국도를 南, 西行하다가 약

1시간 10분쯤 지났을 때, 교차로에 메주고리에

(Medugorje)로 들어가는 샛길 표지판을 목격하였다.

‘메주고리에’는 공산주의 시대이던 1981년, 마을 처녀

가 뒷산에 올라 갔다가 聖母님을 만나 뵌 곳으로 유명

한 곳이다.

그 뒤, 바티칸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聖母 發顯地로 인

정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많은 신도들이 찾는 聖地巡

禮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투어경유지로 지정되

어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다.

모스타르를 출발한지 약 4시간 반 만에 숙박지인 보

디체에 도착했다. 보디체는 ‘드브로브니크’로 갈 때 경

유했던 ‘스프릿’ 북쪽의 ‘트로길’ 을 지나서, 약 두 시간

가량 북상한 지점의 아드리아 해변에 위치한 휴양도

시였다.  

오후 7시경 올림피아 호텔에서 석식을 마치고나서 곧

바로 쉬었다.

여덟째 날. (6월 6일. 토요일)

Vodice — Plitvicke — Zadar

조식 후 오전 8:05 호텔을 출발하여, 전날 오던 길을 되

돌아 가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북상하였다.

약 1시간 30분 뒤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지방 도로를

따라 북상하였고, 오전 10 시경 ‘플리트비체’ 湖水국립

공원에 도착하였다.

공원입구 앞마당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여러 나라

관광단들로 혼잡하였다.

이 공원은 수천 년이 넘는 세월동안 石灰巖과 白堊

(chalk) 위를 흐르는 물이 石灰沈澱物을 堆積시켜 수

없이 많은 天然 댐을 만들어놓았고, 약 295 평방km

의 넓은 原始林 안에다 계단식으로 늘어선 一連의 아

름다운 湖水와 수많은 瀑布를 만들어놓았다.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공원입구에서부터 오르막 산길이었다.

사람들은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군데군데 사진 찍기

모스타르 스타르 모스트 다리를 배경으로

모스타르의 기념품가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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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을 골라 아래쪽에 펼쳐진 山林속 호수와 폭

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산길 중턱에 이르러 트레일러 식 버스를 타고 위쪽

큰 호수의 渡船場이 있는 언덕 위까지 이동하였고,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내려와서 차례로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다음, 위쪽 폭포들과 호수 사이

로 난 좁은 ‘숲길 트렉킹 코스’를 약 1시간 30분 동

안 한 바퀴 돌며 걸었다.

앞 팀이 사진 찍노라 길을 막고 선 곳에서는

“Please right side ! -우측으로 비켜주세요 !-” 를

되풀이하면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歸路에 사람들로 붐비는 도선장에서는 일행끼리

함께 나룻배를 타려고 서둘렀으나, 너무나 혼잡하

여 앞뒤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일단, 언덕위에서 모인 다음, 숲속의 식당으로 이

동하였다.

그 식당은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아들이기 위

해 세운 大型식당이었다. 主食메뉴도 그곳 호수에

서 잡힌 송어구이 正餐이었다.

食後에 곧바로 근처 도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버

스에 승차하여 오후 2:20 경 출발하여,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5시경 Zagreb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출국수속은 간단했다. 

전세기는 18:30 출발 예정이라, 대합실 옆에 이어

져있는 소규모 免稅店 들을 둘러볼 시간은 충분했다.

올 때와는 달리, 공항에는 10여대의 비행기가 駐機

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흐렛째 날 (6월 7일. 일요일) 

Zagreb—Incheon—Gimpo--Busan

다음날 낮 12: 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올 때는 順風을 타고 빨리 날아온 셈이다.  한 10시

간쯤 걸렸나?

--여행을 하는 동안, 사흘째 날이었던가? 아마

‘오파티야’ 에서 였을 것이다.  

국내에 MERS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되어

모두들 놀라고 걱정하였고, 특히 서울 근교출신 팀

원들의 불안은 컸다.

인천 공항에서 입국심사 담당관들이 마스크를 착

용한데다가, 공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낀 사람들

을 보게 되자 조금은 실감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짐을 찾아 김포공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었다. 내 기억에 국내선 비

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때만 해도 부산 쪽은 잠잠했던 것이다.

귀가한 뒤, 며칠 동안 時差適應을 못해 애를 먹었다.

자정에 깨어나서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不

眠症에 시달렸고, 한 낮에도 疲勞感이 덮쳐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9일 동안, 젊은이 못지않게 — 아니, 팀 앞장에 서

기까지하면서-- 열심히 움직인 탓이리라. 

그런데 말이다. “나이를 이기는 壯士는 없다지 않

아!”

6.  맺음 말.   

이번 여행을 통해, 출발하기 전에 품었던 의문들을

풀 기회나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그저 젊은이들 일행에 뒤질까 봐 열심히 걷기에 바빴

다.

솔직히 말해, 당초부터 수박 겉핥기로라도 며칠 동

안 잘 돌아보기만 하면 됐지, 학자도 아닌 주제에

무얼 알겠다고 덤비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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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트비체 호수공원안의 수십개 계단식폭포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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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백 년에 걸친 外侵과 分裂 그리고 憎惡와 殺

戮의 역사 속에서도 窮迫한 생활을 견뎌내고, 오늘날

서로를 容恕하고 和解를 이루려는 노력을 아끼지 아

니하는 발칸 민족의 底力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어렴

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同族 의식과  종교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가톨릭이건 동방정교이건, 유대교이건 회교이

건 간에 그들 밑바닥에 깔려있는 共通分母는 ‘같은 종

족’이란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라는 사실이었

다.  나는 인류학자도 아니요, 종교학자도 아니다.  더

더구나 종교에 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다.  

다만 느낌으로만 내린 판단이었다.

이것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설령 착각이라 하더라

도 나는 이 느낌이 정당하기를 기대하고 싶을 뿐이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만 해도, 언어와 습속이

다른데다 이질적 두 종교 (동방정교와 회교)로 갈라서

서 오랫동안 서로를 죽이며 원수로 지내오던  두 개의

지역이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Bosnia & Herzegovina’ 라는 一

國을 만들어내어 서로의 繁榮과 平和을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본 받을만하다 할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끈은 없

을까?

과연 우리는 “전쟁 이외의 그 무엇”으로도 둘을 하나

로 묶어낼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발칸’ 못지않은 훌륭한 ‘物理的 歷史的 共通分

母’ 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   

같은 血肉에다 같은 言語를 쓰고, 같은 飮食과 習俗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다 땅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 줄기 작은 반도이다.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

주변의 강대세력들이 우리를 쪼개놓았고, 지금도 그

세력들로 인해 하나가 되지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과연 북쪽을 설득하여 남쪽과의 ‘和合과 統一’ 을 이끌

어낼 “精神的 歷史的 共通分母”는 없는 것일까?  

해방 후 70년이라니, 너무 늦지 않았을까?

아니, 아직도 늦지 않다! 

이제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공무원이고, 군인이

고, 일반국민이고, 부자고 가난한자고 간에 모두들 통

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려면, 먼저 남쪽부터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 아

래 “法과 秩序”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온갖 ‘非理와

不正을 芟除하는 社會風土’ 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단지 經濟的 繁榮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

라, 하루빨리 精神的 改革과 經濟的 平等을 이루어내

어 모두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보람” 을 느낄 수 있

도록 渾身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도층 에리트와 가진 자’ 의 自己犧牲과 社會寄與는

필수적일 것이다.  “强,弱,大,小” 가 서로를 위하는 정

신적 바탕이 굳건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     

그러니 먼저 우리 개개인부터 自己革新을 이루어내자.

하루빨리 우리 政治的 亂場 판을 깔끔히 정리하고, 국

민개개인의 ‘自己成就度’ 를 高揚할 三府施策을 이끌

어내고 실천하자.

여러 갈래의 “宗敎的 信念을 한 目標로 뭉치게 하자”.

국민 모두에게 “내일의 所望을 빌게하고, 希望을 갖게

하자”.

하루하루의 日常生活을 통하여, 나아가서는 올바른

民主主義選擧를 통하여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

엇인지 를 알게 하자. 

그리하여 북쪽 동포들이 남쪽을 향해 진심으로 憧憬

의 눈길을 보내고, 友誼의 손짓을 보내도록 만들어내

야 하지 않은가!

“相爭共滅의 길이 아니라 共生共榮의 길이 있음”을 알

게 해야 하지 않은가! 

이 땅에 ‘한 번의 戰爭’ 이 있었으면 그걸로 足하다.

더 이상의 破壞와 犧牲은 있어서는 안 된다!! 

歸路 내내 별의 별 생각을 하면서 ‘MERS’ 로 시끄러

워진 故國으로 돌아왔다.

(2015. 6. 30. 서재에서 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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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하순, 마지막 유럽여행으로 생각하고

남독일(정확히는 남·서독일) 여행을 계획했다가 모

처럼 교통사고 피의사건을 수임한 것이, 출발 이틀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불안해 하는 피의

자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 독일여행은 내년

봄으로 미룬 채 주저 앉고 말았다.

그 후 두달 만에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으나 북위

50° 언저리의 독일 땅을 하이킹(도보여행)하기에

는 계절이 한참 지난 뒤다.

다행히도 내게는 20여년 전부터 거의 해마다 들

리는 늦가을 행선지가 있다. 세계 대부분의 하이커

들이 좋아하는 이웃나라 일본이다.

출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오사까(간사이 공항)로

들어가 6일 동안 체력이 허용하는 만큼 올라가다

가 올 때는 나리따 공항으로 해서 돌아올까 했는

데, 어제 발권을 받으면서 생각하니, 그동안 연 3

회 긴끼(近畿)지방(교오또 오사까 일원)만 돈 데다

가, 이번에는 계절(단풍)도 맞지 않겠다 싶어(교오

또 단풍은 11월 중순에 시작되어 12월 중순까지 이

어진다.), 츄우부(中部)지방 어디 쯤을 돌아보고 싶

다는 생각에 왕복을 나리따로 끊었다.1)

2015년 11월 1일(일)

공항에 내려 짐을 찾아 메고 나니 12시가 넘었다.

짐이래야 10kg 남짓되는 소형 배낭이지만, 언제부

터인가 국제선에서는 주머니칼 하나라도 칼 비슷

하게 생긴 것은 모조리 못 가져 오르게 단속을 한

다. 그렇다고, 노상 주위에 식당이 있는 편한 곳만

찾아다닐 수 없는 자유여행자, 특히 하이커들로서

는 즉석 요기를 하는데 흔히 쓰이는 스위스 아미나

이프 한 개 쯤은 필수 도구가 되어 도리 없이 배낭

째 탁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내 이번 행선지는 그저 츄우부지방

어디라는 것 말고는 아무 계획도 없고, 계획이 없

으니 준비도, 예약도 없다. 있다면 단 한 가지, 하

이킹에 앞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 한 가족이 있는

데, 이 가족들과는 꽤나 묵은 인연이 있다.

20 수 년 전 내가 규우슈 최남단 이부스끼(指宿)

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일본열도를 북상하기 10년

쯤 됐을 무렵, 혼슈 구라시끼(倉敷)에서 시고꾸로

건너가기 위해 세또(瀨戶)대교를 들어섰더니, 저

앞에 젊은 여자 두 사람이 걸어간다.

길동무가 되겠다 싶어, 걸음을 재촉하여 따라잡

시
|  

수
필

|  
기

행
문

박경구 변호사

내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노(老) 하이커의 푸념-

1) 필자의 일본 고유명사 표기는 요즘 통상 쓰는 표기법과는 약간 다른데, 이는 내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상은 일본 ‘가나’발음을 서구식 발음
기호로 적어 놓은 것을, 다시 우리 말로 옮겨 적다 보니 일본 발음으로 듣기는 너무 어색한 ‘큐우슈’ ‘토오쿄’ ‘나리타’로 적게 되고, 필자는 실제 일본인
들 발음에 비교적 가까운 우리 발음을 찾다 보니 ‘규우슈’ ‘도오꾜’ ‘나리따’로 적는다. 또 같은 모음을 중복시켜 장모음 표기를 한 것은, 비록 우리말 맞
춤법과는 다를지라도, 필자는 평소 적어도 일본어 표기만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여서, 그대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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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니, 30대 초로 보이는 처녀들이다. 결혼 전에 마

음 먹고 도보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하이커들 끼리 인사가 되어 알고 보니, 도오꾜 아래

시즈오까(靜岡)현 야이스(焼津)시에 사는 처녀들로 한

처녀는 의상 디자이너이고, 또 한 처녀는 어느 무역회

사 직원이였다.

그 때만 해도 서툴지 않았던 내 일본어로, 지금은 기

억도 나지 않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기나긴 세또대

교도 끝이 나, 처녀들은 버스 편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

는 시고꾸(四國)지방 카가와현으로 들어섰다.   

그 후 회사 다니는 처녀가 그때 대교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내 명함 주소로 보내 왔고, 나는 고맙다는 엽

서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몇 년 간 연하장을 주고

받던 중 지금부터 12년 전 가을 내가 간또 일원을 돌

면서 전화를 했더니, 야이스에 들리라고 하여 내려갔

다가 처녀의 안내로 거기서 멀지 않은 닛꼬(日光)의

도쇼구(東照宮 - 도꾸가와이에야스의 묘지겸 사당)

를 관광하고, 그날 저녁 야이스에 있는 처녀의 집에서

간소한 저녁 대접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11년 전 쯤 처녀가 결혼한다

는 연락이 와, 일본 결혼식도 구경할 겸 야이스로 가

서 축하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고, 그 후 1년 쯤 지나

그 부부가 한국 관광을 와서 내가 내 차로 경주 안내

를 하기는 했으나 당시 내 사무실 사정이 바쁜 때가 되

어 제대로 대접을 못해 보낸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 후 금년까지 안부편지 겸 연하장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으나, 지난 10년 동안은 내 일본 행선지가

이미 간또 지방을 지나고, 도오호꾸(東北)지방도 그

끝으머리 아오모리현에 이르러, 야이스에 들리기는

쉽지가 않았다.

시즈오까역에서 전차로 갈아타고 야이스역에 내렸

더니, 약속시간이 아직 30분 이상 남았다.

하릴없이 집 떠나올 때 스마트폰에 찍어 온 시즈오

까현 지도사진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제 시간에 부부

가 나타나, 보니 연하장에 늘 사진을 보내왔던 그 아

들까지 세 식구가 왔다. 아들이 벌써 아홉 살에 초등

학교 3학년이란다. 겐고라는 이름도 편지로 이미 잘

알고 왔다.

같이 저녁을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나누는

데, 다행히 내 일본어가 지난 10년 동안에 제법 진전

이 있었는지 의사소통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 그 중에

서도 겐고는 어제 토요일 낚시를 가서 고기를 서른 마

리나 잡았다는데(야이스는 스루가만 가에 있는 어향

을 끼고 있다), 썩 알려진 고기는 아닌지 고기 이름을

알아듣지 못해 충분한 칭찬을 못해 주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겐고 아빠가 ‘걸어가면서 드시

라’고 일본 귤(미깡) 한 봉지를 준다.

그러자,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 미야사끼(宮崎)

현 휴우가(向日) 어느 시골 민박집(民宿)에서 혼자 잠

을 자고 일어나, 그 집 가족들과 겸상으로 아침을 먹

고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집 뜰에 있는 귤나무에

서 귤 서너개를 따서 봉지에 싸 주면서 ‘걸어가면서 드

시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겐고 가족이 예약된 호텔로 실어다 주어, 나는 체크

인 마치고 가족들에게 내일 못 보고 일찍 떠나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하이커들 버릇이 아침 일찍 떠나고,

그날 행선지에는 꼭 해 지기전에 들어간다) 호텔 종업

원을 따라 별채에 있는 침실로 가기 위해 한참을 걸어

가다가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왠지 뒤를 돌아보고 싶

어 고개를 돌렸더니, 세 가족은 그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답례를 하고 돌아서는데,사람

의 인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괜히 눈 앞이 흐려진다.

11월 2일(월) 

어제 밤 TV에서 츄우부 이북에 비가 많이 온다더

니, 아침부터 장대 비가 쏟아진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일기예보를 점검하지 않은 것이 실수다.

며칠 씩 걷다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비가 내려주면

고마울 때도 있었으나 이번같이 여정도 짧은데 첫날

부터 비에 갇히다니 이런 낭패가 없다.

그래도 비는 오늘만 오고 내일부터는 개인다니 그나

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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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숙소는, 그제 ‘야이스에서 후지산이 제

일 잘 보이는 숙소를 잡아달라’는 내 부탁에 따라

겐고 엄마가 예약한 호텔이다.

후지산이 잘 보이는데도 값이 비교적 싸서 잘 되었

다 싶었는데, 시계가 300m도 안되는 날씨에 ‘후지

미2)가 무슨 소용인가.

오늘은 그렇고, 내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일 여정이 정해지면 오늘은 버스나 열차로 이동

하여 숙소라도 정해 두면 되는데, 내일 행선지 마

저 정하지를 못했으니…. 엊저녁 저녁 식사 때도

겐고 엄마가 이번 여정은 어디로 정했느냐고 묻는

것을,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氣

の向くまま, 風の吹くまま)”라고 큰 소리를 쳤는

데, 오늘 아침 배낭을 챙기면서까지 향방을 못 정

할 줄은 몰랐다.

겨우 역으로 가는 셔틀버스 속에서, 엊저녁 겐고

아빠가 “남으로 이즈반도 쪽보다는 북으로 후지산

쪽이 단풍도 알맞고 좋을 것 같다”던 조언이 떠오

른다. 하기야 이즈반도는, 비록 길은 이번에 생각

했던 아따미 쪽과는 다를지라도 오래 전에 아마기

고개를 넘어 종주했던 경험이 있다.

우선 전철을 타고 후지역으로 가서 버스로 갈아

타고 고뗀바(御殿場)를 거쳐 야마나시(山梨)현으

로 올라가, 멀고 지루하더라도(바로 가는 열차는

없다) 기왕 차를 탄 김에 후지산록 북편 어느 호수

가에 숙소를 정하기로 한다.

빗 속에 한 시간도 훨씬 넘게 버스를 타고 졸면

서 밖을 보니, 차가 넓은 호수가를 달리고 있다.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야마나까꼬(山中湖)라고 한다.

내릴까 하다가, 10여년 전 추석 무렵, 이 부근에

서 가장 이름 있는 호텔 ‘마운또후지’에 사흘을 묵

으면서 그 해 태풍 22호를 만났던 기억이 나 그냥

지나쳤다.

버스가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종점은 후지고꼬

(富士五湖) 중 두 번째인 가와구찌꼬(川口湖) 호반

의 마을이다.

전에는 ‘호떼루 마운또후지’에서 30리가 넘는 이 곳

을 당일로 걸어 왕복했는데 이제는 얘기거리밖에

안된다.

나와는 반대로, 그때 조용하고 쓸쓸하기까지 하

던 호반은 그동안 많이 들어선 숙박업소 이상으로

이제는 전 세계, 특히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몰

려 들어 대단한 호황을 누리는 것 같다.

늦을세라, 관광안내소(ⓘ)를 찾아가 숙소부터

정하고, 우산을 든 채 아무도 없는 호수 주변을 걸

어가다 보니, 그리 멀지도 않은 한국, 부산, 해운

대, 내 거제동 사무실마저 깊은 안개 속에 잠긴 듯

까마득하기만 하다.

한 시간 이상을 걸어가다 보니, 해가 저물었는지

주위가 어두어진다. 숙소에 들어왔더니, 요금에 비

해 방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 몇 가지 요구 겸 불평

을 했더니, “그래도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후지산이

바로 보여 좋다”면서 자랑을 한다.  어디 가나 비즈

니스 호텔이 아닌 이상 씽글 게스트는 약간의 푸대

접을 받는다는 것 쯤 잘 아는 터수에(특히 일본은 숙

박료를 거의 사람 수에 비례해서 받아서인지, 1인실

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다.

11월 3일(화)

일어나자마자 바로 커텐을 젖혔더니, 언제 비가

왔더냐는 듯이 동녘 하늘은 훤히 개였는데, 눈 쌓

인 후지산 정상에서는 흰 구름이 솟구치고 있다.

행선지를 미리 후지산으로 정했으면 귀찮아도

사진기를 준비했을 텐데, 배낭에는 카메라가 없다.

여행 초기에는 으례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신기

한 것만 보이면 찍고 또 찍고 했다. 거기다가 기념

사진 찍는다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눈치도 없이

시
|  

수
필

|  
기

행
문

2) 일본에는 지명 끝에 ‘무엇’이 잘 보인다는 의미에서 ‘見’(미)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후지산이 잘 보인다는 의미에서 富士見(후지미)가
붙은 곳이 많다. 지금부터 20여년 전 부산구치소 앞뜰에도 소가(所歌)라고 하여 구덕산을 ‘고원견산’(高原見山)이라고 부른 노래비를 거창하게 세우더
니, 근래에 와서 누가 지적했는지 철거되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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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를 들이밀곤 했다(뒤에 알고 보니 서양사람들이

나 일본사람들, 특히 일본사람들은 보통 삼가하는 행

동이였다).

그러다 보니 다시 꺼내 볼 것 같지도 않은 그 많은

사진, 정리하기도 귀찮거니와, 제대로 찍지도 못한 사

진 찍는다고(나는 원래 형제들 중에서, 손으로 하는

일은 제일 못했다) 한번 한번이 소중한 내 여행 마저

잊어버린 채 기껏 ‘찰칵’거리는 금속음에 재미를 붙였

던 것 같다.

내가 여행에서 바라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잠시

나마 살벌한 한반도, 지저분한 내 일상은 좀 잊고 그

저 후지산에 가면 사철 수려한 산봉오리와 그 주변 맑

은 호수에, 알프스에 가면 장엄한 설산과 평화로운 목

초지에, 도나우강가를 거닐 때는 일망무제의 풍요로

운 헝가리평야에 몰입되고 싶다는 것뿐이다.

거기에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그래도 기행

문이니, 여기 내 셀폰 사진이나마 한 장 싣어 둔다).

가와구찌꼬에 온 김에 오늘은 버스로, 후지산 3분

의 2 높이에 해당하는 등반 휴게소 겸 전망대인 고고

메(五合目)부터 다녀와서 어디론가 이동해야겠다.

후지산은 1년이면 7∼8월 두 달만 정상 등반이 허

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금지되어 있다. 전에 혼슈(本

洲)를 북상하면서 간또지방을 거칠 때 한번 올라갈까

도 생각했으나 후지산은 역시 멀리서 바라보는 명산

이지 정상에 올라가 굽어보는 명산은 아닐 것 같아 그

만두었는데, 이제 다시는 올라갈 수 없는 산이 되고

보니 한 구석 미련이 남는다.

완만한 경사의 수해(樹海)로 이루어진 후지산록은

대부분 쪽 쪽 곧은 침엽수림에, 그래도 군데 군데 활

엽의 낙엽수가 끼여, 고고메에서 내려다 본 광활한 수

해는 제철을 만난 듯 황색과 녹색이 알맞게 조화를 이

룬 대평원이다.

고고메에서 간단한 점심을 하고 내려왔더니, 시간이

벌써 3시 가까이 되어 이동하기에는 좀 어중간하다. 그

래도 지도에 보니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후지 고꼬 중

하나인 사이꼬(西湖)가 가까이 보여, 설마 해 지기전에

못 들어가겠나 싶어 이정표만 보고 걸음을 옮겼다.

가와구찌꼬 ⓘ에서 호반을 따라 서쪽으로 나가는데,

호반을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족히 10리는 될 것 같

다. 호수 서쪽 끝에서 다시 사이꼬 동쪽 끝에 이르니

벌써 해가 저버린다.

어둑어둑한 호반도로를 따라 다시 서쪽으로 한 참

을 가니, 길가에 캠프장이 있고, 그 옆에 ‘마·메종’이라

는 작은 호텔이 있어 들어갔더니, 만실이라고 한다.

다시 호수를 따라 10리 가까이를 걸어 지도에 표시

된 민박촌으로 들어갔더니, 첫 집부터 만실이라면서,

이 민박촌 조합장 집을 알으켜 주어 찾아갔더니, 방은

있는데 시간이 늦어 저녁 준비를 할 수 없다 면서, 저

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한다.

부근에 식당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근에는 없고, 앞

서 호수 초입에서 보았던 ‘마·메종’으로 가야 할 것이

라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 저녁을 먹기 위해 10리 가까운 길을

되짚어 갔다 온다는 말인가. 차라리 저녁은 굶고 배낭

속에 들어 있는 귤이나 까먹고 자는 것이 낫겠다 싶

어, 여차로 단품요리라도 좋으니 끼니만 떼우게 해달

라고, 트집머리 센 어린애 행세를 하자, “라면이라도

괜찮겠느냐”고 하여, “진작 그렇게 묻지 그랬느냐”고

했더니, 주인 아주머니도 웃는다.

배낭을 벗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손님을 위한 목욕

시설 같은 것은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아, 아예 묻지도

않고 화장실이라 써진 데로 들어갔더니 구식 측간 위

에 프라스틱 변기만 올려 두었는데 어디 돌아설 여유

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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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골 민박집이나 외진 명승지에 자리 잡

은 ‘뺀숑‘을 들리면서, 더러는 따뜻한 인정에 외톨

이의 허무를 달랬던 일은 종종 있었어도, 이렇게

허술한 민박집은 처음이다.

다행히 저녁은, 식재료가 준비 안되어 못하겠다

던 말과는 달리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 차려 주어,

먹고 나서 ‘잘 먹었다’는 말을 세 번 씩이나 했다. 그

런데 해발 1,000m 가까이 되는 고지대라 밤 기온이

꽤나 차운데 방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밤중

에 잠이 깨어 춥다고 했더니 방 가운데 석유난로를

피워주는데, 냄새도 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시 잠을 못 이루고 TV를 틀어 ‘히스토리아’ 채

널에 마췄더니 마침 명치시대의 일본 문학을 대표

했던 나쓰메소오세끼(夏目漱石 - 한국에는 특히

그의 ‘도련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등 작품이 많

이 알려져 있다)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가

던 남편을 끝까지 돌보다가 소오세끼가 49세로 요

절하자, 혼자서 그 자식들을 훌륭히 길러낸 그 애

처 교오꼬(鏡子)의 얘기가 방영되고, 연이어 소오

세끼보다 동경대학 후배로 교직도 마다 하고 자유

분방한 작품을 했던 조각가 다까무라 코오따로(高

村光太郞)와 화가였던 그의 비운의 처 치에꼬(智惠

子)가 방영된다.

다까무라 코오따로 하면, 내게는 특별히 기억나

는 것이 있다.

필자가 부산법조 30호에 썼던 ‘토와다(十和田)의

유혹’에서 필자 부자가 아오모리현 산상호수 토와

다호 가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구조되었던 얘기를

썼는데, 그때 구조가 지체된 데는 다까무라 코오따

로의 어느 작품 이름과 관련이 있는데, 30호에서

는 그 사연이 빠져 있다.

내가 7∼8년 전 토와다에 갔을 때, 호반에는 젊

은 여자의 나체 조각이 서 있고, 거기에는 ‘乙女の

像’라는 작품명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 이 작품이 바로 유명한 다까무라 코오따로의

오또메의 상이였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도 ‘소녀’나 ‘처녀’를 가르키

는 ‘乙女’를 일본 사람들이 ‘오또메’로 발음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내 읽기 편한 대로 ‘오쓰죠오 노 소오’

라고 음독한 것이 버릇이 되어, 조난 당일 구조대에

연락할 때도 “우리 있는 곳이 ‘오쓰죠오’의 상에서

비교적 가까울 것 같다”고 해버린 바람에, 구조대에

서는 잘못 알아 듣고 한 참을 더 헤멨던 모양이다.

독학도의 허점은 어느 구석에서건 드러나기 마

련이다.

11월 4일 (수)

새벽 녘에 잠깐 눈을 붙인 것이, 그런대로 일어

날만하다.

오늘은, 어리석게 수칙까지 어기면서 해 떨어진

후에 둥지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지.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서둘러 아침을 먹고 여

덟 시에 숙소를 나선다. 여행안내서를 뒤직여 보

니, 여기 민박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단풍과

후지산 수해를 바라보는 고오요다이(紅葉台)가 있

고, 이를 중심으로 한 ‘자연보도’나 수해산책로(‘樹

海遊步道’)도 있어 가보고 싶으나 시간이 부족하

다. 이번 여행은 평소 보다 일정을 이틀이나 줄인

데다가, 비를 만나 하루를 공친 바람에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을 어쩔 것인가. 그렇다면 단풍 든

수해는 어제 고고메에서 충분히 보았다 치고 오늘

은 그저 물 빛 곱다고 소문난 이 호수를 어제 왔던

반대 편으로 돌아, 오늘 밤은 가와구찌꼬 가까이

있는 나가하마(長浜) 어딘가에서 묵는 것이 좋겠

다. 거리로는 30리쯤 될까.

열 시가 넘고 호수에 햇살이 제대로 비치자 물빛

은 완연한 코발트 불루로 변한다.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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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하마에 도착하니 오후 한 시, 전 같으면 겨우

한 나절 길을 걸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족하다.

오늘 밤은 허술한 민박집으로는 안되겠다. 우선 목

욕을 하고 푸욱 좀 자야겠는데, 다행히 호수가에 그럴

듯해 보이는 호텔이 있다. 체크인을 한 다음 짐만 맡

겨 두고 부근 우동집에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와서

낮잠을 좀 잘까 했더니, 또 좀이 쑤셔 안되겠다.

이번에는 배낭도 벗었겠다, 가와구찌꼬를 고후(甲府)

쪽을 향해 북편으로 돌았더니 거기에도 멋진 산책로가

있다. 일본이 일찍부터 전국 명승지 주변에 산책로를 잘

가꾸어 둔 것은 세계 하이커들에게 잘 알려진 바다.

고오요다이 못 간 것은 이제 잊어도 되겠다. 역시

‘인생도처 유청산(人生到處 有靑山)’인가. 

11월 5일(목)

어제 밤 자기 전에 온천욕을 하고 나서, 새벽에 일

어나 또 무려 30분 가까이 몸을 담갔더니, 그동안 찌

뿌듯하던 몸이 제대로 풀린 것 같다.

내 하이킹은 사실상 어제로 끝났다.

오늘은 전차로 오오쓰끼로 가서 츄우오혼센(中央本

線)으로 갈아타고 도오꾜로 들어가, 간다(神田) 고서

점 골목이나 둘러보고, 도오꾜역 부근에 숙소를 정했

다가 내일 아침 나리따로 나가면 된다. 

아침 9시에 차를 탄 것이 중간에 후지산 전망한다

고 내렸다가 다시 타고 하다 보니, 간다에 왔을 때는

12시가 넘었다. 내가 이 골목에서 20수년 전,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

던 헤머어튼(Philip G. Hamerton)의 1880년 판 ‘The

Intellectual Life’를 샀던 행운도 있어, 도오꾜에 오면

으례 한 번 씩 들려보는데, 이 유서 깊은 골목도 시대

의 추이에는 당하지 못하고 날로 쇠락해 간다.

서점을 지나 이번에는 간다강(神田川)으로 나가 강

가를 서성거렸더니 피곤하다. 도오꾜역으로 들어가

역 구내 과일식당(메뉴가 과일로만 되어 있는데 먹을

만 하다)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역사 북측 입구(기따

구치)에 있는 ⓘ를 찾았을 때는 벌써 4시가 넘었다.

도오꾜역 일원의 숙소는 모두 만실.

도리 없이 ⓘ에서 친절하게 찾아 주는 도오요꼬인(東

橫INN), 그것도 도오꾜 시내 체인점은 만실이고 지바

시에 있는 체인점으로 예약해 주어 찾아가면서, 역시

또 저녁 걱정이 되어 부근 ‘맥도날드’ 간판을 보고 들

어가 치킨버거 하나에 코카콜라 한 컵을 마셨더니 이

제 든든하다. 숙소에 들어가 삿뽀로 캔맥주나 한 잔

하고 일찍 자야겠다.

도오요코인은 소문 대로 모든 것이 합리적이여서,

음식도 소찬이고 아무 장식도 없지마는 값은 민박집정

도이고(아침식사 포함 1박에 우리 돈 7,000원 정도),

침구도 깨끗이 정리되어 별 불만이 없었다. 이 집을 소

개해 준 도오꾜역 기따구치 ⓘ 직원들에게 감사해야겠

다. 이 안내소는 순 무료 서비스인데도 내가 지금까지

겪은 다른 어느 안내소보다 친절하고 자상하다.

이렇게 해서, 내 아쉬운 가을여행도 모두 끝났나 보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너무 시행착오가 많아, ‘다음

번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보다 보람 있는 여행을 해

야지’하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여행

은, 원래 남독일 보덴호수 가로 계획했다가 포기하고

나서, 짧은 일정을 가지고 느닷 없이 나선 여행이 되

어, 더욱 그렇다.

제발, 내년 봄 독일 여행에는 마가 끼지 말아야 할

텐데.

여행이여, 꿈이여, 자유여, 휴식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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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수
필

|  
기

행
문

1. 처음에-길에는 주인이 없다. 그 위를 가는 사
람이 주인이다.

지난 2013.8.12.부터 2013.8.17.까지 중국-고조선

답사 6일이라는 제목의 여행에 다녀왔다. 인천공

항-중국 요령성 심양-조양-내몽고 적봉-하북성

산해관-진황도-북대하-북경-탁록-북경-인천

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 우리 법과대학 25회 입

학생들의 모임인 이오회의 마지막 단체해외여행이

었다.

1967년도 입학한 동기생들이 60대 후반으로 접어

드는 나이라 이제는 즐기는 관광을 하려고 하지 고

생이 따르는 여행은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다.  

이번 여정은 중국 요녕성, 내몽고, 하북성 등 중국

북방지역을 다녀오는 것이라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지식이나,

정보 등 준비도 부족하였다. 

바이칼 호수에서 출발한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이동과정이 나타나는 우리 민

족 고대사의 흔적을 찾는다는 목표로 그 동안 여행

에 나섰다. 이번 여행이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이번에도 장준철 변호사가 회장으로 여행을 기획

하였고 그 마무리하는데 까지 본인 뿐만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노고가 많았다. 장회장과 같이 고대사

에 남다른 관심과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엄두

도 낼 수 없는 여행이었다.

필자는 우리 모임이 2000년 몽고-바이칼호수를

다녀오는 여행길부터 같이 하였다. 그 사이 서안-

돈황-계림, 캄차카, 심양-집안-하얼빈, 피지, 카

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우수리스크-하바로보

스크 등등 7회에 걸쳐 참석하였다.  

우리나라가 사정이 어려워 1960-70년대에 우리들

의 20대 젊은 날에는 해외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

다. 그 사이 본데없이 살다가 대학동기 등의 이 모

임을 통하여 그나마 외국여행을 다녀오고, 우리 주

변나라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었다.

장회장의 이번 여행에는 심백강 박사가 지은 책 ‘황

하에서 한라까지(참 좋은 세상.2007년)’가 직접적

인 계기가 되었다한다. 황하의 앙소문화는 기원전

6000년 경에 시작되었지만 요하의 紅山文化는 그

시원이 기원전 8000년

-7000년 경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동아시

아 문명의 서광으로 말

해지는 홍산문화는,

그 창조의 주역이 漢族

이 아니라 우리 韓族

이라는 사실을 체계적

으로 밝히고 있다. 여

행가는 일행들에게 장

홍광식 변호사

내몽고 적봉,
요녕성 심양 등 북중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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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구입하여 모두 한권씩 미리 보내왔다.

우리에게 중국은 매우 친숙한 존재이면서 아직도 막

연한 현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다. 중국에 대한 두려

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하고, 우리와 그

들 사이에 축적돼온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는 이해하는 만큼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만큼 만

들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2013.8.11. 부산에서 서울로 KTX를 타고 가면서 기차

안에서 시험치기 전 날 공부하는 학생의 심정으로 ‘조

선의 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김태준,

이승수, 김일환 지음. 푸른 역사)를 읽어 보았다.

그 책의 앞쪽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집안에 있는 고구

려 유적지를 돌아보고 탄식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

이 있다.

이와 같은 천장비사(天藏秘史)의 보고(寶庫)를 만나서

나의 소득이 무엇이었던가?

인재와 물력이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나의 소유가 아

님을 알 것이다.

당지 당지(當地)에 집안현의 일람이 김부식의 ‘고구려

사’를 만독(萬讀)함보다 낫다고 단언하였다.(총론, 조

선상고사)

김태준 교수 등의 위 책은 조선시대 우리 연행사절이

다녔던 여행코스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고, 심양-

단동-요양-심양-홍성-산해관-북경이었다.

우리 일행은 심양에서 내몽고의 적봉으로 갔다가 산

해관으로 가는 길이라 여행길이 차이가 많이 났다.

과거 연행사들이 북경을 가던 코스인 단동-요양-심

양-홍성-산해관-북경

코스와 겹치는 부분이 있

었다.

심양에서 조양으로 접어들

기 전까지의 길은 우리 연

행사들이 가던 코스였다.

연행 길은 가고 오는 데만

석 달, 북경에 체류하는데

두 달, 최소한 5개월 이상

이 소요되는 그 길은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구실로

사신에 임명되는 것을 피했다.

길을 두려워하거나 경시했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나

약했고 사회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다.

지난 시대에 북경에서 우리 사신들 사이에 3貧이라는

말이 있었다. 글재주가 모자라서 빈궁한 일(文貧), 언

어가 통하지 않아서 빈궁한 일(言貧), 돈이 부족해서

빈궁한 일(銀貧)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때도 외국인과의 대화에 언어소통이 문제였던것

같다.

2. 2013.8.12. 심양으로

가. 다시 심양으로

2013.8.12.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령성의 성도

(省都) 심양(瀋陽,지금은 간자체로는 沈陽으로 표기한

다)으로 갔다. 인구가 700만이고, 중국 5대도시의 하나

이고, 중국동북삼성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우리 이오회 여행모임에서 2003년도에 집안을 비롯

한 동북삼성을 다녀올 때에 이미 한번 왔던 도시이다.

10년 전 그때만 하여도 구걸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

더니 이번 여행에서 보니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

서 도시 면모가 정비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가이더 조선족 임문성는 전문적인 가이더는 아니고,

역사연구원이었다.

고려관이 있었던 곳을 길 건너편에서 들러 보았다. 병

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 봉림

대군(뒷날 효종)이 거주하였던 곳이다. 일본이 만주를

지배할 때 세운 滿州철도주식회사 沈陽分所가 있었

다. 일제시대에 심양이 아니라 奉天으로 불리었다고

알고 있다.

임선생이 중국 당국이 인근에 있는 안시성부근은 출

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한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려 왔다가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을 맞았다는 그

안시성이니 중국 사람들이 공개를 꺼리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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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양의 고궁에서-효장문황후(포목포태 布木

布泰)를 생각하며

이번에도 심양에 있는 고궁에 들렀고, 이 고궁에

淸太祖 누루하찌는 1년, 淸太宗 황태극(黃泰極 홍

타이지)은 20년간 거주하고 있었다. 지난 번 2003

년 동북삼성여행 후에 청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생

겨 중국 CCTV에서 방영한 대청풍운(大淸風雲) 등

의 연속극도 보았고, ‘황제배후의 여인(장유유 지

음 허유영 옮김. 에버리치 홀딩스)’이라는 책을 읽

고 청나라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었다. 그때 강희

제의 할머니 즉 황태극의 왕비 효장문황후(포목포

태 布木布泰)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고궁 안에 왕비들의 방이 있었는데, 청태종 황태극

의 왕비 1-5호 모두 몽골인이었다. 5호 부인 효장

문황후 孝莊文皇后가 청태종 다음 순치제의 모이

고, 중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황후라고 불리기도

하는 강희제의 조모이다. 효장왕후는 자기의 아들

을 황제 순치제로 만들고, 손자 강희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어린 강희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

정이 대청풍운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었다.

효장문왕후는 내몽고 과이심 부락의 수령의 딸로

태어났다. 명나라 말기, 몽고족은 명나라를 불안에

떨게 하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주원장이 원을 몰락

시키고 명을 건국한 후에도 몽고인들은 실패를 인

정하지 않고 부흥을 꿈꾸며 힘을 길렀다. 누루하찌

가 후금을 세우고 몽고족 부족이 단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과이심 부락은 일찌감치 누르하찌와 손

을 잡고 연맹을 결성했다. 청태종의 왕비가 되고

아들 복림을 나았다. 그 복림이 24세의 나이에 천

연두에 걸려 요절하였다. 그 뒤에 복림의 아들 현

엽(玄燁)이 황제로 등극하였는데 바로 그 유명한

강희제이다. 효장문황후는 일생 동안 세 황제를 거

치며 군사, 정치, 민생 등에 있어 탁월한 치국 능력

을 발휘했다. 강희제는 평생 조모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강희제도 천고에 이름

을 날릴 수 없었을 것이다. 훗날 건륭제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효장인선성헌공의지덕순휘후천계성

문황후(孝莊仁宣誠憲恭懿至德純徽天啓聖文皇后)

라는 긴 시호를 바쳤다. 시호의 길이로도 그녀가

천고만대에 길이 칭송될 황후의 표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나라는 여인이 만들었고, 여인

이 망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다. 기

초를 닦은 여인은 포목포태이고, 망하게 한 여인은

서태후를 말한다.

고궁 안에 있는 청나라 무력의 기반인 팔기병 주둔

소에 가보았다. 순치제의 칼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

었고, 팔기병 가운데 정황기 (正黃旗)가 강력하고

황제 바로 직할부대이라고 한다. 그 주둔소가 지금

도 보존되어 있었다.

청나라 때에 천연두가 만연하였던지 순치제의 사

망원인도 천연두때문이라는 설이 정설이라한다.

강희제도 몽고 칼단을 정벌하러가다 천연두에 걸

렸다가 아담샬인가 유럽인 신부로부터 치료약을

얻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 심양관광 그리고 조양으로

점심식사는 한원韓園식당에서 주로 소고기, 돼지

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고, 중국 백주 노룡강 老龍

江과 청도맥주를 마셨다.

이번에도 북능에 들렀다. 심양에는 청 태조와 태종

두 황제의 능이 있다. 각각의 이름이 복능 福陵과

소능 昭陵인데 방위에 따라 통칭 동능 東陵과 북능

北陵이라 한다. 동릉은 심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행사들 시야에 보이지 않았는데, 북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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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은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눈에 들어왔다. 북릉은

현재 심양 제일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근대 심양

에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며 양국 군대가 무단으로 드

나들었고, 1920년 들어서 공원으로 개방된 것이다.

능의 규모는 50만 평이 넘어 안으로 들어서 신도 神道

를 한 참 걸어야 능이 나온다. 하마비 下馬碑를 시작

으로 해서 여러 건축물을 지나 능이 가까워오면 양편

에 석상들이 마주보며 사람들을 감시한다. 살아있을

때는 이보다 더 삼엄한 행렬을 지나야 황제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린도 있고 해태도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마리 백마상이다. 크기에 따라 대백 大

白과 소백 小白이라고 한다. 청 태종이 전장을 누빌

때 두 마리 말을 번갈아 탔는데, 큰 놈은 하루에 800

리를 달렸고, 작은 놈은 500리를 달렸고, 화살을 잘

피했다. 

남한산성에 한봉 汗峰(可汗峰이라고도 한다)이 있는

데, 병자호란 당시 청태종이 흰말을 타고 올랐다고 해

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종이 전장을 누빌 때 탔던 말

이 아직도 주인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강희제가 이 능을 순시할 때 입었던 옷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능관내가 너무 넓어 내부에 다니는 차를 타야했다. 우

리 일행이 능을 둘러보고 나올 무렵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 시원하게 해주었다.

조양朝陽으로 향하여 朝陽高速道路를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다. 조양고속도로 길가는 끝없는 옥수수 밭

이었고, 사이사이 소나무 가로수가 간간히 보였다.

바람이 센 지역인지 풍력발전소가 곳곳에 보였다. 평

일이라 그런지 차량통행은 많지 않았다.

라. 의무려산醫巫閭山 부근을 지나면서 야율초재를

떠올리다.

우리가 가는 길 북녕시 인근에 의무려산이 있다. 의무

려산은 중국의 다섯 곳 진산묘(鎭山廟) 가운데 유일하

게 남아 있다. 열하일기에 의하면 청 옹정제가 여기

재실에서 자다가 길몽을 꾸고 황위에 올라 그 보답으

로 사당을 크게 중수했다고 한다. 의무려산은 북녕시

교외에 있는 북진묘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이번

여행길에 나서면서 의무려산(醫巫閭山)의 이름을 듣

고 야율초재 (耶律楚材)의 독서당과 역사문화비랑 (歷

史文化碑廊)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야율초재의 독서당은 어린 야율초재가 글을 읽는 蠟

像을 두었다 한다. 야율초재와의 인연이 있는 곳으로

보인다. 

耶律楚材(1190-1244)의 초재는 초재장용(楚材壯用)

에서 나온 이름으로 楚나라의 인재를 장나라에서 쓴

다는 의미다. 耶律은 요나라의 거란족 황족집안을 나

타내는바 아버지가 앞으로 요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

라에서 귀하게 쓰일 인재라고 예상하고 지은 이름이

라고 한다. 중국인들에게 장량이나 제갈량보다 덜 알

려졌지만 실제 행적은 더 위대했다. 한족의 입장에서

이민족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뿐이다.

1215년 징기스칸이 북경을 함락하고 명성이 높았던

야율초재를 불러 중용하였다. <신원사新元史>에 그

의 공을 이렇게 평가했다.

중원의 백성들이 오랑캐들에게 무참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의 덕택이다. 스스로 낮추고 덜어

서 권력을 행사한 자가 바로 초재가 아닌가?.

일본 역사소설가 진순신이 지은 ‘야율초재’라는 소설

이 번역되어 나왔다.

그는 징기스칸에게 ‘천하는 마상에서 정복할 수 있어

도 마상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충고를 하였다. ‘활

을 사용하려면 궁장(弓匠)이 필요하듯, 천하를 다스리

려면 치천하장(治天下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징기스칸 내지 원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천하를 디자인하고 조율할만한 능력을 갖춘 인

물이었다. 이후 그는 정복지에 초원의 법칙을 적용하

는, 중원을 황량한 목초지로 만들려는 기도를 저지하

며 문명의 치세를 열었다.

민족주의사학자 백암 박은식 선생이 지은 소설 <몽배

금태조(夢拜金太祖)>가 있다. 금 태조는 조선민족의

보통교육을 위해 해상보통학교와 대륙보통학교를 경

영하기로 하였는데, 전자를 위해서는 콜럼버스를, 후

자를 위해서는 야율초재를 교사로 초청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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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율초재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말 타고 달

리던 정신으로 가르치면 조선 사람의 체가 단련되

어 연약한 성질을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행들은 버스를 타고 밤늦게 조양에 도착하여 조

양에 있는 富斯敦國際酒店. busadun호텔에 여장

을 풀었다. 

이번 식사때 나온 백주의 이름은 촌정방(村井房)이

었고, 청도맥주가 나왔다.

3. 2013.8.13. 조양에서 

모용 씨의 전연(前燕)  중심지 용성이 바로 이곳 조

양이다. 조양은 요서와 요동의 중간에 있는 요충지

대로 중국 요서지방에서 요동지방을 침략하기 위

한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을 때 수도 영주도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같다.

도시 가운데 높은 탑이 있었는데, 북탑이라고 하고

당 나라때 건축하여 요나라가 보수한 거대한 전탑

(塼塔)이었다.

관우장군을 모시는 관제묘(關帝廟)를 사찰처럼 보

존되어 있다. 중국에서 관우 장군을 무성(武聖), 공

자를 문성(文聖)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관우장군

을 관제라고도 부르고 관제묘를 설치하여 모시는

곳이 많은 것같다. 우리나라 실학자로 발해고(渤海

考)를 지은 유득공선생이 숙소로도 사용하였던 곳

이다. 연행사절의 숫자가 많고 숙소가 적당하지 않

아 이곳을 이용하였던 것같다.

최근에 북위(北魏)의 궁궐터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

단하고 있었다. 

청나라 건융황제가 다녀갔던 비교적 규모가 있는

절 우신사(佑信寺)를 들러보았다. 자귀나무, 장다

리들이 피어 있었고, 원추리는 이미 지고 있었다.

사찰건물 가운데 라마궁전, 대웅전, 관음전, 미륵

전, 지장전이 보인다.

조양박물관은 규모가 상당히 컸다. 

고구려를 정복하러 나선 당태종 이세민에게 전공을

세우는 모습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해 설인귀장군이

백의 갑옷을 입고 전투하는 장면의 그림도 보였다. 

비파형동검(琵琶型銅劍)이 보였고, 청동기, 신석

기시대 유물도 많이 전시 되어 있었다.  

조양에서 적봉으로 가는 길에 요나라시대의 성곽이

남아 있는 영성(寧城)은 요나라의 중경(遼 中京)으로

요나라가 멸망할 당시의 수도였던 곳이다. 요나라

는 우리 발해국을 멸망시키고, 몽고의 원나라에 의

하여 멸망되었든가, 금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든가..

영성은 소규모의 마을이고 요 중경박물관에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한적한 시골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한 참을 기다려야 했다. 박물관내에는 청동기

유물이 많이 보였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를 키타이(cathay)라고 부른다.

한때 요나라의 영역이 러시아 이르크추크, 아무르

-사하린-평안도까지 이르렀다. 넓은 지역을 영토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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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세력도 상당하였다. 러시아에서 중국을 키타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나라 왕 야율덕광이 항복을 받고 있는 그림도 보였다. 

박물관 전체의 분위기는 음산하고 공기도 대단히 좋

지 않았다. 박물관 앞쪽에 조양에서 보았던 규모의 전

답이 웅장한 자태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의 북방에는 무수한 북방민족이 나라를 이루었다

가 사라지고 하였는데,요 나라는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다.

중경은 지금은 영성(寧城)시 이다. 영성에서 적봉시로

가는 길에 거리는 포장이 되지 않았고, 흐룸한 판자를

담으로 해놓은 집들이 많았다. 옥수수, 조, 해바라기

를 심어 놓은 논밭이 많이 보였다. 우리 우리또래들이

어릴 적 6.25 후 못살았던 시절의 우리나라의 사정과

비슷해보였다. 

중국 당국에서 내몽고에 살고 있는 몽고족들이 유목생

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겔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날은 내몽고의 적봉까지 가는 여행이라 버스 타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 거리의 간판에는 한자 외에 몽골

어로 병기하고 있다.

적봉시의 신시가지는 현대식으로 정비가 되어 깨끗하

였고, 우리 일행이 묵었던 福興東方精品酒店(FUX-

ING ORIENTAL CLASSIC HOTEL)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내부시설이나 아침식사도 모두 아주

좋았다.  상당한 수준으로 조양보다는 훨씬 나았다. 

4. 2013.8.14. -내몽고 적봉(赤峰)으로

가. 적봉은 내몽골 자치구 소오달맹 남부의 도시로,

몽골명은 울란하드(Ulanhad)이다 시의 동북쪽 홍산

(紅山)에는 북방 초원지대 특유의 요령문화의 선사유

적이 있다. 홍산은 산 전체가 붉은 화강암으로되어 홍

산이라 한다. 1950년대 북경대학에 의하여 발굴 조사

된 하가점 유적은 홍산 후제2기의 문화와 동형이며 뚜

렷이 2기로 나뉘어지는데, 그중 후기의 하가점 제2기

문화는 북방초원지대 문화의 전형이 된다.

홍산과 하가점은 각기 다른 성격의 문화층이 발견되

어 고고학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홍산은 1935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그 결과 황하유

역의 앙소문화와 다른 성격의 신석기문화층이 발굴되

어 ‘홍산문화’라 지칭되었다. 홍산문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1960년대에 적봉의 하가점촌에서 다

시 홍산문화와는 다른 청동기 문화층이 발굴되었다.

이 문화층에는 기원전 14세기를 기점으로 성격이 다

른 두 개의 문화가 존재했다. 학계에서는 하가점하층

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로 이를 구분하여 기준점을 삼

고 있다. 이러한 적봉하가점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조

선의 권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곳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에는 고조선 문화의 지표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파형동검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조선

의 영역 혹은 고조선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아온 인접

한 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座店-삼좌점. 하가원상층문화, 하층문화지대를 둘러

보았고 기후변화로 물이 부족하여 멸망하였다. 인근

에 커다란 댐이 있었고 댐을 중국에서는 水庫라고 하

였다.

나. 적봉박물관은 14:30에 개관하였는데, 박물관 입

구에 징기스칸 상이 있고, 북방민족의 도시라는 분위

기가 물씬 나고 있었다. 

박물관내에 강희제와 몽골의 수장 칼단과의 전투장면

을 그린 그림이 있었다. 몽골의 수장 칼단의 군대가

강희제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몽골세력이 북방으로

쫒겨가고 세력이 약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몽고초원에서 몽골족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박물관에 거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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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거란은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으로 처음으로

정치세력화하였다.(Quidan –first political power

of north minorities)

빗살무늬토기와 다뉴세문경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적봉구시가지를 지나 홍산으로 갔다. 지나가던 중국

여성에게 길을 물었더니 친절하게 버스를 함께 타서

안내하였고,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안내를 한다고 하

였고,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홍산은 산 전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 철성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다. 만몽사(滿蒙史)를 중

국한족의 역사와 분리하려는  일본인 역사학자가

연구를 시작하였다.

산 전체가 대규모 구석기 유적이 있었고, 중국 한

족과는 다른 계통의 유적이었다. 바이칼 호수에서

발원한 우리 천손天孫 족이 이곳에서도 거주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장준철 회장의 주도 아래 우리 선조들에 대하여 제

사를 모셨다. 

제주(祭酒) 이름은 몽고대왕, 안주는 오징어, 육포였다.

무더운 날씨였는데, 조상님들이 내려주시는지 1시

간 가량 소나기가 내려 시원하였다. 적봉을 오르기

에 아주 적합한 기온이 되었다.

5. 2013.8.15. -적봉시에서 진황도(秦皇島)로

가. 2013. 8.15. 아침에 적봉시에서 출발하여 하북

성 진황도로 향하였다.

범숙연이라는 중국 대학생 가이더가, 밤을 세워 진

황도에서 출발하여 4-5시간만에 적봉시까지 왔

다.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였는데, 일행 중 몇 분이

과일 등을 주었더니 고마워하여 울먹이며 감사인

사를 하였다. 무척 싹싹하고 친절하면서 센스도 있

는 아가씨였다. 진황도에 있는 진황도 공립외국어

학원3학년이고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경극도

열심히 배워 진황도 경극경연대회 3위를 하였다.

진황도로 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 동요, 중국노래를

불러주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

다. 이전의 중국인 가이더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

던 무뚝뚝하다는 이미지는 전혀 없었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무섭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

는 것 같다.

하북성(河北省)의 성도는 석가장이라고 범양이 알

려주었다. 네이멍구 적봉에서 출발하여 허베이 성

으로 접어드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다. 고속도로

는 몹시 복잡하였다. 중국 북방 동북삼성, 내몽고

(內蒙古)등에서 오는 차량들이 진황도, 산해관으

로 북경으로 들어가는 간선도로이었다.  차량번호

판에는 黑(흑룡강성),吉(길림성),遼(요령성),魯(산

동성),翼(하북성), 津 등등 여러 성의 차량이 보였

고, 차에 실고 있는 짐들도 목재, 소, 돼지 등등 여

러 가지가 보였다. 

나. 갈석산 (碣石山. Jie shi shan) 을 등산하였는

데, 갈석산은 하늘을 찌르는 기둥과 같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최고봉은 한무타이(漢武

台)라고도 불린다. 정상에 이르면 발해만이 보이

고, 진시황, 한무제, 조조, 당태종 이세민 등 7대

제왕들이 다녀갔다 한다. 등산로 입구에 다녀간 제

왕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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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황다오는 진시황이 이곳을 순시한 고사에서 유래한

다. 본래 작은 섬이었으나 바다를 메워 육지와 연결하

고, 베이징-산해관간 철도와 지선으로 연결하였다.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공안들이

톨게이트에서 검색을 엄격하게 하여 느릿 느릿 움직

이는 차안에서 한 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오랜 여정의 끝

이라 피곤하기도 하였다.

진황도 바로 아래 북대하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모

두 모여 피서 겸 회의 중이라 경비가 삼엄하다고 한다. 

다. 1971.9.12.심야 허베이성 진황도시 서남에 있는

베이다허(北戴河)공항에서 중국 나아가 세계를 놀라

게 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공산당 넘버 2, <마오쩌둥

의 친밀한 전우> 린빠오(林彪)가 베이다허 공항에서

호위병들의 저지를 뚫고 이륙을 강행했다. 처와 자식

과 친구등 9명을 태우고 구소련을 향해 날아갔다.

조언라이가 사태를 보고하며 미사일로 요격할지 여부

에 대해 마오의 지시를 바랐으나 거부되었다. 비행기

는 소련으로 가지 못하고 몽골의 사막에서 추락하고

탑승객 전원은 사망했다. 

이 사건의 무대인 베이다허(北戴河)는 청나라때부터

피서지로서 인기가 있었다. 발해만에 면하고 있는 약

7킬로미터의 해안선이 동쪽의 산해관까지 넓게 펴져

있는 이국정서를 보여주는 해변리조트 지역이다.    

우리 일행은 진황도에 있는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6. 2013.8.16. -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가. 중국만리장성의 동쪽 끝자락인 산해관으로 갔다.

天下第一關이라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있었다.

북경은 연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흔히 연경이라 했

다.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 북경은 요·금·원 등 북방민

족이 중국을 차지하면서 비로소 수도로 자리잡았고,

그 이전에는 서안이나 낙양 등이 정치적 중심지였다.

당나라까지는 주로 서쪽의 민족들이 중원을 위협했

고, 따라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래로 역대 왕

조는 주로 흉노 등을 대비하여 서쪽 가욕관 등에 군사

력을 치중했다. 차츰 서쪽 민족들의 세력이 약화되면

서 천하를 격동시키는 힘은 동북쪽에서 일어났고, 자

연 산해관이 새로운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다. 산해관

을 ‘천하제일관’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나라

성립이후 지금까지 산해관 안팎은 모두 중국의 영토

가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한족의 문물은 관내에서

성장·발달했다.

명나라 주원장의 휘하 장수 서달(徐達)이 건립을 담당

하였다. 명청교체기에 북방방비의 요충이었고, 중국

사극 ‘大淸風雲’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는 과정

에서 황태극(병자호란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홍타이

지)이 후장문황후와 변복하여 산해관을 정탐하고 가

는 장면이 있었다.

북쪽에는 연산(燕山)산맥의 줄기인 각산(角山)이 우뚝

서 있고, 남쪽에는 발해가 있다. 산해란 이름은 각산

과 발해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산해관에 83kg가량 되는 칼이 있었고, 장수가 되려면

이 칼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명나라 수비대장 오

삼계가 들었다한다.

박지원 선생의 탄식은 음미할 만하다. 

서달이 이 관을 쌓아 되를 막고자 하였으니 오삼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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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을 열고서 맞아들이기에 급급하였다. 그런데

천하에 변란이 없는 때에 부질없이 지나는 상인과

나그네들이나 기찰 검문하고 있으니 이 관에 대하

여 무슨 말을 하랴.

나. 13:42 진황도에서 출발하여 16:42 북경으로 가

는 기차를 탔는데, 승객의 수, 역사(驛舍)의 크기가 엄

청났다.

2006년 가을 무렵에 부산법원에서 근무할 때 중국

북경사범대학 출신 양란이라는 아가씨로부터 6개월

가량 중국어를 배웠는데,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차간에 반대편 좌석에 1991년생인 짱수성 출신

호비(胡飛,(hu fei라고 표기하였다))라는 젊은 이

와 마주보고 앉게 되었다. 

주은래 중국 수상이 고향 선배라고 자랑스럽게 이

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일행 가운데 윤석종 변호사의 최윤정 사모님이 중

국어를 잘하셔 알고 있던 논어 등 중국고전에 나오

는 이야기와 중국 역사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

면서 지루하지 않게 기차여행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북경 올림픽을 할 때  카드섹션을 하였다

는 논어에 나오는 ‘배우기만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

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는 유명한 구절도 후베이 학생으로부터 중국발음으

로 들어보았다.

學而不思則罔(xue er bu si ze wang), 思而不學則

殆(si er bu xue ze dai)

중국 속담인 ‘좋은 꽃은 오래 피지 않고(好花不常

開), 좋은 경기는 오래가지 않는다(好景不常在)’도

중국어로 ‘하오하부창가이, 하오칭부창자이’라는

발음도 들어보았다.

위 중국속담은 코트라에서 오랫동안 중국에 근무

하였던 박한진이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책 ‘10년

후의 중국’에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적은 속담이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좋은 경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니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다. 북경역에 내려  우리 조선족 가이더  조귀남을

만났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혜림출신인데, 혜

림은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인 부하에게 암살당

한 곳이다.

북경외국어 대학 졸업하고 20년간 가이더 생활을

하고 있다한다.

언변이 좋았고, 중국의 역사 북경지리 등에 달통하

여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하

게 된 과정을 알려 주었다.

명나라 만력 신종황제는 무능력하였는데, 파병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조선의 사신 정근수가 6일

간 단식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통곡 하는 모습

을 본 중국인도 부러워 할만한 충신이었다. 그리고

당시 명나라 병조판서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던 석

승의 부인이 조선의 역관 홍수은과의 사연도 작용

하였다. 홍수은이 청루에 들렀다가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는 여인의 사연을 듣고 거금을 그냥 주었다

는 것이다. 그 뒤 석승이 아내를 구해준 사람에 대

하여 보은하는 의미도 있었다는 것이다.

북경에서 유명한 왕부징(王府井) 거리로 갔는데,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王府井은 원래 ‘왕가

의 우물’이 있던 곳으로 우물이 있던 자리에는 지

금도 청동 표식이 남아 있다. 쇼핑의 중심가로 거

듭난 이래 우리 서울의 명동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

지만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 온갖 물품들을 팔고

있었고 전갈까지도 구워 팔고 있었다. 

북경인구만 2천만이고, 자동차가 500만대라고 한

다.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서 가장 복

잡한 거리였다. 人波에 밀려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식 부폐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소고기, 돼

지고기, 오징어, 야채 등등 오랜만에 포식을 하였

다. 비까지 내려 더위를 가시게 하는 가운데 이번

여행의 마지막 날에 운치있는 밤을 보냈다.

7. 2013.8.17. 탁록 -삼조당 三祖堂-

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09:30 무렵 북경외곽에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탁록(涿鹿)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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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록현은 허베이 (河北)성 소속이었다. 중간에 팔달령

부근에서 내려 만리장성을 바라 보면서 증명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중국의 고고학자 소병기(蘇秉琦)는 ‘100년의 중국을

보려면 상해로 가라. 1천 년의 중국을 보려면 북경으

로 가라. 2천 년의 중국을 보려면 서안으로 가라. 5천

년의 중국을 보려면 涿鹿을 가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5년 치우의 본거지인 북경시 탁록에 귀근

원(歸根苑)을 세우고 그 안에 중화문화 삼조당(三祖

堂)을 지어 화하족의 기조 황제와 함께 치우를 묘만족

의 시조, 염제를 동이족의 시조라 하여 좌상을 모셨다. 

귀근원은 화하족만이 아니라 동이족과 묘만족도 한족

과 뿌리가 같다는, 즉 ‘화이동근(華夷同根)’이라는 소

수민족 정책의 대전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

례라고 하겠다.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이 종래의 존화양이(尊華攘夷)

나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에서 대폭수정을 가하여

완전히 방향전환을 한 것을 의미한다.

탁록현은 삼국지에 나오는 촉나라 왕 유비의 고향이

고, 그 인근에 장비의 고향이 있다. 

가이더 조귀남씨가 중국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3가지를 일러주었다. 중국은 나라가 워낙 넓고 커

서 전체를 다 볼 수 없다. 중국 글자는 8만자나 되어

다 배울수가 없다. 요리가 4천가지를 넘어 모두 먹어

볼 수 없다는 등 속설을 이야기하였다.

나. 12시경 황제, 염제, 치우를 모시는 삼조당에 도착

하였다. 광활한 터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삼조당 내부

에 중앙에 황제상이, 왼쪽에 치우 상, 오른 쪽에 염제

상이 있었다. 황제가 염제와 싸우는 모습, 그리고 염

제와 함께 치우와 싸우는 모습이 모두 그려져 있었다. 

삼조당은 1995년도에 건립되었고, 삼조당 건물의 멀

리 앞쪽에 9龍 56柱 56柱는 중국의 56 소수민족을 의

미하고, 각 민족의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

어 있었다. 우리 민족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었다.

우리 민족에 대하여는 白衣를 좋아하고, 가무를 즐긴

다는 등의 특성을 기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는 하 왕조가 성립되기 전에 ‘삼황

오제’의 시기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중국 사학계에서

는 이 시기를 ‘전설 시대’라고 부른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황제는 小田의 아들이며, 성은 公孫이

요, 이름은 軒轅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리했으며, 장성해서는 남다

른 재능을 지녔다. 당시 연맹의 수령이던 신농씨의 세

력이 점차 쇠약해지자 각지의 소국 수령들이 서로 침

략을 일삼아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백성들은 고난에 빠

지게 되었다. 신농씨는 이런 혼란 국면을 눈앞에 두고

서도 무력하여 전란을 평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황제

는 자신의 군대를 훈련시켜 몇 차례 출병하여 전란을

도발한 소국들을 격파시키니 소국의 수령들은 모두

황제를 따르게 되었다. 다만 치우(蚩尤)라는 수령만이

자신의 세력을 믿고서 황제의 지휘에 불복종하였다.

또 염제(炎帝)라는 자를 수령으로 삼는 세력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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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국에 위협을 가하곤 하였다.그러자 소국의

수령들은 분분히 황제에게 모여들어 보호를 간청

하였다. 이에 황제는 적극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먼

저 반취엔(阪泉)이라는 곳에서 염제의 세력과 싸움

을 벌였다. 

세 차례의 전투 끝에 황제가 승리를 거두고 염제

는 황제에게 귀순하였다. 염황 집단이 형성된 후

치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황제는 곧 소국의 군사

들을 소집하여 연합작전으로 탁록(涿鹿)이란 곳에

서 치우와 치열한 결전을 벌렸다. 결국 황제가 승

리하고 치우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소국의 수

령들이 황제 헌원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서니, 황

제는 곧 신농씨를 이어 제왕이 되고 ‘황제’라고 불

려지게 되었다.

치우는 중국 고대 전설 속에서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전설에 따르면 치우의

형제는 모두 81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정교하고 우

수한 무기를 만들어 천하를 위협하였다고 한다. 이

런 이유로 치우는 수천년간 줄곧 민간에서 전쟁의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왕웨이 외 지음 박점옥

옮김 손에 잡히는 중국역사의 수수께끼. 대산)

다. 탁록에서 나오는 길가에 있는 온천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북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마침

토요일이라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국도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2-3시간이 소요되었다. 탁

록에서 북경에 오는데 3시간 30분 정도 예상하였

는데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이미 3시간 가량 소요

되었다.

탁록에서 북경으로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여행단

의 공식적인 해단식을 하였다. 회원 각자가 그 사

이의 소회를 이야기하였다.

필자의 차례가 되어 1972년인가 사법시험에 국사

과목이 들어가고 나서 문리대에 가서 김철준 교수

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을 하면서 민족의 고대사는

그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이라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었으나 막상 배우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고

대사를 조금이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장준철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의 노고에 대하

여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하였다.

나이에 비추어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장준철 변호

사 덕분에 그나마 무식은 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 생에 마지막 이오회 여행이 되어버렸다. 

21:15분에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

데, 저녁도 먹지 못하고  21:20에 겨우 공항에 도착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 KAL이라 30분가량 기다려 주었

고, 티케팅도 생략하고 짐도 개별적으로 들고 가서

비행기에 탈수 있었다.

버스에 내려 각자 짐을 들고 공항탑승구를 달렸던

일도 이젠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KAL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기에 북

경공항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데도 생각이 미쳤다.

8. 돌아와서

이번 여행에서 장 변호사의 목표의 하나가 우리 고

대사를 심도 있게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국 당

국에서 탁록에서 본 삼조당을 건립한 의도가 간단

하지 않는 것같다.  앞서 든 책에서 심백강 교수는

아래와 같이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1차 목표는 ‘화이동근’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국 동

북지역의 역사, 특히 한국사의 역사 주권을 중국사

에 편입시켜 중국 역사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2차 목표는 한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이론 작업을 완료하여, 그것

을 바탕으로 북한 붕괴시 연고권을 내세워 북한영

토를 중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한국

이나 미국에 비해 선점하고, 나아가 남북한이 통일

될 경우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영토 분쟁을 사

전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영토 주권을 확보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10년 후 세계 무대에서 미

국의 발언권은 축소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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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경우, 남한의 영토 주

권을 중국에 귀속시키려는데 있다.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그 영토를 한나라의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한사군을 만든 것처럼 한반도를

중국의 행정구역에 귀속시켜 중국 22개 성 중의 하나

로 포함 시키는 것이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최

종 목표이다.

필자가 중국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원지의 하

나인 박승준 교수(현 중국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한반도연구소 방문교수)가 주간조선에 연재하는 ‘박

승준의 상하이 통신’에서 심백강 교수의 예상을 확인

시켜 주는 기사가 있었다.

주간조선 2014.11.24.-30(2333호)에 ‘후산장성과 이

부콰의 역사왜곡’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중국 단동 부시장 관상이 2014.11월 한국고등교육재

단과 라오닝대학이 공동주최한 중국 내 주요 대학 아

시아연구센터 담당자들 연석회의를 마치고 만찬자리

에서 밝힌 내용이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산해관이 아니라 단동시의 후

산장성(虎山長城)이라고 밝혀졌으며, 관련 역사적 기

록들은 이미 수정됐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리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

해서 한중관계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좋은 때’라고

찬사와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

는 태도이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자부하지

만, 평화를 지켜야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국토는 분단되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정치는 목전의

작은 이익만 쫓고, 학문은 관념의 미망 속에서 헤어나

지 못하고 있으니 맹자에서 일찍이 지적하고 있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모욕당한 뒤에 남들이 모욕하

고,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뜨린 뒤에 남들이 무너

뜨리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망친 뒤에 남들이 망치

는 법이다.

20세기 중국도 국망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때 북경대

학생들 사이에 유포되었던 ‘책을 읽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讀書不忘救國)’는 구호가 있

다. 우리들도 명심하여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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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자동차 여행의 첫 번째로 공동체 중에서 가

장 강력하여 현재 분리 독립 움직임이 중요한 이슈

가 되고 있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Catalonia)

지역을 여행하기로 했다.

스페인에서 카탈루냐의 문화적 언어적 지역주의가

도드라지고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된 것은 역사적

으로 가톨릭교도들의 레콘키스타(국토회복운동)과

관련이 있다. 카탈루냐는 1137년에 아라곤과 연합

왕국을 형성하고 1238년 발렌시아를 합병하여 지

중해를 무대로 번영을 이루었는데 1479년 아라곤

의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야의 이사벨1세의 결혼으

로 통합을 이루었고 1492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

었던 그라나다 왕국을 함락시켜 이베리아반도에서

이슬람교도를 몰아내고 레콘키스타를 완성하였다.

카탈루냐 사람들은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당시에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페인에 강제 편입되

었다고 말을 하고, 프랑코 독재정권 하에 일어났던

카탈루냐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감정의 골

이 깊어져 이로써 자신들의 독립의 정당성과 명분

으로 주장하고 있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2010년 월드컵에서 스

페인이 우승을 한 것을 알 것이고 유명한 클럽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를 떠올릴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의 관계는 레알 마

드리드가 있는 카스티야 지방과 FC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루냐 지방의 적대적인 대표성을 그대

로 드러내고 있다. 이 두 클럽이 맞붙을 때마다 과

거 역사적인 앙금과 이로인한 분리독립의 열망이

표출되면서 두 패로 뚜렷하게 나뉘 선수와 관중들

의 싸움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한

다고까지 말한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스페인의 제 2의 도시이며 최

대의 항구 도시이자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로 기

원전 4세기경 카르타고인이 세운 도시라고 한다.

카탈루냐 특유의 정서를 지닌 지방색이 아주 강한

곳이라서 그런지 카탈루냐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한 건축가이자 미술가에 안토니 가우디

(Antonio Gaudíy Cornet)가 있어 카탈루냐적 예

술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일찍이 바르셀로

나 호텔로 찾아가 여장을 푼 탓에 자연스레 시작된

바로셀로나 거리 산보에서 이른바 가우디 건축의

대표격인 가우디 대성당을 둘러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되었다.

저 멀리 가우디 성당의 첨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거리 한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옷에 마스터드 세례를 받

은 것이다. 성탄절이 다 되어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노는 틈 사이로 잘못 들어가서 벌어진 일인가 하고

이태원 변호사

스페인 카탈루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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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일부러 벌어진 일임을 깨

달았다. 어디선가 주위에 나타난 집시 한 쌍이 하늘에

서 떨어진 새똥이라고 말을 걸면서 우리의 주의를 끌

고 있었기 때문이다. 옷에 묻은 마스터드로 인해 우리

가 한눈을 파는 참이면 우리의 물건을 훔치려고 쇼를

벌이는 것인데 우리가 감지하고 경계를 하는 눈치를 보

이자 딴청을 피우며 슬슬 물러갔다. 어째든 우리는 옷

도 버리고 기분이 상해 애초에 걸으면서 거리 풍경을

몸소 느껴보고자 했던 좋은 의도를 그만 두고 다시 숙

소로 돌아가자는데 의견 일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숙소에서 세탁을 하며 전에 없이 긴 시간 동안 편안하

게 휴식을 취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제는 차를 몰고

어제 가려던 가우디 대성당을 다시 찾았다.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또는  번역한 이름 성가족

(聖家族) 교회라고도 불리는 대성당은 바르셀로나 카

탈루냐 출신 대 건축가 가우디가 전 생애를 바친다는

계획하에 1883년에 건설을 추진한 건물이다. 대성당

은 카탈루냐 르네상스를 종교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가우디가 죽기 전에 계획되었던 4개의 탑 중 하나만

완성되었고 아직도 건축이 계속중이다. 외관을 보면

조금은 괴이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인 고딕 양식 성당의 옛 모습

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당을 지탱하는 수많

은 나선기둥과 쌍곡선의 포물면을 이루는 지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긴 포도주병이라고 말하기도 하

고 옥수수처럼 생기기도 한 외형에 수많은 구멍이 숭

숭 뚫린 지붕의 첨탑을 비롯해 벽면에 치렁치렁 붙은

조각들이 각각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

는 것이 특별하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경의 내용

과 자연에 영감을 받아서 가우디가 건축을 시작한 건

축물로 그가 남긴 설계와 도형과 모형을 바탕으로 죽

은 지 100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긴 구

형으로 된 성당의 첨탑의 꼭대기에 구슬처럼 장식을

붙여 형상화하려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부터 인간세상

을 향해 흘러내리는 성모마리아의 눈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우디는 3개의 파사드 중 탄생의 파

사드만을 완성하고 죽었는데 앞쪽의 수난의 파사드에

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속의 인물들이나 동물들이

같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자신이나 아는 사

람들의 얼굴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동물들은 에덴동

산의 동물일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동물일

수도 있고 또한 가우디가 어린 시절 관심을 가지고 관

찰했던 동물들일 수도 있다. 가우디는 자유분방한 형

태, 풍부한 색채와 질감, 유기적 통일성을 특징으로 한

독특한 건축양식을 만들어 당시 1960년대의 많은 엔

지니어들과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그러한 특

징이 경이로운 성당 구조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듯했

다. 성당의 내부는 첨탑과 지붕의 많은 창문들 때문인

지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형형색색의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숲속의 긴 나무처럼 생긴 기

둥이 떠받치고 있는 높은 천장에는 기하학적인 도형

과 구도를 이용한 아름다움이 잘 연출되어 있었다. 특

히 인상적인 것은 주기도문이 다양한 문자들로 기재

되어있는 곳인데 당연히 한글도 들어 있다. 대성당을

보고 나니 가우디의 다른 유명한 건축물을 돌아보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 거기에만 하

루를 할애하기로 하고 네비게이션에 바로셀로나에 있

는 가우디 건축물의 소재지 좌표를 모두 입력했다.

자동차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까사 칼베트(casa

calvet, 1898~1904)였다. 가우디의 건물들을 보면 굉

장히 튀고 너무나 독창적이어서 현대의 거리들과 어우

러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정작 가서 보니

전혀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개성'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다. 화강암과 벽돌의 자연색이 어우러진 외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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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자연색이 그대로 노출된 창틀이 둥글게 돌출

되어 있다. 건물의 창틀이 다 그렇다 보니 가우디가

검정색의 철제를 즐겨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당

시 건물의 1층이 직물점이어서 그런지 입구의 장식

기둥은 실패를 타고 올라가는 실의 모양이다. 벽돌

때문인지 테라스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

려해서 바로크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옆 건물 역시 가우디 건축물처럼 독특해보여

사전 지식이 없이 갔다면 어느 것이 까사 칼베트인

지 구분이 쉽지 않을 뻔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까사 비센스(Casa Vicens,

1883-1888)였는데 바르셀로나 지리를 모르는 탓

에 현재 있는 곳의 정반대쪽으로 길을 가다보니 또

다시 대성당을 지나가는 넌센스를 범했다. 아이들

은 유명한 대성당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라면서

오히려 좋아했다. 마침내 '비센스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곳이자 가우디가 처음으로 건축한 건

물인 까사 비센스에 도착했다. 

까사 비센스는 타일공장 사장인 비센스가 신인 건

축가 가우디에게 부탁하여 지은 자신의 주택 건물

이다. 가우디는 건축초기에 유행했던 양식을 고려

해 의뢰인에게 집을 지어주었는데 당시 스페인은

기독교, 이슬람의 복합적 예술인 무데하르 양식이

유행을 선도했다. 가우디는 무데하르 양식에 맞춰

이슬람 사원의 분위기를 내고자 건물에 탑과 망루

를 설치했다. 도자기 타일을 외벽에 붙였는데 주로

흰색과 푸른색의 단색 타일과 노란 꽃무늬 타일을

사용했다. 꽃무늬 타일은 집이 들어서기 전에 부지

를 뒤덮고 있던 노란 꽃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다. 가우디는 의뢰인이 타일공장 사장인 덕분에 걱

정 없이 타일을 쓸 수 있었다는 것도 건물의 형태

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가우디가 얼

마나 타일을 많이 썼든지 집이 완공된 후에 회사가

부도 위기를 겪었다고 한다.

가우디는 건축가로서 경력이 늘수록 곡선이 자연의

바탕이고, 직선은 인간이 만드는 산물이라 생각해

건축물에 곡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초기의 데

뷔 작품인 까사 비센스에는 주재료가 타일인 까닭

이라서 그런지 타일이 그러하듯 직선이 주로 이용

되었고 아직 곡선을 활용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까사 바트요(Casa Battlo, 1904~1906)

를 보러갔다. 까사 바트요는 가우디의 주택건축으

로서는 유일한 리모델링 작품으로 바트요 가족을

위해 지은 집이라는 뜻이다. 가우디는 이 주택을

지으면서 19세기 당시 유럽의 관심사였던‘해저 또

는 동굴탐사’를 모티브로 추상화시켜 자신만의 세

계를 나타내려고 했다. 길가의 여러 건물 중간에

위치한 까사 바트요는 지붕도 곡선이고 테라스도

곡선이고 1층과 2층의 파사드, 기둥도 곡선이다.

가우디가 지중해의 파도, 바다를 상징하고자 하였

기 때문인데 벽면은 바다 조개나 생물을 상징하는

듯 푸른빛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색들로 형상화되

어 있다. 가우디는 자신이 카탈루냐인으로 살아오

면서 자신의 지역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환경이 자신의 독자적인 조형감을 키우

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축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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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 바트요가 또한 ‘뼈로된 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1층과 2층의 파사드 덕이 큰데 1, 2층의 석재기

둥부터 창, 지붕, 옥상의 굴뚝까지 단절됨이 없이 동

물의 골격을 모티브로 삼아 선으로 석재조각이 휘감

겨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까사 밀라(Casa Mila,

1906~1910)였다. 멀리서 보니 반죽덩어리처럼 보이기

도 하는 독창적인 건축물인데 자세히 보니 정면의 석

재 파사드는 마치 연꽃의 잎맥처럼 철근을 이용하고 물

결처럼 디자인되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이고 옥상

에는 상상력이 넘치는 기괴한 환풍기가 눈에 뜨인다. 

이미 까사 바트요에서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가우디는

당시 카탈루니아 지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

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카탈루냐

문예부흥에 크게 공헌했다. 그래서 그의 건축물의 형

상과 표면은 산이 많고 해안에 자리잡은 카탈루냐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까사 밀라는 집

뒤에 있는 카탈루니아 지역의 대표 산인‘몬세라트 산’

을 본 딴 것이다. 까사 밀라는 또한 바르셀로나를 둘러

싼 모래언덕(사구)이나 절벽의 실루엣과도 흡사한 외

관때문에 ‘채석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까

사 밀라는 진정으로 가우디의 작품 중 유기적인 형태

의 건축표현의 절정에 이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날은 오후에 구엘공원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발

렌시아로 떠나기로 하고 그 때까지는 카탈루냐 광장

에서 람브라스 거리를 걸으며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

다. 바르셀로나에서 여행객이라면 숙소를 이 근처에

정하고 제일 먼저 거리 구경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람

브라스 거리라고 한다. 람브라스 거리는 카탈루냐 광

장부터 포트벨 항구까지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한다. 람브라스 거리가 유명한 이

유는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길거리에는 행위 예

술을 하거나 여행객들을 상대로 케리커쳐등을 그려주

는 예술가들이 많고, 특히 람브라스 거리 중간에 스페

인 전통 시장인 보케리아에서는 스페인 전통 음식인

하몽과 치즈와 과일 등을 팔고 있어서 먹거리에서도

필수 관광코스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생활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한산

한 편이지만 보케리아 시장만큼은 언제나 여행객들로

붐빈다. 보케리아 시장에는 지중해의 따스한 태양빛

덕분인지 과일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평소에 쉽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과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처음

보는 과일도 있고 달콤한 과일이 많은데 비타민씨가

무엇보다 풍부한 생과일쥬스는 여행객들의 목마름을

달래기에 충분하다.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

점도 여럿 자리해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의 소울 푸드

하몽도 맛보고 와인과 함께 유명한 타파스 한 접시도

먹어봐야 한다. 람브라스 거리를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거리 끝자락인 콜럼버스 광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광장 중앙의 기념탑 맨 위에는 콜럼버스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가르키고 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1493년 이곳으로 돌아왔다

고 하여 세운 기념탑이다.

1-제33호 시수필 185-335_레이아웃 1  16. 1. 15.  오전 11:58  페이지 287



288•제33호 부산법조

I. 들어가며

여행자들 사이에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되는 터키

여행의 단점 중 하나는 ‘터키여행 후에는 다음 여

행지를 쉽게 정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나 역시

터키 여행을 다녀온 후 한동안 기분 좋은 여행후유

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누군가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터키를 첫 번째로

추천하고 있으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지난 2014년 여름 휴정기를 이용해 고등학교 친구

둘2)과 함께 터키로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오래 사

귄 친구들이고 남자들만의 여행이라 거리낌 없이

터키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

은 것들을 경험했던 여행이었다. 

II. 터키(Turkey)

1. ‘터키’라는 나라

투루크에서 시작하여 오스만투르크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로 이어지는 역사의 유구함, 유럽과

중동 사이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위치, 이슬람이라

는 생소한 종교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터키’

라는 나라를 간단히 요약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자료를 참조해 터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터키(터키어 : Türkiye 영어 : Turkey)는 서남아시

아의 아나톨리아 지역(97%)과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의 동부 트라크야 지역(3%)에 걸쳐 있는 나라

로 총면적은 783,562km²(세계 37위)이고, 인구는

80,694,485명(2013년 기준, 세계 17위)이며 수도

는 ‘앙카라’ 이다. 터키에서 제1의 도시이자 경제 수

도인 ‘이스탄불’은 국토의 동쪽 끝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인식되는 보스포로스 해협 양쪽에 걸쳐 있

어 ‘아시아 속의 유럽’이라고 불리고 있다. 터키의

인종은 터키인이 80%로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며,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며 공용어는 터키어 이다. 

터키의 기후는 국토 면적이 넓어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해안

지방은 기온 차이가 적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

고, 내륙 지역은 해안과 산맥으로 인해 계절에 따

라 기온 차이가 큰 대륙성 기후이다. 연중 강수량

시
|  

수
필

|  
기

행
문

강진영 변호사

터키 가는 길1)

1) 이 글은 개인적인 여행의 추억을 담은 여행기라기보다 터키 여행을 먼저 다녀온 사람으로 앞으로 터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여행을 준
비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바램에서 작성한 글이다.

2) 정모 교수와 이모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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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 400mm이고, 가장 건조한 달은 7월과 8월이

고 습도가 높은 달은 5월로, 터키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알려져 있다.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계 국가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고 1923년에 무스타파 케

말 아타튀르크의 지도로 민주주의, 세속주의를 받아

들인 입헌 공화국으로 개혁했다. 터키는 유럽 이사회,

북대서양 조약기구, OECD, WEOG, G20와 같은 국

제기구에 가입했고, 2005년부터 유럽 연합의 정회원

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하는 등 서방 세계와 통합하고

있는 한편, 이슬람 회의 기구(OIC)와 경제 협력 기구

(ECO)에 가입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위시한 동양

과도 문화, 정치, 경제, 산업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다. 

2. ‘형제의 나라’ 터키 

여행 전 역사적인 이유로 터키인들이 대한민국을 ‘형

제의 나라’로 칭하고 있다는 사실, 터키가 6.25 전쟁

에 참전한 우방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

지만 여행기간 동안 터키인들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

한 각별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놀라운 경험을 하

였다. 여행지의 식당, 기념품점의 점원이나 택시기사

들이 형제의 나라 운운하는 것이야 상술이라고 하더

라도 길을 묻기 위해 잠시 만난 미모의 터키 아가씨가

우리가 한국인임을 알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왔던 길

을 되돌아가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나, 페넬 지

구에서 만난 유치원생 아이들이 ‘KOREA’이라는 말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뼉 치며 지르는 환호성은 남녀

노소 구분 없이 터키인들이 진정 우리 대한민국을 형

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 터키인들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

이는 것일까? 

‘터키’라는 명칭은 어릴적 국사교과서 한 페이지 지도

상에서 잠시 보았던 ‘돌궐’(突厥)에서 기원한다. 돌궐

은 우리 한민족과 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으로 고구려

와 동시대에 존재했고, 고구려 전성기에는 거란, 여진

과 함께 상당수의 돌궐인이 고구려의 기층민중 층에

속해 있었다. 돌궐은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많은

고구려 유민을 받아 들였고, 그후 동돌궐이 682년 울

란바트르에서 ‘돌궐 제2제국’을 수립할 때 고구려 유민

이 제국 인구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되면서 고구려

인은 제국의 중요한 구성 민족이 되었다. 고구려 유민

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은 집권체제의 변경을 가져 오

기도 했다. 원래 돌궐의 전통적인 최고권력층 집권체

제는 ‘선우’(蘚于) 또는 ‘가한’(可汗)이라는 최고권력자

아래 ‘좌현왕’(左賢王)과 ‘우현왕’(右賢王)을 두고 제국

을 다스렸는데, 돌궐 제2제국의 선우는 고구려 유민이

많이 유입되자 고구려 왕족을 우대하고 유민들을 통

치하기 위해 새로 고려왕족 중 한사람을 ‘고려왕’(高麗

王)으로 봉해 고구려 유민들을 지배하게 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된 돌궐은 8

세기 무렵 사라센 제국의 용병으로 서방으로 이동하

기 시작했다가, 11세기 무렵 사라센제국을 멸망시키

고 셀주크투르크 제국을 건설했다. 돌궐인들은 아랍

지역을 횡단해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아랍 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랍민족과 달리 여전히 우

리와 유사하게 조상신과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과 풍

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와의 연

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후 7세기를 이어온 오스만투르크 대제국을 경험했

던 터키는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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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정 중 역사 과목을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 비중

있게 역사를 교육하고, 역사 교과서에 자신들의 뿌

리인 돌궐시대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 당시 우방

국인 고구려와 고구려 유민들에 대해서도 상세하

게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어릴때부터 자랑스런 역

사를 배운 터키인들은 자연스럽게 고대의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우리나라를 형

제의 나라로 여기는 것은 유치원생들에게도 상식

으로 통한다고 한다.

우리가 배운 국사나 세계사에서 돌궐은 그저 서역

의 오랑캐로만 배워 터키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환

대가 낮설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자국 역

사에 대한 자부심과 교과서 기술 방식이 국민들의

의식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가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요즘 위정자들은 당리당

략이 아니라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기술이 국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심각한 고려를 하여

야 할 것이다.        

III. 여행 준비

1. 항공권 발권

터키 여행기간을 최종 결정한 시기가 6월이라 출

발까지 여유가 없었고, 여행기간을 휴정기인 7월

말에서 8월초 초절정 성수기로 정했기 때문에 좋

은 조건의 항공권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항

공권 구매를 담당한 정교수는 항공권 구매를 위해

항공사 홈페이지와 항공권 구매를 위한 앱3)에 모

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대입하는 노력을 다한 끝에

결국 국제선 ‘대한항공 부산-북경 왕복’, ‘터키항공

북경-이스탄불 왕복’과 터키 국내선 ‘페가수스 항

공 이스탄불-이즈마르, 카이세리-이스탄불’ 항공

권을 구매하였다. 국제선을 분리해 구매하는 방법

을 찾아 비교적 좋은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

었고 뜻하지 않았던 북경여행이라는 보너스4)까지

얻게 되었다. 

터키여행을 여유 있게 준비한다면, 직항의 경우

‘터키항공’이 비교적 저렴하고, 여행에 시간적·체

력적 여유가 있다면 1회 경유하는 중국 국적항공

사의 항공권이 8십만원 이하의 매우 저렴한 가격

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실제 여행 중 만났던 대부분

의 젊은 한국 여행자들은 중국 국적의 항공사를 이

용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었다. 

2. 숙소 예약과 음식

여행의 품격을 좌우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숙소예

약은 이번 여행이 가족이나 여성, 아이가 함께 하

는 여행이 아니라 남자들만의 여행이라 큰 어려움

은 없었다. 남자만의 여행이라고 하지만 중년의 남

자들이 젊은 친구들과 같은 도미토리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3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독

방을 찾기로 했다.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3인용 독

시
|  

수
필

|  
기

행
문

3) Sky scaner, Kayak 하나 free 등이 있다.
4) 북경은 중국에서 72시간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여행 첫날 약 15시간 가량 무비자 북경여행을 통해 798예술지구, 

이화원, 후통, 후애를 여행하였다.
5) Hotels.com, Hotelcombine, Agoda, 하나 fre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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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숙소를 찾기 위해 호텔예약 앱5)을 이용해 사용후기

를 꼼꼼히 살핀 후 숙소를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한 호

텔들은 가격에 비해 침구 상태나 아침 조식이 비교적

괜찮아 호텔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런 편이었다.       

여행을 준비할 때나 여행 중에 먹거리로 어려움을 겪

은 일은 없었다. 일행 모두 평소 식성이 좋아 외국 음

식이라고 하더라도 별달리 가리지 않는 먹성을 가졌

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접한 터키 음식이 우리 입맛

에 맞아 식사 때마다 남김없이 잘 먹었기 때문이다.

‘케밥’은 우리에게는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알려져 있

지만, 터키에서 만난 케밥은 한 접시에 고기와 함께

고기를 쌀 수 있는 빵 그리고 약간의 야채를 함께 담

아 내어놓는 엄연한 한끼의 일품요리 였다. 케밥은 주

로 양고기를 사용하지만 쇠고기와 염소고기를 사용하

기도 했다. 고기와 야채를 넣어 만든 우리나라 호떡을

닮은 ‘괴즐레메’와 터키식 아이스크림 ‘돈두루마’는 터

키 길거리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었

고 직접 오렌지를 짜서 먹는 신선한 ‘오렌지쥬스’는 물

보다 여러차례 마신 음료로 뜨거운 여름날을 이겨내

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터키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카파도키아의 괴

레메 오토갈 앞 노천에서 먹었던 ‘신라면’ 이었다. 터

키 현지인이 여러 가지 낯선 고명을 넣고도 우리 입맛

에 꼭 맞아 평생 먹었던 라면 중 세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기가 막힌 라면이었다. 

3. 환전 및 물가

터키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터키 리라’ 이다. 현지에서

유로화나 달러를 받아주는 상점이나 식당도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고, 받아 준다고 하더라도 환산 과정에

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환율을 적용 하기 때문에 손해

를 보게 된다. 대부분의 여행 지침서에는 유로화나 달

러를 준비해 가서 터키 현지에서 환율이 좋은 환전상

을 찾아 환전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도

지침에 따라 유로화와 달러를 환전해 현지에서 좋은

환전소를 찾아 환전해 사용했다. 국내 외환은행의 몇

개 지점은 터키 리라를 환전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첫날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교통비 정도의 최

소한의 비용은 미리 환전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여행에 있어 물가가 너무 비싼 여행지는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하더라도 매력이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

다. 터키의 물가는 다른 유럽지역 특히, 파리, 런던 기

타 북유럽 지역에 비하여 저렴한 편으로 대체로 우리

나라의 물가의 3/4 정도로 생각하면 적절한 것 같다.

부담스럽지 않은 터키의 물가는 터키 여행이 호평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4. 터키의 교통 

터키는 국토 면적이 넑고 여행지 간에 거리가 길어 도

시 간 이동방법은 여행일정을 짜기 위해 우선 점검되

어야 한다. 터키여행에서 도시 간 이동은 우리나라 고

속버스에 해당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고속버스는 주요도시를 연결하고, 주요 도시와 작

은 도시 사이, 작은 도시나 마을 사이의 연결은 ‘돌무

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봉고차보다 약간 큰 버스가

이용되고 있다. 고속버스와 돌무쉬는 터키 국토를 실

핏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어 터키의 가장 중요

한 대중 교통수단이다.  

버스의 터미널인 ‘오토갈’ 운영 방식이나 버스표 매표

방식은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터키의 고속버

스는 같은 구간이라도 버스회사마다 요금이나 서비스

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버스표 구매는 오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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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별 버스회사의 창구를 방문하여 조건을 보

고 구매하게 된다. 오토갈에서 버스회사 직원들이

손님을 차지하기 위해 호객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

은 우리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연상하게 해 재미있

는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또 다른 버스표 구

매 방법은 오토갈이 아니라 도시 내 거점 지역의

버스회사 에이전트를 방문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

다. 이 경우에는 버스회사들이 ‘세르비스’로 거점

지역의 에이전트 사무소에서 오토갈까지 무료 돌

무쉬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터키 고속버스나 돌무쉬에는 젊은 남자 승무원이

동승해 승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고속

버스의 남자 승무원은 우리나라 국내선 비행기보

다 훨씬 다양한 간식을 제공한다. 여자가 아닌 남

자승무원이 서빙을 담당하는 점에 의아했지만 터

키가 엄연히 무슬림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도시 간 이동의 또 다른 방법은 국내선 항공기를 이

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여행 첫날 저녁 이스탄불

에서 이즈마르까지, 7일차 저녁 카파도키아 카이

세리 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2차례 국내선 페가수

스 항공을 이용했다. 터키여행에서 국내선 항공기

의 적절한 이용은 시간적인 면이나 체력적 면에서

도 큰 도움이 된다. 이스탄불의 공항은 동쪽 유럽

지역에 주공항인 ‘이타튀르크 공항’과 서쪽 아시아

지역에 보조공항인 ‘사비하 공항’이 있는데 국제선

은 주로 이타튀르크 공항을, 국내선은 주로 사비하

공항을 이용하지만 두 공항 모두 국제선, 국내선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꼭 필요하다.    

도시 내 이동은 이스탄불의 경우 다른 나라 대도시

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트램, 노선버스, 택시를 이

용할 수 있고, 이스탄불이 아닌 작은 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트램,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노선버

스에 해당하는 돌무쉬나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

다. 우리는 이스탄불에서는 트램과 노선버스를 주

로 이용했고, 다른 도시에서는 돌무쉬를 주로 이용

했다. 카파도키아 여행 마지막 날은 넓은 관광지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해 이동을 했는

데 우리가 만난 택시기사들 대부분은 우리가 어디

서 왔는지 궁금해 했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모

두 좋아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었다.     

IV. 여행일정

여행일정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선배 여행자

들의 터키여행기 10여개 가량을  추려 이를 정독하

고, 터키 현지 교통편 자료를 찾아 우리에게 적합

한 일정을 만들었고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와 현지

투어도 선정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터키의 관광지로

는 이스탄불, 앙카라, 카파도키아, 콘야, 안탈리

야, 페티예, 이즈마르, 트로이, 보드룸 등이 있는데

터키를 여행하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시계방향

으로 이동한다. 여행일정을 만들면서 체력을 고려

해 초반에 많이 다니고 후반에 여유 있게 다닌다는

원칙,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스탄불

과 카파도키이아의 충분한 일정을 가진다는  원칙

에 따라 여행일정을 만들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최종 터키 여행일정은 이스탄불

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일정이었다. 

현지투어로는 이스탄불에서 아야소피아 성당, 블

루모스크 등 주요 유적지를 방문하며 가이드로부

터 설명을 듣는 ‘이스탄불 가이드 투어’, 페티예에

서 해발 2,000미터 상공에서 페러글라이더를 타로

내려오는 ‘페티예 페러글라이딩 투어’, 카바도키아

에서 새벽 벌룬을 타고 약 10km를 이동하는 ‘카파

도키아 벌룬투어’와 카파도키아 외곽 유적을 방문

하는 ‘그린투어’를 하기로 정했는데 대부분의 현지

투어는 매우 만족할 만 했다. 특히, 페티예 페러글

라이딩 투어는 블루라군 인근의 윌루데니즈의 산

시
|  

수
필

|  
기

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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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올라가 페러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는 투어로

이곳은 세계 3대 페러글라이더 활공장으로 알려져 있

다. 2,000미터 상공에서 페러글라이더에 몸을 맡기고

아름다운 불루라군을 감상하면서 내려오는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투어이다.   

2014년 7월 31일 - 1일차

이스탄불 이타튀르크 공항 입국 - 슐탄마흐멧 광장 - 가

이드 투어(슐탄마흐멧 광장 - 아야소피아 박물관 - 히포

드럼 - 예레바탄 사라이 - 불루모스크 - 이집션 바자르 -

갈라파 다리 - 갈라파 타워) - 사비하 공항 - 이즈마르 공

항 - 셀축 - 숙소 투숙

2014년 8월 1일 - 2일차    

숙소 - 셀축 오토갈 - 에페소 유적지 - 쉬린제 마을 - 셀

축 오토갈 - 데니즐리 오토갈 - 파묵칼레 오토갈 - 파묵

칼레 - 숙소 

2014년 8월 2일 - 3일차

숙소 - 파묵칼레 - 히에라 폴리스 - 파묵칼레 오토갈 -

데니즐리 오토갈 - 페티예 오토갈 - 페티예 해산물 시장 -

숙소 

2014년 8월 3일 - 4일차

숙소 - 윌루데니즈 - 페티예 오토갈 - 안탈리야 오토갈 -

안탈리야 - 안탈리야 오토갈 - 고속버스 

2014년 8월 4일 - 5일차 

고속버스 - 카파도키아 괴레메 오토갈 - 괴레메 야외박

물관 - 우치히사르 성채 - ATV 투어 - 괴레메 선셋 포인

트 - 숙소

2014년 8월 5일 - 6일차 

숙소 - 벨룬투어 - 그린투어(괴레메 파노라마 - 데린쿠유

지하도시 - 우흐랄라 계곡 - 피죤 계곡 - 오닉스 팩토리)

- 숙소

2014년 8월 6일 - 7일차

숙소 - 아마노스 마을 - 파샤바 - 데브런트 계곡 - 젤브

야외박물관 - 카이세리 공항 - 이스탄불 사비하 공항 -

숙소  

2014년 8월 7일 - 8일차

숙소 - 톱카프 궁전 - 고대박물관 - 동방박물관 - 페네

거리 - 위훕 슐탄 거리 - 그랜드 바자르 - 갈라파 다리 -

갈라파 타워 거리 - 숙소 

2014년 8월 8일 - 9일차

숙소 - 돌마바흐체 궁전 - 루멜리 히사르 - 보스포러스

해협 페리 - 데오도시우스 성벽 - 피에르 로띠 언덕- 위

훕 슐탄 거리 - 이타튀르크 공항  

2014년 8월 9일 - 10일차 

북경 수도 공항 - 김해공항

V. 에피소드

1. Thank you, Hatsan!!! 

여행 3일차. 머리맡에 둔 휴대폰 벨소리에 잠을 깨 시

계를 쳐다보니 새벽 5시. 다시 잠을 청해보려 누웠지

만 잠은 오지 않고 생각이 많아져 머리가 복잡해졌다.

더 자기는 틀렸다는 생각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호텔

방을 나섰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8월 새벽 공기를 마

시며 어제 파묵칼레를 오르며 보았던 인공호수를 한

바퀴 돌고 나니 하얀 목화성 파묵칼레가 나를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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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정문 입구에 있는 경비원

을 만나 개장 시간을 물어보니 정문은 8시 개장하

고 남문은 7시 개장이라 일러주었다. 남문까지는

오르막으로 3~4킬로미터의 포장도로, 이른 시간

이라 길에는 택시가 다니지 않지만 천천히 걸어 간

다하더라고 개장시간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

았다.  

방으로 돌아가 카메라와 지갑을 챙겨 들고 다시 호

텔방을 나섰다. 포장도로를 따라 얼마 오르지 못했

는데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어느 방향이 남문인지

알 수 없었다. 때마침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있어

손을 흔들어 세웠다. 머리와 수염이 희끗한 점잖은

중년의 전형적인 터키 남자, 영화 레옹의 주인공을

닮았다. 남문 방향을 일러주고는 오토바이를 뒷좌

석을 가르키며 타라고 손짓했다. 몇번 사양했는데

도 ‘노프라브럼’이라며 탑승을 권했다. 어두 컴컴한

신새벽 먼 타국 땅에서 생면부지의 터키인의 체온

을 느끼며 오토바이 뒷좌석을 얻어 타고 파묵칼레

를 향해 달리게 되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

이 벌어진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남문까지 약 10분여, 레옹을 닮은

‘하싼’과 통성명을 한 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하싼은 파묵칼레 위쪽에 있는 고대유적지 히에라

폴리스에서 발굴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

개했다. 이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나처럼 이른 시

간에 걸어서 파묵칼레를 가려는 관광객은 처음 보

았다고 한다. 남문에 도착하자 하싼은 오토바이를

남문 매표소 인근에 세우고 자기를 따라 히에라폴

리스로 가자며 앞서갔다. 이게 또 뭔일? 6시15분,

남문 개장시간도 한참이나 남아있고 매표원도 자

리에 없다. 매표소 주변에는 큰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혼자 개장시간을 기다리기도 어려울 듯했다.   

담장의 얕은 부분을 넘어 하싼을 따라 히에라폴리

스 안으로 들어 갔다. 로마의 고대유적 폐허가 드

넓게 펼쳐져 있다. 고즈넉한 히에라폴리스 유적지

를 구경하며 하싼과 함께 얼마간 가다보니 하싼이

일하는 발굴 현장에 나타났다. 철제 펜스 안은 무

너진 돌더미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발굴을 위

한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다. 하싼과 헤어

질 시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고 헤

어졌다. 땡큐 하싼!

히에라폴리스 유적지를 지나 파묵칼레 상단에 자

리를 잡고 파묵칼레를 내려다보며 앉았다. 인적은

없고 지저귀는 새소리만 들려왔다. 일출 직전 태양

빛에 주위는 연붉게 타오르고 있고 눈앞에는 하얀

파묵칼레가 몽환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태양의 고도에 따라 파묵칼레는 시시각

각 다른 모습으로 변해 더욱 놀라운 광경을 선사했

다. 혼자만의 파묵칼레 경관을 즐기고 남문 입장

시간에 맞추어 아무도 없는 파묵칼레 능선을 거닐

어 내려와 뒤돌아보니 그제서야 파묵칼레 상단에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도 파묵칼레의 아름다운 경

관을 혼자서 즐기는 행운을 누렸다는 사실이 꿈 같

이 느껴진다. 다시 한번 땡큐 하싼!!!

2. 사기

오스만은 앞머리 숱이 듬성듬성하고, 짧은 머리의

잘생긴 터키인으로 파묵칼레 오토갈에 입구에 있

는 작은 여행사 에이전트 사장이다. 전날 파묵칼레

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인 작은 오스만을 시켜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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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에서 호텔까지 승용차를 제공하더니, 파묵칼레를

떠나는 날에도 호텔에서 오토갈까지 다시 승용차를

세르비스로 내어 놓았다. 작은 오스만의 안내로 우리

는 데니즐리행 돌무쉬 표를 구하기 위해 오스만의 여

행사 에이전트 사무실을 방문했다. 오스만은 우리를

살갑게 반기며 차를 내어 오고, 나의 짧은 영어에도

눈치껏 잘 알아듣고 재미있는 농담을 걸어왔다. 오고

가는 농담과 진담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데니

즐리행 돌무쉬 표 이외에도 데니즐리에서 페티예까지

고속버스표, 안탈리아에서 카파도키아 고속버스 뿐

만 아니라 카파도키아 벨룬투어까지 예약을 마치고

돈까지 모두 지불해 버리고 말았다.  

오스만은 마지막으로 카파도키아 그린투어를 소개하

며 한국말 가이드 그린투어를 1인당 20리라를 할인해

서 영어가이드 가격에 예약해 주겠다는 고마운 제안

을 해왔다. 오스만의 고마운 제안에 우리는 거듭 땡큐

를 외쳐가며 한국말 가이드 그린투어까지 예약하게

되었다. 돌무쉬가 도착하자 오스만과의 이별이 아쉬

워 기념사진을 찍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카파도키아 그린투어는 우리가 예약한 한국말 가이드

가 아니라 터키식 영어로 진행되었고 짦은 영어능력

을 가진 우리는 가이드의 설명을 대부분 알아 듣지 못

하고 말았다. 7시간 가량 진행된 그린투어 동안 사기

를 당했다는 마음에 카파도키아의 절경을 마주하고도

기쁜 마음은 들지 않았다. 투어를 마치고 카파도키아

현지 에이전트 사무실을 찾아가 이러한 얘기를 했더

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했다. 에이전트

사장은 우리에게 파묵칼레 오스만의 연락처가 없는

것으로 알았던지, 오스만의 연락처가 있으면 자기가

연락을 해 보겠단다. 내가 오스만의 연락처를 제시하

자 자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오스만의 번호를 찾

아 곧바로 연락을 했다. 에이전트 사장의 태도로 미루

어보아 자주 있는 일이고, 둘은 이미 사전에 공모를

했음이 틀림없었다. 오스만을 바꾸어 주어 항의 하니

우리가 착각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다. 

전화를 끊고 오스만이 건내준 바우처를 보니 가이드

에 대한 기재와 그린투어 요금에 대한 기재가 없고 단

지 카파도키아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할 돈만 달랑

기재해 놓았다. 카파도키아를 떠날때까지 몇차례 문

자를 보내 항의를 했지만 우리가 착각한 것이라고 우기

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당했다.

3. 뜻밖의 선물

여행 마지막 날, 전날 저녁을 함께한 여행자에서게 소개

받은 ‘루멜리 히사르’로 가는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루멜리 히사르는 보스포러스 해협 중 폭이 가장 좁은

해협 가장자리 조그만 언덕에 있는 성채로 술탄 마호

멧 2세가 1452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 위해 단 4

개월만에 건축했다고 하는 작은 요새이다. 루멜리 히

사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용해 콘스탄티노플로 물

자를 수송하는 배들을 막기 위해 지어져 이곳을 지나

는 배들 포격을 하기 위한 용도로 지었다고 한다. 루

멜리 히사르로 가기 위해서는 트램의 종점인 카타바

쉬 역에서 22번 또는 25E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 가

량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가면 도착하게 된다. 이스

탄불 시내에서 가는 일이 다소 번거롭지만 가보면 잘

왔다고 느껴지는 경치 좋은 곳이다. 루멜리 히사르에

서 인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은 별다방이 있다

고 한다.    

카타바쉬 트램역에 내려 22번 버스를 타게 되었지만

공교롭게도 버스카드에는 충전된 돈이 없었다. 운전

기사에게 현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터키 시내버스에서

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버스기사는 익숙한 듯

운전석 뒤쪽 승객들에게 얘기하자, 하얀 백발에 콧수

염까지 하얀 노인이 자기의 버스카드를 꺼내 우리의

버스비를 계산하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

다. 노인을 따라 가 버스요금을 7리라를 건네자 손사

래를 치며 거절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국까지 와서 공짜로 버스를 타는 것은 말도 되지 않

는 일. ‘주겠다’, ‘받지 않겠다’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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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의 고집에 두손을 들고 말았다.  

노인의 호의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버스 뒷좌석에

앉아 가면서도 복잡한 마음에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았다. 차비는 받지 않는다면 선물을 주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지폐를 선물로 주기로 했다.

가지고 있던 천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고 다시 노

인에게 다가가 지폐를 건네며 짧은 영어로 ‘코리아

머니... 프레즌트.... 기프트.... 땡큐.....’ 되지도

않는 영어로 나의 뜻을 전하자, 내 뜻을 알아 들었

는지 미소를 지으며 지폐를 받아들었다. 마음이 편

해졌다. 

빈자리를 찾아 앉자 보스포러스 해협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즐기며 루멜리 히사르로 이동했다.

약 10분이 지났을까?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

려 보니 그 노인이 옆에 서있었다. 뭔가 전해주려

는 듯 손을 내밀고 있어 무심히 손을 내밀자 노인

은 자기의 묵주를 건네고 눈웃음을 던지고 버스에

서 내려가 총총히 걸어갔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

어진 일이라 거절하거나 감사인사도 하지 못하고

손에 있은 묵주를 바로보다가 멀어져가는 노인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말았다. 

VI. 마치며

아야소피아 성당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들, 갈라

타 다리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풍경, 페넬 거

리에서 만난 아이들의 천진한 눈망울, 슐탄위훕 거

리에서 폭우를 피해 이슬람 사제들과 함께 한 시

간, 페티예로 가는 길 주변의 압도적인 풍경을 배

경으로 음악과 함께하며 느꼈던 완벽한 시간, 아버

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택시기사, 폐티예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후배

여선생님, 자신들이 겪었던 정보를 제공해 준 많은

여행객들 그리고 스쳐지나가며 만났던 많은 사람

들과 풍경들...... 다시 생각해도 터키 여행은 최고

의 여행이었다.  

최근 터키 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의 IS세력의 준

동, 난민문제, 앙카라 폭발테러, 터키 국내의 불안

한 정세 등 터키여행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발생해 여행객들이 터키 여행을 선뜻 선택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된다. 여행에

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안전문제이므로 당

연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

행객들이 방문하는 터키 대부분의 여행지는 시리

아 접경지역과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의 치안은 상당히 좋

은 편이므로 남서쪽 시리아 접경 지역을 피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하루 빨리 터키

가 안정을 되찾아 여행객들이 마음 편히 터키 전역

을 자유롭게 다니며 찬란한 고대 유적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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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김재홍 변호사 청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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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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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강보람 변호사 가을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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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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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김용대 변호사 부산공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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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변호사 청사포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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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김주향 변호사 약수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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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 광안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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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배석기 변호사 바람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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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변호사 높은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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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이남열 변호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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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알바트로스
(약칭 ‘두스’)

1. 골프동호회 두스

두스는, 첫 출정을 앞둔 골프입문자, 초보골퍼, 경력 10년 미만의 골퍼들에게

부담 없고 자유로운 라운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골프 실력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변호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 창설된 골프동호회

입니다. 

2. 회원

2015. 현재 진동렬 회장 아래 총 34여명의 회원이 두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

다. 초보 골퍼들이 부담 없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호회이다보

니 회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이고, 여자회원도 11명

정도로 다수인 것이 두스만의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두스에는 초보 골퍼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파 골퍼들도 다수 있습니다.

얼마 전 두스 7월 정례회에서 생애 첫 언더를 기록한 두스의 최고 실력파 강영수

변호사, 단기간에 실력파 골퍼로 급부상한 이기웅 변호사, 80~90타의 고른 실력

을 보여주는 진동렬, 황민호 변호사, 조민주 변호사와 그 부군인 정의한 프로골

퍼(현 양정화지 티칭프로)도 자랑스럽고 고마운 두스 회원들입니다. 

얼마전 안타깝게 우리곁을 떠난 고(故) 김재원 변호사 역시 두스의 열혈 멤버였

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지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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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가. 두스는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정규 라운딩을 갖고 있습니다. 여

러 골프장을 경험해 보기 위하여 두스는 특정한 1개의 골프장이 아니라 매월 다

양한 골프장에 부킹하여 라운딩을 하고, 회원들의 주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

기 위하여 통상 오전 6~7시경부터 라운딩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하고 해산하는 방

식으로 정규 라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2015. 8. 3. 월요일 오전에는 베이사이드에서 휴정기 맞이 비정기 라운딩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연(또는 격년) 1회 해외 라운딩 또는 야간 골프 번개모임, 스

크린 골프 모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가입문의

가입을 원하는 변호사님은 언제든지 총무(박지현 : 010- 2806-6589, 고지현 :

010-6550-79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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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음악 동호회
(BACO) 

■ 소개
부산지방변호사회 음악 동호회 ‘BACO(Busan Attorney Chamber Orchestra)’

는 2014년 6월 박봉환 회장(법무법인 정인)을 중심으로, 음악을 통하여 법조인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단되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에 종사하는 43

명의 회원들이 연주단원 및 감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활동내역
정기연습  BACO는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화

요일 저녁,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정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피아노, 바

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롯, 색소폰,

오보에, 클라리넷 등 자신의 악기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합주하면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뮤직캠프  2015년 8월에는 1박 2일 간 ‘제1회

BACO 하계 뮤직캠프’를 개최하여 법조인의 일상

을 잠시 떠나 오로지 음악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

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조인이 아

닌 예술가처럼 음악에만 몰두하면서 집중연습을

하였고, 한  여름밤의 꿀 같은 달달한 추억을 만들

었습니다.

성 지 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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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활동 BACO는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하는

교류행사(일본 후쿠오카 및 중국 청도 변호사회 방문 행사) 및 정기총회에 초청

되어 공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부산지방법원의 초청을 받아 예술

법정을 위한 공연을 하였습니다(유튜브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음악동호회’로 검

색하시면 공연 실황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케스트라인 ‘In Dubio Pro Musica’의 정기연주회에 초청되어

공연하였고, 최근 부산여성변호사대회에서 초청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감상활동 BACO는 연주뿐만 아니라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

힘과 동시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음악감상실 ‘마술피리’에서의 정기적인 감

상 활동, 각종 해외 오케스트라의 공연 감상, 오페라 및 연극 관람, 콘서트 등 음악

과 관련된 행사에 함께 참석하여 음악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입문의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분이라도, 음악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

영합니다~ 일단 오십시오, 저희가 법조예술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사무총장 : 강민경(010-4178-6108)    - 총무 : 성지인(010-509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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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맑았던 하늘,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
을 들녘에는 따스한 햇볕이 고즈넉이 내려앉
고 있었다.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 문화유산
답사회원들은 올해 가을의 답사지역으로 가야
인과 신라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비사벌(比
斯伐)’ 경남 창녕을 택하였다. 창녕은 부산에
서 가까운 지역으로 평소 한 번 정도 가본 곳
이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녕
군청에서 지원 나온 우아한 여성 문화유산해

설사님의 자상한 설명을 들으면서 살펴 본 창녕은 신라의 작은 경주로서 국보와 보물 등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적과 유산을 품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석빙고, 고분군, 진흥왕 첩경비, 동 3층 석탑, 대원군 척화비, 만년교, 우포
늪 등 답사를 한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선조들의 지혜가 스며있는 석빙고

석빙고란 추운 겨울에 강에서 얼음을 채취
하여 더운 여름까지 보관하여 사용하였던 선
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얼음 창고인데, 경
주 석빙고보다 크기는 작았으며 1742년(영조
18)에 축조를 하였다고 한다. 현재 보물 310
호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유산 답사기

1600여 년 전 가야인과 
신라인의 숨결을 찾아서

김 성 수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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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야시대의 고분군

사적 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에 있는 가야시대
의 고분군으로서 원래 80기 가량의 대고분군이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6기가 산재해
있다고 한다. 송현동 고분군은 지금까지 소개된 고분의 구조와 축조기법 그리고 돌방 내
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참고하면,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축조된 창녕
지역의 유력한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이며, 이 고분군은 창녕 지역과 신라와의 관계, 일본
열도와의 교류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유물은 중간의 널받침을
중심으로 그 양단에는 짧은목항아리, 긴목항아리, 뚜껑굽다리접시, 적갈색토기 등이 놓여
있었고 널받침에는 칠기류와 철제 농·공구류, 말갖춤류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화려
했던 가야시대의 금관과 금귀걸이 등 귀중품들은 모두 오래전 도굴되어 일본으로 반출되

어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유물은 거의 없
다고 한다. 그리고 2006∼2008년 사이에
도 인접한 고분을 조사하였는데 순장된 사
람뼈 4구가 발견되어 양호한 1구를 복원
하였고 그 결과, 복원된 1구의 사람뼈는
16세 소녀의 것으로 추정되어 순장소녀
‘송현이’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
리가 방문했던 창녕박물관에는 그 기간 동
안 비사벌 특별전을 하고 있어 송현이를
볼 수 없어 무척 아쉬웠다.

3. 1500여년의 풍상을 겪은 신라 진흥왕 척경비

우리들이 중고등 학교시절 국사시간에 배운 신라시대 진흥왕 순수비 4개중의 하나를 비
로소 볼 수 있다는 가벼운 흥분 속에서 진흥왕 척경비로 향하였다. 비는 전각 속에 서 있
었는데 아담한 모습이었다. 순수비로 통
칭되기도 하지만,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에 있는 순수비처
럼 ‘순수관경(巡狩管境)’이란 말이 없고,
진흥왕이 가야의 영토 편입을 기념하고 새
점령지를 다스리는 내용과 이에 관련된 사
람들을 열거했으므로 따로 ‘척경비(拓境
碑)’라고 일컫는다고 한다. 척경비문의 첫
머리글자인 ‘신사년’이라는 글귀를 보고
신라 진흥왕 22년인 561년에 건립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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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하고 있고, 1962.12. 20. 국보 제33호로 지정되었다. 

비문의 내용은 순수의 연시, 사적, 수가인물의 3부분으로 되어 있고 인물열기는 속부·인
명·직관·직위를 표기하여 삼국시대 신라 비문의 통식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서체는 해서
체이며 앞부분이 마멸이 심하여 자획이 불분명하여 현재 전문 642자 가운데 400자 정도
가 판독되었다고 한다. 본래 화왕산 기슭에 있었던 것을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초등학
생들이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일본인 교장에게 알려 학계에 보고한 결과 진흥왕이 세운 비
로 밝혀졌고, 1924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4. 통일신라시대의 기품 있는 동 3층 석탑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서 크기와 조각기법으로 보아 불국사 석가탑과 비교
될 만한 통일신라 초기 석탑의 위풍이 있는 아름다운 탑이었다. 1965년에 해체 수리 과정
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용기가 발
견되었다고 한다. 현재 상륜부(相輪部)는
모두 없어졌으나 탑이 크고 짜임새가 장중
하며 훤칠해 기품 있게 보였다. 이 탑의 명
칭에 동(東)자를 붙인 것은 한 절터 안에 2
개의 탑이 세워져 있어서가 아니고, 창녕
군 술정리에 두 개의 탑이 있기 때문에 구
분하기 위하여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현재 국보 제34호로 지정되어 있다.

5. 외세 침범에 저항한 대원군의 척화비

창녕군 만옥정 공원내에 있는 척화비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외롭
게 서 있었다. 척화비는 대원군이 1871년 신미양요이후 조선왕조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쇄국정책을 하면서 전국 주요지역 200여군데에 세웠다고 한다. 그 내용은 ‘洋夷侵犯非戰
則 和主和賣國’(서양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것
은 곧 매국하는 것이다)으로 되어 있다.

14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으로 척화비를 보면 개화와 개명을 외면하고 이러한 비를 건
립하고 쇄국정책을 시행한 대원군과 그 당시 집권층을 비난할 수도 있으나 그 당시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오직 나라를 보전하고자 한 대원군의 시대적 고민과 우국
충정이 투영된 것으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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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지개 모양의 아름다운 만년교

영산 마을 실개천 위로 놓인 무지개 모양의 아름다운 돌다리로 조선 정조 4년(1780)에
처음 쌓은 것을 고종 29년(1892)에 다시 쌓아 놓은 것으로 실개천이 남산에서 흘러내린다
하여 ‘남천교(南川橋)’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개천 양쪽의 자연 암반을 바닥돌로 삼고 그
위에 잘 다듬어진 화강암 석재를 층층이 쌓아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이루고 있다. 그
위로는 둥글둥글한 자연석을 쌓아 올리고 맨 위에 얇게 흙을 깔아 다리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노면은 곡선을 그리며 양 끝을 길게 늘이고 있어 다리의 분
위기를 한결 아늑하게 해준다. 조선 후기 홍예교의 축조기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
물이라고 한다. 창녕은 나의 아버님이 일제 강점기시절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창녕군 계성
국민학교의 교사로 처음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어머님과 신혼시절을 보내신 곳으로서 어
머님이 만년교 돌다리를 걸어 다녔다는 추억을 여러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 남다른 감회
를 느낄 수 있었다.

7.  1억년 이상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

우리 문화유적 답사회원들이 마지막으
로 답사한 곳은 1억 4,000여년전의 원시
적 신비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우포늪이었
다. 약 70여만평 면적의  국내 최대의 자
연늪으로서 수많은 물풀들이 고개를 내밀
고 있는 생태박물관이다. 우포늪은 모두 4
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포', '나무벌
목포', '모래펄 사지포' 그리고 '쪽지벌'로
구분된다. 우리들은 우포늪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하
였는데 멀리서 백로와 왜가리 등 각종 이름 모를 새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오르고 있어
한 폭의 평화로운 전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해 질 녁 또는 해뜨기 직전 물안개가 피어오르
는 우포늪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언젠가 우포늪을 다시 한 번 방문하
리라 기대해 보았다.

그날 우리 답사회원들은 창녕의 놀라운 문화유산과 추억을 눈과 마음속에 담고 답사를
마치면서 부산으로 향하였다. 그날 참여한 답사회원들은 다음과 같다(조진제 회장, 신용
수 총무, 이인수, 송문일, 박근수, 김철기, 한기춘, 최병주, 이세영, 정창환, 이덕욱, 박준
석, 김성수, 기경석, 이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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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권 변호사

부산 변호사 독서모임

부변서가

2015. 2. 선정도서

[서평]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배르벨 바르데츠키 지음/ 두행숙 옮김/ 걷는나무

마흔을 넘긴 지 이미 오래다. 마흔을 불혹이라고 한다. 불혹은 의심이 없다.
불혹은 마음이 평온하다. 난 마흔을 넘겼는데 불혹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만 늘
어난다. 불혹은 커녕 유혹에 자꾸 눈길이 간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 가끔 불
안하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불안의 원인은 3가지다. 그것은
돈·건강·사람 관계다. 돈이 없으면 남을 부러워한다. 부러우면 지는거다. 그래
서 돈을 벌고 싶다. 아프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외로운 삶

은 싫어. 그래서 사람과 잘 어울리고 싶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와 다르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 때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만일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그 때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책을 펼쳐보자.
저자는 말한다. ‘자신의 상처에 죄책감과 분노를 얹어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만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때 이 책에서 저자가 한 말을 떠 올려보
자. ‘난 상처받는 그 말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선물에 관하여 설법을 하였다. 2,600년전 인도의 어느 마을. 석가모니는 탁발을 하려고
어떤 집에 이르렀다. 그 집 주인은 구걸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놓고 욕설을 했다. 석가
모니는 빙긋이 웃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웃는 이유를 물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손님이 그대를 찾아와 때론 선물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소” 

“그대가 손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내 것이 되겠지” 

“만일 그대가 손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건 선물을 가져온 손님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 나에게 욕설을 선물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주인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 마광수 교수의 강의를 즐겨 들었다. 마교수는 야한 여자를 좋아했다. 늘 장미
여관으로 가자고 외쳤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내였다. 늘 ‘사랑받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다. 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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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은 아이가 있었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자신을 열등감이라고 불렀다. 열등감은 진정한 자신의 모
습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한다. 

상처받은 아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자는 말한다. ‘당신을 탓하지 말라. 당신은 남과 다르다.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도 당신을 사랑하리라’고. 

68년 파리는 작은 혁명이 있었다. 혁명의 모토는 ‘우리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였다. 우리는 거부
해야 한다. 내게 상처 주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두려움 없이 가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또한 당신 자신
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하니까’ 

2015. 3. 선정도서

당신이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
니면 물려주지 않을 것인가. 홍콩 영화배우 성룡은 2008년 자신의 전 재산인
3,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유능하면 유산이 필요 없을 것이고, 거꾸로 아
들이 무능하면 유산을 탕진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니나 왕은 홍콩 부동산 갑부였다. 1990년 그 남편이 납치된 뒤 생사가 확인
되지 않았다. 법원은 남편에 대해 사망을 선고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상속권

을 주장하고 나섰다. 니나 왕은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했다. 그녀는 2007년 세상을 떠났다. 그리
고 재산 16조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그런데 난데없이 애인이라는 남자가 나타
나 다른 유언장을 내놓으며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情夫)와 자선단체가 맞붙었다.
2011년 봄 법원은 자선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유언장은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해결하는 예방약이다. 자필 유언장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필 유언
장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줄 증인이 없다면 오히려 다툼을 부를 수 있다. 존 그리샴은 ❮속죄
나무❯에서 분쟁을 촉발하는 한 장의 자필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살한 노인이 죽기 전에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엔 ‘유산의 90%를 가정부 에게, 5%를 동생에게, 5%를
교회에 주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자식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 유산의 규모는 약 2,400만달
러. 하지만 1년전 작성된 유언장엔 ‘재산 전부를 자녀와 손주에게 상속한다’고 돼있었다. 

거액의 유산을 둘러싸고, 가정부와 자식 사이에 유언 소송이 벌어진다. 소송의 쟁점은 과연 자필 유
언장이 유효한가이다. 노인은 폐암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있었다. 항암제 때문에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가정부와 육체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 가정부는 나이 많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고용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는 자필유언장을 쓰게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자식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자
료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유언 소송이라는 소재는 너무나 평범하다. 사실 존 그리샴의 소설 속 유언 소송보다 실제로

[서평]  속죄나무(Sycamore Row)
존 그리샴 지음  / 안종설 옮김 / 문학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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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던 니나 왕의 유언 소송이 훨씬 더 재미있다. 소설은 실화보다 더 재미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존 그리샴의 상상력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듯하다.   

존 그리샴도 유언 소송만으로는 스토리 전개가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종 문제를
등장시킨다.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긴 하다. 유산의 90%를 상속받는 가
정부는 ‘흑인’이다. 게다가 유언 소송은 배심원을 앞에 두고 벌어진다. 포드 카운티는 인구의 74%가 백
인이다. 존 그리샴은 이 소설의 뼈대를 한 마디로 요약해 놓았다. 

‘미시시피에서는 모든 사건이 인종 문제야. 한 흑인 여자가 포드 카운티 유사 이래 제일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결정은 전적으로 배심원단의 몫이야. 압도적으로 백인 수가 많
은 배심원단이지. 이건 돈 문제와 인종 문제가 한데 얽힌 사건이야’ 

존 그리샴은 유산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과 인종 갈등에서 초래된 상처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법정
을 무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눈치 빠른 독자라면 유언 소송의 열쇠는 인간의 탐욕보다 인
종 갈등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백인인 부자 노인은 ‘왜’ 흑인 가정부 여인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했을
까. 60년전 노인의 아버지가 가정부의 할아버지에게 린치를 가했다. ‘시커모어 나무’에 밧줄을 걸고 흑
인의 목을 감아 죽였다. 흑인 소유의 땅을 빼앗고, 그 가족을 쫓아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노인은
가정부가 그 흑인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속죄하고 싶었다. 흑인 가정부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시커모어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 

이 소설의 원제는 ❮Sycamore Row❯이다. 시커모어 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곳이라는 말이다. 당신이
이 소설을 읽으며 시커모어 나무가 무언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복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소
설을 읽어내는 훌륭한 감성 근육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번역자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힌트를 주었다. 한
국어 제목을 ‘속죄나무’라고 지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9일 하나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있는 ‘시그마 알파 엡실
론’(SAE)이라는 사교클럽 회원들을 촬영한 것이었다. 동영상 속 회원들은 함께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니그로(흑인을 비하하는 말)는 절대로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 흑인을 나무에 매달 순 있지만 우리
클럽에 들어오게 할 순 없어’ 백인에게 흑인은 아직도 나무에 매달 수 있는 별종(別種)에 불과한 존재이
다. 그래서 시커모어 나무를 바라보는 흑인의 눈동자는 지금도 저렇게 슬퍼 보인다.

2015. 4. 선정도서

정치평론가 이철희가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계에 3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그것은 박근혜의 창조경제, 김정은의 생각, 그리고 안
철수의 새정치이다’ 어떤 이름을 내걸었으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하지만 말한 사람을 빼고 구체적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철희는 이름만 있을 뿐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풍자했다.

[서평] 비즈니스 인문학
조승연 지음/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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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는 무엇인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창의’는 무엇인가.
새로운 의견을 생각하여 내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은 무엇인가. ‘글쎄, 영감(靈感)이 떠오르는 것 아니
겠어’ 참 모호한 답변이다. 그럼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그 질문에 화가 척 클로스는 이렇게 답했다. “영감？ 영감은 아마추어들이나 찾는 것이죠. 우리 ‘프로
들’은 그냥 작업실에 일하러 갑니다. 꾸준히 작업을 하는 행동 자체에서 무엇인가가 자라나기를 기다립
니다. ‘아이디어’는 이것저것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영감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프랑스 시인 알퐁스 드 라마르틴은 자신이 천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시집을 팔았다. ‘갑자기 하늘에
쓰여 있는 시구가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후 발견된 유품에서 같은 시를 수백 번 수정한
노트가 나왔다. 라마르틴은 쓰고 또 쓰고 고쳐 썼다. 그것을 갑자기 떠오른 영감이라고 사기를 쳤다. 절
대로 ‘문득’ 나오는 것은 없다. 

초승달 모양의 빵을 ‘크루아상(croissant)’이라고 부른다. 초승달이 ‘자라면’ 반달이 되고, 반달이 ‘자
라면’ 보름달이 되기 때문이다. 음악 용어로 ‘점점 세게’를 ‘크레센도(crescendo)’라고 표기한다. 소리가
점점 커져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 창의성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도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다. 스위치
를 켜면 단숨에 켜지는 전구가 아니다.

창의력은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구상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먼저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탈리아에선 ‘연마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즉 ‘조합’을
아르테(arte)라고 불렀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티스트(artist)’였다. 아티스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즉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말이다. 

‘artist’는 라틴어 ‘ars’에서 나왔다. ‘ars’는 그냥 ‘일’을 뜻했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Ars Lunga Vita
Brevis’라는 명언을 남겼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번역이다. 제대로 번
역하면 ‘일 하나 똑바로 배우려면 평생 해도 모자란다’이다. 일 하나 똑바로 배우려면 수많은 실수와 실
패와 바탕으로 아주 느린 과정에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는 문득 잠에서 깨
어나 순식간에 ‘예스터데이(Yesterday)’를 작곡했다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작곡 경험과 ‘감’과 ‘촉’을 통하여 탄생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창의성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문화를 일컫는 ‘컬쳐(Culture)’도 사촌간이다. ‘크리에이
티브(creative)’라는 말은 ‘밭을 갈아 곡식을 길러낸다’는 의미다. ‘컬쳐(culture)’도 ‘마음의 밭을 갈다’라
는 뜻이다.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
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음의 밭을 갈고 다듬어 놓은 사람은 경험과 지
식이라는 씨에서 창의성이라는 곡식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놀랍다.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아티스트(artist)’와 ‘컬쳐(culture)’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조
승연은 〈비즈니스 인문학〉에서 언어에 담겨있는 의미와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놓았다. 단어 하나하나마
다 생각의 힘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내가 가끔씩 생각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던 ‘왜 그럴까’라는 의문들
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 책은 마치 문자에 얽힌 비밀을 풀어내는 추리소설과 같은 매력을 갖고
있다. 읽을수록 궁금했던 의문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 책은 〈문자추리 인문학〉으로 불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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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바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울림을 준다. 우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The winner takes it all). 패배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승자 옆에 서 있다
(Lo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간발의 차이로 우승하지 못한 패
배자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패배자, ‘루저’는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를 키우고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린다.

우리 시대는 지금 ‘긍정의 힘’이 과잉되고 있다. ‘난 할 수 있어’(I can do it).
‘지금 당장 해봐’(Just do it right now).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긍정의 과잉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강요한다. 우리는 성과를 내기 위하여 매일 매일 피로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위너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루저는 주저앉는다. 자신의 내부에서 부풀어 오른 피로가 터져버리
는 것을 느낀다. 피로의 폭발은 폭력화되어 자신을 벼랑에서 밀어버린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규정했다. 우리 시대는 긍정성의 과잉
에 기댄 ‘성과사회’이자 우울증이 다스리는 ‘피로사회’다. 그렇다면 무작정 활동적인 피로 과잉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깊은 심심함’과 ‘돌이켜 생각함’을 통한 사색적 삶의 부활을 제안한다. 

요즘 심심할 틈이 없다. 네이버에 접속하면 뉴스와 정보와 지식의 바다에 풍덩 빠질 수 있다. 글과 지
식이 넘쳐흐른다. 하지만 그냥 읽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머리는 제대
로 움직이지 않는다. ‘검색만 있고 사색이 없다’는 유행어를 떠올리게 한다. 

사색을 하려면 심심해야 한다. 심심하려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쉬어
야 한다. 오감이 쉬어야 사색을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사색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
야 한다. 난 주말이 있는 삶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가급적 주말 골프를 치지 않는다. 주말 결혼식도 잘
가지 않는다. 그저 푹신한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며 심심함을 달래줄 책 한 권을 읽고 싶을 뿐이다. 

책을 읽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배움의 속도는 처음에는 느리다. 배웠으면 익혀야 한다. 익히려면 외
워야 한다. 그것이 학습(學習)이다. 자꾸 배우고 익히다 보면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물어보아야 한
다. 배우고 묻는 것이 학문(學問)이다. 배움의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

책을 읽는 것은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독자와 작가의 상호 작용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쌍방향이란 질문과 대답을 말한다. 독자는 작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해야 한다. 질문과 대답의
상호 작용 속에서 무언가를 알게 된다.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이 지행합일(知行合一)이
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고 있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나의 삶과 세상에 대한 태
도, 즉 애티튜드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것은 낯선 것과 만나는 것이다. 늘 익숙한 것을 만나면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난
책을 읽을 때 공책과 연필을 준비한다. 저자의 새로운 생각을 먼저 공책에 그대로 베낀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덧붙인다. 베낀 생각과 나의 생각을 조립하여 다시 생각을 재구성한다. 책
을 다 읽으면 대부분 남에게 주거나 버린다. 책은 책꽂이에 꽂혀있는 것보다 남에게 다시 읽혀야 한다
고 생각한다. 지식은 유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책의 존재 가치다. 

하지만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타인과 사랑을 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책을 읽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보다 책을 어떻게 더 잘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책을 더 잘 읽
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느리게 읽기〉라는 바로 이 책을 펼쳐보자. 더 잘 읽는다는 것은 더 천

[서평] 느리게 읽기 
데이비드 미킥스 지음/ 이영아 옮김 / 이마

?1-제33호 시수필 185-335_레이아웃 1  16. 1. 15.  오?  12:00  페이지 324



a reading club
THE 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325

천히 읽는다는 뜻이다. 속도를 늦추어 느리게 읽어야 한다. 온 마음을 쏟아 천천히 몰입하여 섬세하고
자세히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 읽다보면 글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끔 소리 내어 읽으며 암기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느리게 읽기’의 독서법이다.

난 무작정 책을 느리게 읽지 않는다. 때론 빠르게 읽기도 한다. 어떨 땐 대충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기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읽으려면 느리게 읽어야 한다. 글의 의미가 보일 것이다. 나의 생각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난 〈느리게 읽기〉라는 이 책을,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읽어 보고 있다.

2015. 6. 선정도서

그리스에 자유인이 있었다. 그는 어디에도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이
렇게 외쳤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 나는 자유다.” 그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였다.
지금 그를 만날 순 없다. 크레타 섬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
고 자라고 활동하고 묻혀있는 공간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와 함께 살
았던 바람과 공기를 느낄 수 있다. 함정임은 소설과 시를 쓴다.〈먹다. 사랑하
다. 떠나다〉라는 여행기도 적었다. 저자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책’이라고 말
한다. 이 책은 저자가 ‘문학’을 찾아 떠나는 여행기이다. 이 책을 통하여 카잔차

키스의 그리스를 넘어 카프카의 프라하, 예이츠의 아일랜드, 폴 오스터의 뉴욕, 헤밍웨이의 아바나 등
을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카타리나행 기차를 탔다. 배웅나온 연인은 연신 손을 흔들며 ‘꼭 돌아오라’고 말한
다. 8시가 되었다. 기차는 플랫폼에서 점점 멀어진다.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떠나는
연인도 따라 웃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울고 있다. 가슴으로 슬프게 울고 있다. 서로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터로 떠나고 있었다.
그 위로 노래 한 곡이 흐르고 있다. ‘카타리나행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그리스 국민가수 마리아 파란투
리의 허스키한 저음에 내 마음을 싣는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역사’와 ‘음악’을 찾아 떠나는 여행기이기
도 하다.  

지중해는 파랑의 절정이다. 절대 블루다. 영원의 순수 파랑이다. 지독하게 푸르다. 프랑스 시인 폴 발
레리처럼 포도주 몇 방울을 바다에 흘려본다. 포도주는 이내 사라진다. 곧이어 포도주에 취한 물결이
일렁거리며 나를 덮쳐온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 모랫바닥에 누워 눈을 뜨고 태양을 바라본다. 하늘이
하얗다. 태양은 너무 강해 모든 것을 본성만 남기고 하얗게 변화시킨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흔들리는
녹색 나무가 아른거린다. 올리브 열매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다. 때론 바람에 흔들리며 바다내음을 조금
씩 품고 있다. 손가락으로 와인 식초에 절인 올리브 한 알을 입안에 넣었다. 지그시 눌러 씹어 본다. 신
맛과 단맛이 동시에 터진다. 너무 행복하다. 햇살이 너무 따갑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해변에
누워 잠시 잠들고 싶다. 이 책을 읽다보면 ‘힐링’을 찾아 떠나는 휴식의 기록이고, ‘음식’을 찾아 떠나는
탐험기이기도 하다. 

여행은 낯선 것과의 조우다. 여행은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서평] 먹다, 사랑하다, 떠나다
함정임 지음/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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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선정도서

노인 전성시대가 왔다. 노인(老人)은 늙은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다. 노인을
할아버지의 경상도 사투리인 할배로 바꾸어 보자. 이제 ‘할배’ 전성시대가 왔
다. ‘꽃보다 할배’에 출연한 배우 이순재는 여든을 넘겼다. 할배들은 팔팔하다.
제일 젊은 배우 백일섭만 바닥에 주저앉고 힘없이 휘적휘적 걷는다. 사실 백일
섭도 일흔을 넘겼다. 할배들이 세상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TV 프로
그램 역사상 팔순을 넘긴 할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해외여행을 소재로 긴
이야기를 펼친 사례는 없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도 할배다. 하지만 ‘꽃할배’보다 나이가 더 많다. 무려 100세가 넘었다. 내가 읽은 소
설 주인공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이 할배도 ‘꽃할배’만큼 팔팔하다. 그런데 양로원에서 살고 있다. 양로
원 생활은 따뜻하고 편안하다. 하지만 지루하고 답답하다. 양로원 창문을 바라본다. 양로원 창문 안쪽
은 예상할 수 있는 ‘현실’이 일어난다. 창문 너머는 때론 위험하지만 재미있는 ‘모험’이 펼쳐질 것 같다.
100세 할배는 현실을 거부했다. 모험을 선택했다. 할배는 양로원 창문을 넘어 도망쳤다. 이 소설은 나
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도 지루한 요람을 좋아하나요, 재미있는 바이킹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이 소
설은 주인공 알란 할배가 창문을 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할배 자신의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어가고, 그 사이로 젊은 알란의 삶을 회고한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재미있게 사는 거지”. 이 할배 알란은 행동하기 전에 그다지 오래 생각하는 타
입이 아니었다. 또한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성격도 아니었다. 남의 일, 특히 종교나 정치 또는
이념에 관심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종교와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을, 그
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성격도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
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늘 웃으며 삶을 즐겼다. 유쾌하고 가볍고 행복했다. 길 위에서 행
복하게 죽는 삶을 꿈꿨다.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누워 잘 수 있는 침대와 세끼 밥과
할 일, 그리고 이따금 목을 축일 수 있는 술 한 잔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알란 할배는 ‘인생에서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걱정이나 불안 같은 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알란 할배의 인생에 심
각한 구석은 거의 없다. 오히려 코믹한 대화가 소설 속에 넘친다. 그렇다. “결과를 예측해 본들, 별로 소
용이 없다”, “주어진 삶을 최대한 받아들이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 

알란 할배는 정치나 이념, 종교에 관심이 전혀 없다. 오직 한 가지만 잘 알고, 잘 할 뿐이다. 바로 ‘폭
탄’이다. 폭탄을 만들고, 폭발시키는 일이다. 10대때 폭탄 실험을 하다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을
죽였다. 똘아이 유전자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확신범 의사에게 ‘거세’를 당했다. 20대때 스페인 내전

[서평]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지음 / 임호경 옮김 / 열린 책들

다. 훌쩍 떠나는 것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 여행은 끝없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길
이 끝나면 잠시 머물면 된다. 끝난 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면 여행을 다시 시작한다. 저 너머 어딘
가에 더 좋은 것이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남의 여행일 뿐이다. 여행 책
을 너무 많이 읽으면, 불안은 줄어들지만 실상은 멀어진다. 그냥 짐을 꾸리자.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생각하는 ‘여행을 잘 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을 지금 만드는 것이다.
‘그냥 떠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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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가했다. 다리 아래에 폭탄을 설치했다. 때마침 다리를 건너던 군인들이 있었다. 사람을 다치게 하
고 싶진 않았다. ‘오지말라’고 손짓을 하다가 폭탄이 터졌다. 프랑코 장군의 목숨을 구했다. 젊은 알란은
프랑코의 친구가 되었다. 30대때 미국으로 건너갔다. 폭탄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핵폭탄 연구소에서 일
했다. 하지만 연구원이 아니었다. 커피를 나르는 웨이터였다. 핵폭탄 개발은 지지부진했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그 때 알란은 핵의 융합과 폭발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했다. 마침 그 곳을 방문한
트루만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알란은 ‘폭탄’ 말고 잘 하는 게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인
물이 되었다. 요즘 같은 번잡한 세상에 ‘한 가지만 잘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소
설은 내게 말한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자”. 

2015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내 뜻대로 살 걸, 둘째 일
좀 덜할 걸, 셋째 화 좀 더 낼 걸, 넷째 친구들 챙길 걸, 다섯째 도전하면서 살 걸이다. 알란 할배는 양로
원 창문을 넘어 모험을 선택했다. 돈과 친구를 싣고 발리로 날아갔다. 그 곳에서 만난 아만다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 때 깨달았다. 1925년 8월의 어느 날 자신에게 메스를 휘두른 의사가 약간의 실수를 범했
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해피엔딩의 종결자다. 소설은 김영
하 작가의 말처럼, 실패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나이를 먹는다. 먹으면 늙어가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간 더 늙
어갈 것이다. 늙는다고 죽을 때를 알 순 없다. 인생, 그것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 그냥
재미있게 사는 거다. 걱정 말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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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로스쿨 출범과 변호사 2만명시대! 

넘쳐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생존의 전략을 찾아나가야 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

은 전문화를 통한 특화전략이다. 

그런데 전문화를 하려면 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사법고시 준비과정이나 사

법연수원의 교육커리큘럼, 로스쿨의 교육과정이나 신사법시험의 준비과정속에서 전문적인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하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들은, 학

부나 직장에서 의료, 건설, 금융, 해상 등의 실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소수의 변호사들 뿐이고, 대부분의 새내기 변호사들은 전문화에 대한 고민보다는 ‘과

정이수’와 ‘시험합격’이라는 대명제만을 수행해 내기도 벅찬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전문분야연구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

문분야 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 헌법, 의료법,

게임법, 환경법, 도산관련법, 건설관계법, 해상법 등 전문분야 연구회 설립을 인큐베이팅하며, 연

구회의 설립과 연구활동을 독려하였고, 그 결과로 19개의 전문분야 연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의 발족과 활동내역

필자는 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전력을 살려보고,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의 일원으

로서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염정욱 변호사

[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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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 ]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에 등록하신 변호사님들의 면면을 보니, 새내기 변호사들과 5년차 이하

의 청년변호사들도 다수 있었지만, 경력이 풍부하고 능력이 출중하신 고참 변호사님들도 다수

계셨다. 내심으로 쾌재를 부르며 고참 변호사님들 중 한분을 회장으로 모시고, 필자는 간사를 맡

아 연구회를 운영하자고 의도했다. 

그런데.. 그런 필자의 내심이 들켰는지, 건설관계법실무연구회 발기인 모임 당일 고참 변호사님

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으셨다. 이런 낭패가...

박보영 변호사의 추천으로 필자가 회장이 되고, 이성문변호사, 박보영변호사가 간사로 선출되

어, 집행부 구성은 마쳤다. 

이제 어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서울중앙

지법,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랫동안 건설전담재판부를 맡았던 윤재윤 변호사님의 [건설분쟁관계

법]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어, 우선 1차로 위 책을 강독하며 연구회 구성원들의 건설관계소송 기

본 지식을 배양해 나가기로 하였고, 2차로는 건설관계소송의 전문지식을 배양하는 순서로서, 법

관 연수자료, 변호사 연수자료 중 건설관련 연수자료를 강독하고, 이론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현장 체험을 통해 보충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2015년 4월 17일 제1회 강습회 날이었다. 

첫 번째 강사로 윤석종 변호사가 낙점되었다. 윤변호사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

서 근무하다 로스쿨에 진학한 이력이 있었기에 강습회의 첫강사로서 제격이었다. 윤변호사는 다

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였음에도, 파워포인트 자료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건설현장의 실

제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강의를 하였다. 스타트가 좋았고, 회원들의 반응도 좋았다. 

그 이후 매월 셋째주 금요일 11시경 모여,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윤재윤 변호사의 저서 [건설분쟁

관계법]을 7회에 나누어 강독하기로 하였는데,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지방재판, 바쁜 상담일정

등으로 인해 강독회의 참석률이 점점 낮아져 갔다. 아쉬운 부분이었다. 

지난 10월 23일 금요일 제7회 강습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1차 교과서 강독과정을 마쳤고, 건설관

계법 실무연구회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다. 낮아져 가는 실무연구

회 참여율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하니, 간사인 이성문 변호사는 오히려 담담한 태도로 ‘42명의 참

부산지방변호사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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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청자들을 끝까지 모두 이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진성회원들과 계

속 연구회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 연구회의 내실이 다져질 것이고,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

이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맞는 말이다. 필요가 있어야 참여할 것이고, 필요하더라도 여유와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인 참여

가 가능한데, 그러한 전제조건들은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집행

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애시당초 아니었다.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공,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

과 진행 등 기본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참여해 달라는 읍소로 연구회의 효과적인

운영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3. 맺으며

건축과정에서 소송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토지매입과정, 건설회사 ` 설계회사 ` 감리인 ` 하수

급 건설사들과의 계약과정, 건축공사 진행과정,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공사방해, 건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담당 행정청과의 분쟁,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분쟁 등 파생되는 소

송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송사에 휘말려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해 본 대부분의 건축관계자들은,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건축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니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하곤한다. 

적어도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의 회원 변호사님들은 건축관계자들의 하소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닐까.. 라고

자위해본다. 

간사인 이성문, 박보영 변호사,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고 매번 실무경험을 알려주는 박명수 변호

사가 없었더라면 실무연구회는 1년동안 지속적인 유지가 힘들었을 것이다. 젊고 능력있는 변호

사님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있기에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는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

이라고 믿는다. 

[ 건설관계법 실무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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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의료법연구회

부산의료법연구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의료인 등 외부 회원과 함께 전문분야

인 의료법을 연구하고 의료사건 소송능력을 제고하고자 2015년에 창설된 전문연구회이다. 

2. 활동

가. 회원 현황

현재 권기우 회장님과 50여 명의 변호사, 현직 의사, 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의료법, 관련 중요 판례 등을 연구

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의료인들이 위축된 진료를 하거나 불의의 손해배상

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최종적으로 의료 관련 사회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이바지하고

자 노력한다. 

나. 정기 세미나

의료법연구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 정기 세미나를 갖고 있다. 발표자는 관련 서적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참가 회원 간에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2시간 정도의 세미나를 진행하

며, 세미나를 마친 뒤에는 간단하게 뒤풀이를 하면서 세미나 중에 못다 한 토론이나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   

[ 의료법연구회 ]

최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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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5. 18. 부산의료법연구회 제2회 세미나 모습

▲ 세미나 뒤풀이

▲ 내과 전문의 박문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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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총 여덟 번의 세미나를 통하여 15가지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정한 의료법 관련 중요서적을 함께 완독하였다. 

특히, 내과 전문의 박문환 원장님이 매번 세미나 때마다 참석하여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

과 의료사건을 바라보는 의료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신다. 

다. 발제위원회의 구성

부산의료법연구회는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2016년부터는 의료사건 관련 대법

원 판례 등을 수집하고 세미나에서 발표할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발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발제위원회는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권기우, 권인칠, 김상근, 강민경 회원이 구성원이 되었고,

교과서 숙독과 기초 의료지식 습득단계에서 벗어나 발제위원회가 선정한 내용을 기초로 의료법

관련 사례를 함께 연구할 것이다. 

라. 향후 계획

2016년도부터 의료법 세미나는 두 달에 한 번씩 격월제로 개최하여 대법원 판례, 회원들이 직접

처리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신입 회원을 모집하여 격월로 기본서

숙독을 위한 세미나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외부 강사로서 의료법 전담 재판부 판사와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의 의사 등

을 초빙하여 소송에 필요한 지식을 고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의료 관련

사건, 저소득층 등 약자에 대해 소송구조 등의 일도 수행할 계획이다. 

3. 가입 문의

의료법연구회는 특별한 의료지식이 없어도 누구라도 관심만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연락처 간사(권인칠: 010-7765-0001) 

총무(최아영: 010-2223-0731)

[ 의료법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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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와 진화론에 대하여

1. 시작하며

나는 몇 년 전에 모 종교단체의 여성 신도(의뢰인)가 그 단체의 성직자로부터 성폭행당한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었다. 의뢰인은 해당 성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성

직자는 성행위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행의 증거로 남성의 정액이 묻은 자신의 팬티를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DNA 검사 결과 팬티에 묻은 물질은 남성의 정액이고, 그 성직자의 것일 확률이 99.99%로 판명

되었다. 상대방은 그동안 성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오던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고 주

장하였다. DNA 검사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진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1)2). 여기서 DNA

란 무엇인가? DNA의 구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마다 왜 DNA가 다를까? 침팬지와 인류의

DNA는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등의 의문이 생기지 않는가? 

나는 변론을 해서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은 깨끗이 접어 두고 살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책방에 들렀다가 『DNA : 생명의 비밀』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약

관 25세의 나이에 DNA 구조를 밝혀 낸 제임스 왓슨3)이라는 과학자였다. 

DNA는 Deoxyribo-Nucleic Acid(디옥시리보 핵산)의 약어이고, 핵산(核酸)의 일종으로 ‘세포의 핵 안에서 생물

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다’라는 정도는 알겠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많고 사

안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 법조인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사건을 발생

한 시간 순서로 놓아 보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건 발생 순서대로 DNA와 관련된 과학적 발견 등을 확인하면

서 인류가 우리 자신의 DNA를 인식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오직 DNA 및

변호사 변 영 철

1) 미국의 지적장애를 가진 이복형제가 강간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30년간 억울하게 복역하다 2014년 9월 2일 무죄 방면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로브
슨 카운티 법원은 헨리 리 맥컬럼(50)과 리언 브라운(46)이 1983년 사브리나 부이(당시 11세)를 강간한 뒤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DNA 검
사 결과 확인됐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아시아투데이 2014. 9. 3.

2) 야르보우 등은 1992년 야르보우의 엄마(당시 40세)와 여동생(12세), 그리고 동생의 동갑 친구를 전기선 등으로 목 졸라 죽인 혐의로 붙잡혔다. 10대 청
소년이던 이들은 검찰의 강압 끝에 허위자백을 했고 야르보우는 75년형, 윌슨은 최소 9년〜종신형(9년 이후 가석방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
러나 검찰은 2013년 야르보우 엄마의 손톱 밑에서 추출한 DNA가 1999년 브루클린에서 벌어진 다른 강간·살인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
했다. 브루클린 검찰은 "이 새로운 증거가 당시에도 있었다면, 아마 배심원들은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연
합뉴스 2014. 2. 7.

3) 제임스 듀이 왓슨 (James Dewey Watson, 1928. 4. 6.~ )은 프랜시스 크릭과 함께 1953년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분
자 생물학자, 유전학자, 동물학자이다. 이 업적으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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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와 관련된 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쓴다.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써보아야만 그 사건이 제대로 이해되

는 것처럼, DNA에 대한 글을 써보아야 DNA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겠는가! 술자리나 모임에서 DNA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인내를 갖고 일독하기를 권한다. DNA와 관련된 모든 글에서 언제나 처

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멘델과 그의 ‘완두콩들’이다. 

2. DNA 연구의역사

가. 멘델의 완두콩 실험

오스트리아의 수도사 그레고어 멘델은 1856년4)부터 수도원의 작은 정원에서 완두콩을 오랫동안 자가수분하

여(예를 들어, 흰꽃은 흰꽃끼리만, 붉은 꽃은 붉은 꽃끼리만 지속적으로 교배시켜 순종을 만든 것임), 특정한

유전형질이 고정된 순종을 얻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유전형질을 선택하여 이를 잡종 교배할 경우

자식 세대에 발현되는 형질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였다. 그가 7년간 교배 실험을 하여 재배한 완두콩은

29,000여 개였다.

[멘델이 선택한, 완두콩의 일곱 가지 대립형질]

1. 콩의 껍질 - 매끄러운 회색 / 주름잡힌 흰색

2. 콩 속의 색 - 노란색 / 녹색

3. 꽃의 색 - 흰색 / 붉은색

4. 콩깍지의 모양 - 매끈한 깍지 / 주름잡힌 깍지.

5. 콩깍지의 색 - 노란색 / 녹색

6. 꽃 피는 자리 - 가지 사이 / 꼭대기

7. 줄기 크기 - 큼 / 작음

부산지방변호사회•339

4)  찰스 다원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시기는 1859년이므로, 그 전에 완두콩 실험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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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델은 위의 7가지 대립형질을 잡종 교배하였을 때 자식 세대에서 나타나는 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순종 간

의 교배에서 바로 다음의 자식은 모두 대립 형질5) 중 한 가지의 특징만을 보였으며, 이를 다시 자가 수분하여

얻은 제2세대에서는 대립형질의 발현 빈도가 일정한 비율을 이루었다. 

P - 순종인 부모 세대 (붉은 꽃 / 흰 꽃)

F1- 잡종 1세대 (모두 붉은 꽃)

F2- 잡종 2세대 (붉은 꽃 : 흰 꽃 = 3:1)

즉, 꽃의 색깔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수 세대에 걸쳐 붉은 꽃 또는 흰 꽃만을 피우

는 것이 확인된 순종 부모 세대를 교배한다. 자식 제

1세대인 F1은 모두 붉은 꽃이 핀다. 이로써 붉은 꽃

을 피우는 유전형질이 흰 꽃을 피우는 유전형질에

비해 우성dominant임을 알 수 있다(우열의 법칙). 한

편, F1끼리 다시 교배하여 얻은 자식 제2세대인 F2

에서는 붉은 꽃과 흰 꽃이 3:1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F1에서 열성recessive인 흰 꽃을 발현시키는

형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분리의 법칙). 

멘델은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형질만이 자식에게 유전되고, 나아가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은 또 하나의 형질도 나중의 세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설명

하기 위해 그는 오늘날 유전학의 기초가 되는 획기적인 가정을 제창했다. 즉 부모에서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

은 형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형질의 바탕이 되는 ‘인자’(因子)라는 것이다.6) 멘델은 이러한 인자는 다른 인자

와 ‘섞이지 않는’ 안정된 입자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7) 멘델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1865년 2월 8일

브루노에 있는 자연사 학회에 ‘식물 교잡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송고하였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5) 형질(形質, character)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 또는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눈과 피부의 색깔과 키의 크기 등이 형질에 해당한다. 흰꽃과 붉은
꽃을 교배시킬 경우, 자식 제2세대인 F2는 붉은 꽃의 형질과 흰 꽃의 형질을 모두 가지고 있고(Rw), 이 대립하는 형질의 상호 관계가 우성(優
性:dominance)이냐 열성(劣性:recessive)이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결정된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질은 곧 대립형질(allelomorphic character,
對立形質)이 된다. 하지만 멘델의 실험 당시에는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유전 물질이 DNA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6) 이것이 오늘날 바로 유전자(gene, 遺傳子, gene is the molecular unit of heredity of a living organism)에 해당하는 것이다. DNA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에, 유전자(유전정보)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비유될 수 있다.  

7) 리차드 도킨스, 에덴의 강(사이언스 북스, 2014), 27쪽. “어머니의 유전자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협력해 우리를 치밀하고 분해할 수 없는 혼합물로 만든
다. 그러나 유전자 자체는 섞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는 섞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유전되어 다시 결합한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한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덟 분의 증조부모 중 단지 한분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위의 조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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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멘델의 ‘완두콩’들은 약 35년이 지난 1900년 무렵 네델란드의 식물학자 휘호 더프리스(1848~1935)

등에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 졌다.8)

나. 세포의 발견

멘델이 발견한 ‘형질을 옮기는 인자’는 우리

몸속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당연히 세포 안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인자를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만

한다. 세포를 현미경으로 최초로 관찰한 사람

은 영국의 로버트 훅(1635~1707)이다. 1665년

그는 얇은 코르크 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

여 코르크가 수 없이 작은 방(cell)9)으로 이루

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실을 1665

년 발표하였다. 

다. 염색체의 발견

‘형질을 옮기는 인자’10)는 세포의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세포의 핵11) 안에 있는 염색체에 있다. 발터 플레밍

(1843~1905)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때 알아보기 쉽도록  아날린 염료를 이용하여 세포를 염색하면 진

하게 착색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물질을 염색질Chromatin이라고 명명했다. 이 물질은

나중에 염색체 chromosome12)란 이름이 붙여졌다. 그는 1878년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각각의 딸세포로

나뉜다는 것, 즉 유사 분열13)을 발견하였다. 이론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뢰딩거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염색

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로 이 염색체에, 혹은 우리가 실제 현미경으로 보는 염색체의 중심축을 이루는 섬유에 모종의 암호문서 형

8) 1900년 무렵 휘호 더프리스, 카를 코렌스, 에리히 폰 체르마크와 같은 유럽의 과학자들이 잇달아 멘델의 유전법칙을 재발견하였다. 
9) cell의 어원은 라틴어의 cella(속이 비어 있다)이다. 
10) 멘델이 언급한 ‘형질을 옮기는 인자’에 대하여 덴마크의 유전학자 빌헬름 요한센은 1909년 유전자(덴마크어: Gene)라는 명칭을 최초로 부여하였다.

베르나르 뒤종, 김성희 옮김, 유전자는 어떻게 진화하는가(알마, 2012), 41쪽. 
11) 세포 핵(Cellular nucleus)은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게 유지하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 분열과 유전에

관여한다.
12) 이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색을 의미하는 chroma와 몸을 의미하는 soma에서 유래되었다. 자줏빛이 감도는 갈색으로 보인다.
13) 유사분열(有絲分裂, mitosis)은 진핵 세포가 핵 내의 염색체를 두 쌍의 동일한 딸세포로 분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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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개체의 발생과 성숙기 기능의 패턴 전체가 들어 있다. 염색체 집합 각각은 암호문 전체를 담고 있다.....염

색체 구조는 암호문인 동시에 암호문이 의미하는 발생을 일으킨다. 염색체는 법전인 동시에 집행권력이다. 또

는 건축설계도인 동시에 건축노동력이다.14)

라. 유전자의 위치 발견

미국의 토머스 모건(1866년~1945년)15)은 실험실에서 초파리를 사육하였다.16) 그 연구의 목적은 멘델이 언급한

‘형질을 옮기는 인자’가 염색체의 어디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실험 시작 3년만

인 1909년 마침내 정상적인 붉은 눈이 아니라 하얀 눈을 가진 돌연변이 초파리를 발견하였다. 모건은 이 초파

리를 정상인 암컷과 다시 교배시켰는데, 그 결과 나온 초파리(F1)는 모두 붉은 눈을 하고 있었다. 다시 F1의 초

파리들끼리 교배를 시켰더니 제2대(F2)의 초파리들 중 붉은 눈이 3,470마리, 흰눈이 782마리였다.17) 붉은 눈

3,470마리 중에서 수컷이 1,011마리, 암컷이 2,459마리였고, 흰눈을 가진 초파리는 모두 수컷이었다. 이러한 결

과를 확인한 모건은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것은 아닐

까 추측하였다. 암컷은 X염색체를 쌍으로 가지고, 수컷은 X염색체 하나와 크기가 작은 Y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다. 흰눈은 붉은 눈에 비하여 열성이고, 암컷은 X염색체가 두 개이므로 X염색체에 눈의 색깔을 정하는 유전

자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암컷은 우성과 열성을 모두 가지므로 흰눈이 잘 발현되지 않지만, 수컷은 X염색체가

하나 뿐 이므로 그것이 열성유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억누를 우성 유전자가 없으므로 흰눈 유전자가 발현되

기 쉽다는 것이다.18) 1915년 모건은 수년 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멘델 유전법칙의 기제’를 발표함으로써

염색체가 유전형질을 전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19)

마. DNA의 발견 

스위스의 프리드리히 미셔는 1869년 환자의 붕대에 묻어 있는 고름에서 백혈구를 분리하여, 펩신에 소화시킨

14) 에르빈 슈뢰딩거, 전대호 옮김, 『생명이란 무엇인가』, 궁리(2007), 44쪽~45쪽. 이 책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이 감동적으로 읽은
책으로 밝힌 바 있다. 

15) 리처드 C 프랜시스, 김명남 옮김, 시공사(2014), 31쪽. “모건이 유전학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오직 모라비아의 수도사였던 그레고어 멘델에게
만 뒤진다.”

16) 초파리의 생애주기가 짧아서 1년에 50세대를 육성할 수 있다. 
17) 약 4 : 1, 송성수, ‘초파리로 유전의 비밀을 밝히다’, 기계저널(제48권 제2호), 31쪽.
18) 제임스 왓슨, 이한음 옮김, DNA : 생명의 비밀, 까치(2014), 27~28쪽. (모건이) 발견한 것은 형질이 한쪽 성에만 주로 나타나는 ‘반성유전’의 사례이기

도 했다. 모건의 초파리와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여왕도 반성유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의 X염색체 중 하나에는 혈우병을 일으키
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었다. 혈우병에 걸리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굳지 않아 계속 피를 흘리게 된다. 다른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정상이었고,
혈우병 유전자는 열성이었으므로, 그녀 자신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  여왕은 돌연변이 유전자 하나와 정상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각
아들에게 혈우병이 나타날 확률은 반반이었다. 리오폴드 왕자는 제비를 잘못 뽑았다. 그는 혈우병에 걸렸고 31세 때 가볍게 넘어진 뒤 피를 너무 많
이 흘리는 바람에 사망했다. 빅토리아 여왕의 딸들 중 앨리스 공주와 비어트리스 공주는 어머니에게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보인자(保因者)
였다. 그들은 각자 혈우병에 걸린 아들과 보인자인 딸을 낳았다. 앨리스 공주의 손자인 알렉세이는 러시아 황실의 계승자였다. 그도 혈우병에 걸렸으
며, 볼셰비키가 먼저 그를 처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찍 사망했을 것이 분명하다. 

19) 1933년 초파리에서의 유전적 전달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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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에테르 처리를 하여, 얻어진 백혈구의 핵20)에서 미지의 물질을 추출하였는데, 이것을 뉴클레인(nuclein)이라

명명하였다2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이 물질이 DNA로 확인된다. 

(1) 프레드릭 그리피스(1877년 ~1941년)

영국의 과학자 프레드릭 그리피스는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쌍구균을 연구하고 있었다. 폐렴쌍구균은 표면이

매끄러운 S균과 표면이 거친 R균의 두 종류가 있다. S균을 생쥐에 주입하면 생쥐는 며칠 내에 죽지만, R균은

주입하더라도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 있다. 그리피스는 열을 가하여 죽인 S균과 정상적인 R균을 함께

생쥐에 주입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생쥐는 죽어 버렸는데, 죽은 생쥐의 몸 속에서 살아 있는 S균이 검출

되었다. 그 S균을 몇 세대 배양하여 보았더니 실제로 S균과 동일하였다. 생쥐에 주입한 R균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이를 최종 확인한 사람은 오즈월드 에이버리였다.

(2) 오즈월드 에이버리(1877년 ~ 1955년)

오즈월드 에이버리는 그리피스의 실험에서 R균을 S균으로 변화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22)

세균을 생쥐의 몸이 아닌 시험관에서 배양하면서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 확인하였는데, 에이버리는 열처리

한 S균의 생화학 성분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변환이 억제되는지 여부를 살폈다. 

먼저 에이버리는 S균의 다당류 외피를 분해하였다. 그래도 살아 있는 S균이 검출되었다. 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혼합액을 이용해서 S균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분해하였다. 그러나 전환은 일어

났다. 그 다음으로는 RNA(리보핵산)를 분해하는 효소(RNase)를 사용하였다. 전환은 역시 이루어졌다. 마지막

으로 그들은 DNA를 조사하였다. S균 추출물에 DNA효소를 분해하는 효소(DNase)를 넣었다. S균은 더 이상 생

겨나지 않았다. R균에 유전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S균의 DNA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DNA에 유전정보가 담

겨져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입증된 것이다. 에이버리는 1944년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제

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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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백혈구와 달리 적혈구는 산소 운반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핵을 버렸기 때문에 DNA도 없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되며 골수에서 처음 생성될 당
시 미성숙 상태인 적혈구들은 핵을 가지고 있으나, 성숙 과정에서 세포핵이 퇴화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21) 세포의 핵(nucleus)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뉴클레인(nuclein)이라고 명명되었다.
22) 1930년대에 들어와서 DNA가 아데닌(A), 구아닌(G), 티민(T), 시토신(C)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진 분자임이 밝혀졌다. 
23) 그러나 록펠러연구소의 앨프레드 머스키는 DNA가 유전물질이 아니라고 신랄하게 반박하였고, 스웨덴의 에이나르 함마르스텐도 에이버리의 노벨

상 수상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에이버리는 결국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였다. 이후 1952년 알프레드 허시(Alfred Hershey)와 마사 체이스(Martha
Chase)의 허시-체이스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임이 확정되었다. 1955년 에이버리가 사망하지 않고 ‘몇 년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노벨상을 받
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제임스 왓슨, DNA ; 생명의 비밀, 53~54쪽.

24) 리차드 도킨스, 에덴의 강, 44쪽. 왓슨과 크릭 이후의 분자생물학이 이룬 진정한 혁명적 발견은 유전정보가 디지털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다. 왓슨과 크릭 이후, 유전자 자체는 DNA의 작은 내부 구조 안에 들어 있는 순수한 디지털 정보의 긴 사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것
은 신경계처럼 불충분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나 콤팩트 디스크처럼 완전하고도 강력한 의미의 진정한 디지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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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1) DNA의 구조

DNA가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유전과 관련된 물질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아직 그 구조(모습)

를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double helix  구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24)

DNA는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로 구성된 이중나선 구조이다. 뉴클레오티드는 핵산과 RNA를 구성하는 단위

체인 분자로서, 염기-당-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 그림은 뉴클레오티드 중의 하나인 아데닌 2인

산의 화학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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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의 염기서열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00조개에 이르고, DNA는 세포의 핵nucleus 내부에 있

는 염색체chromosome에 존재한다.

위와 같은 DNA가 각 사람별로, 혹은 각 생명체별로 서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정상적인 적혈구와

이와 다른 낫 모양(鎌狀, 겸상)의 적혈구가 있다. 

낫 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적혈구는 아프리카 열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25)

서로 다른 두 개의 적혈구의 DNA를 비교하여 보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적혈구와 낫 모양 적혈구의 DNA 염기서열 구조는 다

음과 같다. 

사람의 11번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 베타 유전자의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GAG → GTG),

즉 GAG 배열에서 단 하나 A가 T로 바뀌었을 뿐인데, 적혈구의 모양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다. 이

것이 바로 DNA에 있는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의 역할이다. DNA 염기서열 구조는 단 4가지 기호밖에 없

다. A, G, C, T이다. A는 아데닌(Adenine), G는 구아닌(Guanine), C는 시토신(Cytosine), T는 티민(Thymine)이다.

A, G, C, T는 자신을 부호로 표현할 때 ATG AAG TCG ATC CTA GAT GGC CTT 등과 같이 오직 ‘3문자 단어’

로 나타난다.26) 

부산지방변호사회•345

25)  2011. 11. 12. 중앙일보 ‘아프리카인 낫 모양 적혈구 말라리아에 안 걸리는 비밀’
26) 칼 세이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사이언스북스, 2008), 142쪽, 뉴튼 하이라이트 31, 생명과학의 기초 DNA,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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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한쪽 나선에

아데닌(A)이 오면 반대편 나선에는

반드시 티민(T)이 오므로 한쪽 나선의

염기서열만 알면 반대편 나선의 염기

서열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유전정보는 위

와 같은 ‘3문자 단어’로 표시된다. 나

방, 초파리 그리고 갑각류 동물의

DNA의 같은 부분에서 취한 유전정보

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27)

(3) 모든 생명체의 유전정보가 3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

왜 모든 생명체의 유전정보가 동일한 문자로 구성될 수 있을까? 이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으로

부터 유래하였다고 전제하면 쉽게 해결된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공통 선조에서 출발하여 분기하고

진화하였기 때문에 유전정보의 부호가 동일한 것

이다. 우리 인류의 DNA 염기서열구조와 침팬지

의 그것은 98.4%의 일치율을 보이고, 오직 1.6%만

다를 뿐이라는 사실은 최근에야 우리와 침팬지가

서로 다른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28) 지

구 최초의 생명체의 출현이 약 38억 년 전이고,29)

침팬지와 우리는 불과 400만 년~600만 년 전에

헤어졌으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은 37억

9,600만 년이 되는 셈이다.

3.  진화의 역사

다윈은 생물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고 하는 진화론 초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생명은 최초에 단 한 가지, 혹은 소수의 몇 가지 형태로 숨결이 불어 넣어져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시각, 우

리 행성이 불변의 중력법칙에 따라 돌고 돌기를 반복하는 동안, 그토록 단순한 한 시작으로부터 최고로 아름답고 무수히

다양한 형태들이 진화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생명관은 실로 장엄한 것이다. 

27)칼 세이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146쪽
28)제레드 다이아몬드, 김정흠 옮김, 제3의 침팬지, 문학사상(2013), 57쪽. 예를 들어 혈액이 붉은 색을 띠게 하고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인 헤모글로빈은 287개의 단위 수까지도 침팬지의 헤모글로빈과 똑 같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인간은 단지 제3의 침팬지일 뿐이다. 
29)앤드류 놀, 김명주 옮김, 생명, 최초의 30억년, 뿌리와 이파리(2013. 7.),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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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추정되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30)로부터 현존하는 약 870만

종~1,000만 종에 달하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31) 리차드 도킨스는 이를 ‘지상최대의 쇼’라고 이름

붙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32)

포식자와 먹잇감, 기생생물과 숙주가 끝없이 증강하는 무기경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다윈이 이야기한 ‘자연의 전쟁’과 ‘기

근과 죽음’이 없었다면, 무언가를 바라보는 능력을 지닌 신경계nervous system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식하고 이

해하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무한한 형태에 둘러싸여 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

다. 그것은 무작위적이지 않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것은 마을 유일의 게임, 지상 최대의 쇼다. 

이하에서는 생명의 진화 과정을 어류-양서류-파충류-포유류의 순서로 진화의 역사를 살펴본다(생명의 탄생

부분은 아직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므로 이를 제외한다).33)

가. 최초의 물고기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의 어류는 밀로쿤밍기아myllokunmingia이다.34) 이 물고기는 5억 4,000만년 전에 형성된

중국의 첸장 화석군에서 발견되어 1999. 3. 네이쳐nature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발견 이전에는 버제스 세일 화

석군에서 발견된 피카이아Pikaia35)를 최초의 어류로 알고 있었으나, 피카이아 보다 1,500만년~2,000만년 정도

앞선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밀로쿤밍기아는 척삭notochord(脊索)36)을 가진 최초의 동물이

고, 이 척삭이 척추Vertebrata로 진화하였으므로, 이 물고기는

양서류-파충류-포유류 등 척추동물의 공통선조이다.

나. 어류에서 양서류로의 진화

물속에 살던 물고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을까?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여기

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느 한

물고기의 앞 지느러미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지느러미가 땅

부산지방변호사회•347

30) 다지카 에이이치, 김규태 역, 46억년의 생존, 글항아리(2011. 10.), 97쪽.
31) 송기원, 생명, 로도스(2014. 8.), 38쪽. 
32) 리차드 도킨스, 김명남 옮김, 지상최대의 쇼, 김영사(2009), 565쪽.
33) 폴 데이비스, 생명의 기원(북힐스, 2000), 290쪽.
34) 현재 어류는 약 6만종, 조류는 약 1만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제프 H. 라이히홀프, 박병화 옮김, 자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랑(2012), 150쪽. 
35) 피카이아 복원 그림
36) 척색으로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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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치고 설 수 있도록 변이됨으로써 고개를 들어 물 밖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37) 왜 고개를 들어 물 바

깥으로 기어 나왔을까? 아마도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 수심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더 이상 물속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닐까? 목을 들 수 있었던 이 친구는 물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밖으

로 나와서 먹잇감을 찾아 먹고 살아 남았다. 그러나 목을 쳐들지 못한 다른 동료들은 떼죽음을 당해야 했고,

‘목병신’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의 자손들은 계속 번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3억 7,500만 년 전 처음으로 육지로 올라 선 이 물고기를 우리는 틱타알릭Tiktaalik이라고 부른다.38) 고생물학자

들은 3억 8,500만 년 전의 원시 물고기 판데릭티스Panderichthys와 3억 6,500만년 전의 아칸토스테가Acan-

thostega를 이어주는 ‘미싱 링크missing link’를 찾아 헤매던 중, 2004년 북극 근처의 엘스미어 섬에서 닐 슈빈

Neil H. Shubin 등이 6년간의 노력 끝에 데본기39) 화석층에서 마침내 ‘목을 쳐든 물고기’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틱타알릭에 대하여 리차드 도킨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40)

우리가 살아 있는 틱타알릭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녀석과 주둥이를 맞대는 순간에 마치 악어라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라

물러날 것이다. 그 얼굴이 정말 악어를 닮았기 때문이다. 악어의 얼굴에 도룡뇽의 상체, 뒤에는 물고기의 하체와 꼬리가

달린 모습이다. 다른 어류들과는 달리 틱타알릭은 목이 있었다. 머리를 돌릴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세세한 면에서 틱타알

릭은 완벽한 ‘잃어버린 고리’다. 

37) 아마도 이 친구가 처음으로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의 동료들은 분명히 그를 ‘병신’이라고 놀렸을 것이다. 
38) 닐 슈빈, 김명남 옮김, 내안의 물고기, 김영사(2013. 7.), 44쪽. 틱타알릭은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원주민의 언어로 ‘커다란 민물고기’라는 뜻이다.
39) 데본기(Devonian Period)는 4억 1,600만년부터 3억 5,900만년까지의 고생대의 한 기로 그 이름은 이 시기의 암석이 처음으로 연구된 잉글랜드의 데

번 주에서 유래하였다. 데본기 동안 어류에 다리가 달리기 시작했고, 육상에 올라와 양서류로 진화했으며, 곤충, 거미와 닮은 갑각류가 처음으로 육
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겉씨식물은 건조한 육지로 뻗어나가며 대 삼림을 형성했다. 

1. 유스테노프테론 약 3억 8,500만년 전

2. 틱타알릭 약 3억 7,500만년 전

3. 아칸토스테가 약 3억 6,500만년 전  

4. 이크티오스테가 약 3억 6,500만년 전 전후

<어류에서 양서류로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화석의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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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는 유스테노프테론(Eusthenopteron) - 판데릭티스(Panderichthys)41) - 틱타알릭(Tiktaalik) - 아칸토스테가

(Acanthostega) - 익티오스테가(Ichthyostega) - 툴레르페톤(Tulerpeton)42) 이라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완전히 육지로 진출하였다. 

<유스테노프테론의 화석>

<지느러미의 변이 과정>

다. 양서류에서 파충류로의 진화

양서류(兩棲類, amphibians)43)와 파충류(爬蟲類 reptile)44)의 핵심적 차이 중 하나는 양서류는 알을 물속에만 낳

는데 비하여 파충류는 육지에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서류의 알은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나, 양막

(amniote45))으로 보호되는 파충류의 알은 물 없이도 번식할 수 있다. 흐물흐물한 양서류의 알이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껍질’이 생겨나는 변이를 일으킨 것이다. 최초의 양서류로 분류되는 친구는 에리옵스eryops46)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349

40) 리차드 도킨스, 지상최대의 쇼, 김영사(2009), 231쪽.
41) 스웨덴 웁살라 대학 연구진은 2008. 9. 약 3억 8000만 년 전 얕은 물에 서식하는 원시어류 판데릭티스에서 손가락처럼 생긴 구조를 발견했다고 영

국 네이처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42) 툴레르페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 수가 6개라는 것이다. 후미 아가미 엽층(post-branchial lamina)이 없어서 내부 아가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보아 툴레르페톤은 육생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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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충류에서 포유류로의 진화

파충류와 포유류의 결정적 차이는 전자는 알(난생)을 낳고, 후자는 ‘새끼’(태생)를 낳는다는 것이다47). 파충류 가

운데서 ‘치노돈트’Cynodont라는 포유류형 파충류mammal-like reptiles가 등장하였다.48) 치노돈트는 다른 파충

류와 달리 이빨로 음식을 삼킬 수 있었고, 특히 먹이를 먹으면서 동시에 호흡이 가능하도록 입천장 뼈가 발달

하였다. 우리가 껌을 씹으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이 친구 덕분이다.49) 치노돈트가 파충류에서 포유류

로 분기되는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포유류의 출발점인 치도돈트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래 그림은 치도돈트의 아종인 Thrinaxodon의 상상도이다. 

마. 포유류의 출현과 확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포유류(哺乳類, Mammalia)는 누구였을까? 포유류는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고, 젖

43)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등 현재 약 6,000종이 존재한다.
44) 거북, 악어, 뱀, 도마뱀 등 현재 약 6,000종이 존재한다.
45) 양막(羊膜)은 포유류, 파충류 등의 양막류의 태아를 둘러싼 막이다.
46) 에리옵스는 "잡아늘인 얼굴" 이라는 의미로 두개골의 대부분이 눈보다 앞에 위치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47) 포유류 중에서 단공류인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젖꼭지가 없는 대신 젖샘이 있어서 수유를 한다. 단공류를 제외한 포유류는 태생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 태반이 없는, 유대류(Metatheria, 後獸類), 태반이 있는 유태반류(Eutheria , 眞獸類)로 다시 나눈다. [그림] 오리너구리
48) 송지영, ‘포유류형 파충류에 대한 문헌적 고찰’, 고생물학회지 24권 제1호, 통권 47호, (2008. 6.),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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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끼를 기른다. 포유류의 시조는 바로 쥐, 즉 설치류이다. 최

초의 포유류는 약 2억 2,5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50)에 등장했다. 

화석으로 발견된 영국의 모르가누코돈(Morganucodon)과 남아공

의 메가조스트로돈(Megazostrodon), 중국의 비에노테리움(Bi-

enotherium) 등이 최초의 설치류이다. 이들은 각기 기능이 다른 치

아와 큰 뇌를 가졌고 아마도 털로 덮인 온혈동물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파충류 조상과 구별짓는 이러한 특징들은 이후 초기 포유

동물이 진화적으로 대성공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포유동물은 해양 생물의 90%, 육지 생물의 70%가 사라진 페름기

말 대멸종51)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포유류에

게는 우리가 절이라도 한번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발음

이 좀 어렵지만 ‘모르가누코돈’님께 대하여 경례^^

모르가누코돈 이후에 등장한 친구는 약 1억 6,000만 년 전의 ‘주

라마이아 시넨시스Juramaia sinensis’이다(길이 약 14센티미터, 무

게 200-250그램). 이 친구는 태반을 통한 번식이 가능한 이른바

‘진수류’(眞獸類, Eutheria)52)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포유류인 유대류53)는 태반이 없어서 외부로 노출된 주머니

(육아낭)에서 새끼를 길러야 했으나, 진수류는 자궁속에서 새끼를

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것보다 태반을 이용하는 것이 왜 생존경쟁에서 유리

할까? 알을 낳아두면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 기간 동안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배속에 새

끼를 넣어서 기르면 당연히 먹이감이 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알을 낳는 방식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태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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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ssjothiratnam.com [Cynodonts in the early Triassic], p. 8. Cynodont skulls in particular embodied a variety of extremely mammal-like modifications. Unlike
the reptiles, cynodonts evolved a hard palate in the roof of the mouth, which separated it from the nasal cavity, and thereby allowed its possessor to
chew and breathe at the same time. In fact, it is thanks to this adaptation that you are able to chew gum and walk any distance at the same time!

50) 트라이아스기(Triassic Period)는 중생대의 첫 번 째 시기로, 고생대 페름기와 중생대 쥐라기의 사이이다. 약 2억 3000만 년 전부터 1억 8000만 년 전
까지 지속되었다. 전기에는 주로 포유류형 파충류와 원시 포유류, 대형 파충류가 번성했으며, 중기~후기에는 중생대의 주인인 공룡이 등장했다. 바
다에는 원시 어룡과 수서 파충류, 그리고 원시적인 암모나이트가 등장했다. 하늘에는 소형 익룡이 나타났다.

51)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멸종은 페름기 말에 일어난 대멸종으로 지구상의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해버린 자연사상 최악의 대량 멸종이다. 이 대량 멸
종 사태가 끝난 뒤에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됐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중국 사천성 에메이샨(아미산)과 러시아 시베리
아 지역에서의 용암분출로 인한 지구 냉각화와 그 후의 지구 온난화 및 산소농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김시준 외 2, 멸종,
EBS미디어 기획(2014. 8.), 123~127쪽.

52) 일자궁류(一子宮類:Monodelphia), 유태반류(有胎盤類:Placentalia)라고도 하는데, 알을 낳아서 젖으로 키우는 단궁류, 육아낭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
류와 구별된다. 

(Thrinaxodon)

(Morganuco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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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은 2억 2,500만 년 전부터 지구를 지배하였으나, 6,500만 년 전 유카탄반도의 소행성 충돌로 인하여 멸종

하였고, 그 틈을 타서 포유류는 자신의 세를 급속도로 확장하였다. 

4. 진화의원인

가. 다윈의 진화론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핵심적 차이는 자기 복제self-replicator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54). 돌멩이는

자신을 복제하지 못하지만 박테리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여 개체 수를 늘려 나간다. 최초의 지구 생명체

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종류의 생명체였을까? 지구의 나이는 45억 6,700만년 살이다. 최초의 생명체로

추정되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55) 단 한 종류의 생명으로부터 현재 약 870만 종~1,000만 종에 달하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56) 즉 어떻게 변이하여 진화한 것인가? 찰스 다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생물에 있어서 쓸모 있는 변이(variations)가 일어난다면,57) 이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 틀림없이 생존

경쟁에서 보존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전이라는 강력한 원리에 따라, 그들 개체는 똑같은 형질

을 가진 자손을 생산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보존의 원리 또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원칙을 나는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고 명명했다. 자연선택은 각 생물을 유기적, 무기적 생활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량을

뜻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체제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58)

즉, 다윈에 의하면, 어떤 생명체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이와 그 축적으로 인하여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게 된 생명체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몰락하여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자

연선택을 통하여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변이가 없으면 애당초 선택도 없다. 자연선택은 변이를 먹고

산다.59) 진화에서 선행 요인은 한 생명체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린의 목이나 거북의 등, 박

쥐의 날개와 같은 변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종은 멸종하고, 변이가 일어난 종이 자연선택을 받는 것이다. 

53) 유대류의 대표적 동물인 캥거루는 출산하면, 그 직후에 새끼가 앞발만을 이용해 육아낭 속으로 기어올라간 뒤 육아낭 속의 젖꼭지에 달라붙어서 자
란다. 종류에 따라 다르나 임신기간은 30〜40일이며, 태반이 없으므로 조산을 한다. 새끼는 자궁 내에서는 분비물을 흡수하여 성장하는데, 크기 약
2.5㎝, 몸무게 약 1g으로 발육 초기에 출산한다. 통상 6〜12개월 정도 육아낭에서 지내다가 독립한다. 

54) 루이스 월퍼트, 최돈찬 옮김,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궁리(2012), 16쪽. “생명체의 정의는 한 마디로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55) 다지카 에이이치, 김규태 역, 46억년의 생존, 글항아리(2011. 10.), 97쪽.
56) 송기원, 생명, 로도스(2014. 8.), 38쪽.
57) 변이는, ① 생존에 유리한 변이, ② 생존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변이, ③ 생존에 불리한 변이로 나눌 수 있다. ③은 기형 등의 유해한 변이를

말하므로 진화와는 관련이 없고 진화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에 유리한 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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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다윈주의(근대적 종합 이론)

다윈의 진화론에는 맨델 이후 발전하여 온 유전자gene에 대한 이론이 빠져 있었다. 영국의 줄리안 헉슬리60)는

진화론과 그동안 유전학의 성과를 접목하여, 1942년 『진화 : 근대적 종합이론Evolution: The Modern Synthesis』

이라는 책을 발표하였고, 에른스트 마이어도 같은 해 『계통분류학과 종의 기원Systematics and the Origin of

Species』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로버트 피셔,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 등이 가세하였다. 이들의 이론을 신다

윈주의 또는 근대적 종합이론이라고 부른다. 신다윈주의가 정립한 이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61) 

1) 진화는 점진적인 적응adaptation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진화는 소규모의 유전자 변이의 발생과 자연

선택이 지속된 결과이다. 생물 종간의 불연속성은 진화가 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종분화와 멸종에 의한 것이다.

2) 진화가 일어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자연선택이다. 유전자 부동geneticdrift62)도 진화의 부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

3) 생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유전자 다양성은 자연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쟈크 모노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에서 멋진 비유로 설명한다.63)

생명체라는 이 극히 보수적인 시스템에 진화의 길을 열어주는 기본적인 사건들은 미시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이며, 또한

이 사건들은 자신들이 생명체의 합목적적인 기능에 결국 일으키게 되는 효과들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하지만 일단 한 번

DNA 구조에 새겨지고 난 다음에는, 이 (특이하고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우연적인 사건들은 기계적으로

충실하게 복제되고 번역될 것이다. 즉 증식되고 전파되어 수백만 수천만의 동일한 복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순전한 우

연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필연의 세계로, 가차 없는 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선택이 적용하는 것

은 거시적인 차원, 즉 유기체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353

58) 찰스 다윈, 송철용 역,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동서문화사(2013. 5.), 200쪽. But if variations useful to any organic being ever do occur, assuredly
individuals thus characterised will have the best chance of being preserved in the struggle for life; and from the strong principle of inheritance, these will
tend to produce offspring similarly characterised. This principle of preservation, or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 have called Natural Selection. It leads to the
improvement of each creature in relation to its organic and inorganic conditions of life; and consequently, in most cases, to what must be regarded as
an advance in organisation. Nevertheless, low and simple forms will long endure if well fitted for their simple conditions of life.

59) 최재천, 다윈 지능, 사이언스북스(2015), 45쪽.
60)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 1887년~1975년)은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작가로, 유네스코의 초대 사무총장이다. 그의 동생은 작가 올더스 헉슬리이고,

이복 동생은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앤드루 헉슬리이며, 아버지는 작가 레너드 헉슬리, 할아버지는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의 생물학자 토머스
헨리 헉슬리이다.

61) 에드워드 J. 라슨, 이충 옮김, 진화의 역사, 을유문화사(2006), 262쪽.
62) 유전자 부동(遺傳子 浮動, Genetic drift)은 생물 집단의 생식 과정에서 '대립형질의 발현빈도가 무작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선택이 환

경의 작용에 의해 적응에 유리한 유전형질만이 선택되는 것임에 비해, 유전자 부동은 재생산 과정 자체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생물에게 주
는 유불리와는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발현된다.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전자 부동이 주는 영향이 커진다. 신다윈주의는 진화의 원인으로 유전자
부동을 부차적으로 보는데 비하여, 이와 달리 1968년 기무라 모토가 제시한 중립 진화 이론은 유전자 부동이 진화 과정에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본다. 

63) 쟈크모노, 우연과 필연(궁리, 2010),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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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제이 굴드도 DNA 영역이 아닌 유기체의 자연선택 영역에서는 결정론적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64)

훌륭한 설계를 자랑하는 생물의 영역에서는 자연선택 같은 결정론적 힘들이 강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듯하다. 생물들의 고도로 적응한 정교한 형태들(새의 날개, 죽은 나뭇가지에 대한 곤충의 의태)은 너

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무작위 모형에서 오로지 운에 따라 기나긴 단계를 밟아 생겨났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 적응주의와 반적응주의

조지 C. 윌리엄스는 1966년 『적응과 자연선택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을 발표하였고,65) 1996년에 그는

“진화적 적응은 오로지 자연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환경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66)

윌리엄 해밀턴(William D. Hamilton, 1936~2000), 메이나드 스미스, 리차드 도킨스도 적응주의Adaptationism 진

영에 포함된다. 적응주의 진영에는 여러 이론적 편차가 존재하지만, 그 중 하나는 각 종들이 진화하여 온 결과,

현재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남성의 강간 행위도 적응 형태의 하나라고 보

고 있으며,67) 심지어는 어떠한 진화과정을 거쳤어도 결국 호모 사피엔스로 귀결되었을 것이라는 수렴진화con-

vergent evolution이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반론이 스티븐 굴드와 리차드 르원틴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들은 1978년 영국 왕립학회

가 주최한 자연선택에 의한 ‘적응의 진화’라는 심포지움에서 ‘성 마르코 성당의 스팬드럴과 팡글로스적 패러다

임The Spandrels of San Marco and the Panglossian Paradig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생물학자들

이 이른바 ‘적응주의’의 틀에 갇혀서 ‘그럴듯한 이야기’(just-so stories)를 양산하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하였다. 

64) 스티븐 제이 굴드, 김명남 옮김, 여덟마리의 새끼 돼지, 현암사(2012), 566쪽.
65) 최재천, 다윈 지능, 사이언스북스(2012), 76쪽. 동일한 내용이 최재천, 네이버 캐스트(생물산책), ‘적응과 자연선택’에도 있다. 
66) 찰스 다윈, 종의 기원, 256쪽. “만일 수많은 점진적인 작은 변화들에 의하지 않고도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할 수 있음이 밝혀진다면, 내 이론은 철

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예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67) 랜디 손힐이 발표한 『강간의 자연사』(2000)이다. 강간 행위는 짝짓기에 실패한 남성이 생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에 적응한 하나의

형태, 즉 자연선택된 적응 행위라는 것이다. 장대익, 다윈의 식탁, 김영사(2008), 70쪽.

1-제33호 교양논문 336-416_레이아웃 1  16. 1. 15.  오후 12:09  페이지 354



베니스의 성 마르코 성당의 돔 지붕을 받치기 위하여 만든 기둥과 돔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역삼각형 모양의

공간(스팬드럴)이 형성되는데, 이 공간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려는 의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공

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 넣게 되었을 뿐인 것이다.68) 굴드는 “진화생물학자들은 국소적인 환경에 대

한 당장의 적응에만 온통 초점을 맞추는 탓에 건축적인 제약을 간과하고 설명을 전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들 들어 모든 척추동물은 앞다리와 뒷다리가 한쌍씩 있는 기본구조를, 모든 곤충은 3부분으로 나

뉜 몸통과 3쌍의 다리가 있는 기본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계통적 제약developmental constraint으

로 인하여 자연선택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69) 따라서 스팬드럴은 건축과정에서의 구조적

부산물에 불과하고, 이것이 우연히 이로운 효과를 낸다고 해서, 적응주의자들이 자연선택으로 인하여 스팬드

럴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적응주의적 사고를 일관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에 도저히 답변하기가 어렵다. 바로 남자의 젖꼭지이다. 남

자의 신체기관 중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젖꼭지가 남자의 몸에 아직까지 달려 있을까? 환

경 적응과 젖꼭지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적응주의자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기껏해야 흔적기관 ? 즉 옛

날에는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되어 퇴화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오랜 옛날에는 수컷이 수유를 했

다는 말인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다가 분리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관점을 바꾸어 보자. 적응주의적 관점이 아닌 발생계통적developmental 관점에서

의 답변은, 최초 수정에 따른 배아의 형성 시기에 암컷 수컷 모두에 젖꼭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70) 생산공정으로 치면 공동 생산라인에서 암수 공히 젖꼭지가 부착되는 것

이다. 그 이후 성장 과정에서 암컷은 여성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선이 발달하여 유방이 커지지만 남성은 최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뿐인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라. 유전자가 진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가?

리차드 도킨스는 유전자가 진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71)

유전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조작하며, 죽을 운명인 몸이 노쇠하거나 죽기 전에 그 몸을 버리면서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옮겨 간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다. 아니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유전단위로 정의된다. 

이에 대하여 수전 오야마Susan Oyama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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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중환, ‘진화생물학의 은유 ? 이기적 유전자와 스팬드럴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54집(2011. 3.), 129쪽.
69)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학문을 진화발생생물학Evolutionary Developmental Biology이라고 한다(약칭으로 이보디보Evo-Devo).
70) 스티븐 제이 굴드, 김동광 옮김, 힘내라 브론토사우르스, 현암사(2014), 178쪽.
71)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86쪽.
72) 장대익, 다윈의 식탁, 바다출판사(2014), 153쪽. 수전 오야마는 정보의 개체발생 The Ontogeny of information이라는 책에서 진화의 단위가 유전자가

아니라 발생계developmental system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생물의 발생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진화발생생물학Evolutionary Developmental Bi-
ology이라고 한다(약칭으로 이보디보Evo-Devo). 션 B 캐럴, 김명남 옮김, 이보디보, 지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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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제33호 부산법조

유전자 하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다시 말해 DNA만으로 하나의 수

정란 세포가 결코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발생에 필요한 것들은 미세소관으로 구성된 방추사와 중심립,

세포질의 적정한 화학 농도 분포, DNA메틸화 양상, 세포막,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 등입니다.....쉽게 말해 발생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유전자뿐만 아니라 세포 내의 다른 환경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본다면 세포 내 환경들

도 유전자와 인과적 효력이 동등한 발생 자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발생자원들은 핵 속에 있는

유전자가 아닌데도 그런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세대를 거치며 대물림됩니다.....정보는 유전자와 (세포 내) 환경에 모두 존

재해요. 환경이 혼자서는 발생 과정을 좌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도 단독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 자연선택의 단위가 유전자인가?

마찬가지로 도킨스는 당당하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73) 

유성생식을 하는 종에서 개체는 자연선택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수명이 짧은 유전 단위다. 나아가 개체의

집단은 한층 더 큰 단위다. 유전적으로 말하면 개체와 집단은 하늘의 구름이나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일

시적인 집합 내지 연합이다..... 개체는 안정적이지 않다.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다. 염색체 또한 트럼프의 패처럼 섞이고

사라진다. 그러나 섞인 카드 자체는 살아남는다. 바로 이 카드가 유전자다. 유전자는 교차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단지

파트너를 바꾸어 행진을 계속할 따름이다. 물론 유전자들은 계속 행진한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다. 유전자들은 자기복제

자이고 우리는 그들의 생존기계다. 우리의 임무를 다하면 우리는 폐기된다. 그러나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영원하다. 

이에 대하여 리차드 르원턴은 2중 나선 구조(DNA)에 매몰된 연구풍토를 비판하면서 2000년 무렵 『3중 나선

The Triple Helix』이란 책을 발표하였다. 그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의 표현형phenotype이 서로 달라지게 되므로 자연선택의 단위는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 사이

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한다.74) 예를 들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톱풀’을 해발 30미터 높이, 해발 1,400미

터 높이, 3,000미터 높이에 심어놓고 표현형의 변화를 관찰하였더니 높이에 따라 톱풀의 키가 달라졌고, 그 변

화에는 일관성도 없었다.75) 즉 “생명체는 단지 유전자에 지배받고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

니라, 환경을 바꾸고 새롭게 구성하면서 능동적인 형태로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마. 검토

오늘 날 우리는 유전자가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 것으로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다. 유전자 단 하나의 작

용으로 38억년 진화의 역사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 아닌가? 향후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더

욱 많은 논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진화의 원인은 ‘유전자와 환경(세포 내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에

73)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87쪽.
74) 리처드 르원틴, 김병수 옮김, 3중 나선, 잉걸(2001).
75) 장대익, 다윈의 식탁,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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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마치면서

이상에서 DNA 연구의 역사, 포유류 등 생명체의 진화 과정, 진화의 원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최초의 생

명체를 비롯한 고생물의 연구, DNA와 유전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배아 발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

형이다. 누구도 섣불리 예단을 가질 수 없고,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다만 DNA 2중 나선 확인 이후, 게

놈 프로젝트,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바이오 산업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전자 및 DNA에 대한 과

열 현상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세력이 생겨난 것은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다.76) 이러한 과열 현상

은 그동안 유전자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그 유전정보를 둘러싼 세포 내외부의 환경-즉 3중 나선의 연구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저간의 사정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77) 다음의 질문으로 이 글을 마

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DNA와 진화에 관심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와 같은 고갱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서가 아닐까!78)

D'o? venons nous? Que sommes nous? O? allons nous?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부산지방변호사회•357

76) 힐러리 로즈, 김명진 옮김, 유전자 세포 뇌, 바다출판사(2015), 11쪽. ‘누가 이득을 얻는가’
77) 제임스 왓슨, DNA, 14쪽. “유전체 계획은 분자생물학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이로써 분자생물학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결과가 나

오는 ‘거대 과학’이 되었다.?? 
78) 에드워드 윌슨, 이한음 옮김, 지구의 정복자(사이언스 북스, 2013), 10쪽에서 재인용. 고갱이 1897년 타히티섬에서 그린 그림의 왼쪽 상단에 새겨진 문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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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반짝이는 밤
- 공간의 세계 -

1. 공간탐구여행을떠나면서

가. 어린 시절 밤하늘에서 명멸(明滅)하는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신비에 빠져 상상속의 여행을 해

본 추억들 있으신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상상은 구체화된 의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주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주에 끝이 있을까?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끝을 넘어 저쪽엔 무엇이 있을까? 

나. 이런 의문 내지 궁금증들에 대한 생각을 진척시키려면, 물리나 수학 분야에 흥미를 가지면서 약간의

기초지식 정도는 습득하여야 합니다. 두 분야 모두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

으로 어려우므로, 이 중 한 개만 선택해야한다면 어느 분야가 좋을까요? 

한번 두 분야의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우선 물리분야는 비교적 쉽게 접(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BC방송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EBS 방송 등에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기법 등

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청취해본 경험들 있으시지요?

(2) 더하여 물리학은 수학에 비해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아인슈타인(1879-1955)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립에 몰두하던 1912년 10월 친구이자 동료인 물리학자

조머펠트에게 쓴 편지에서, 수학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

한 적은 없다. 나는 수학을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 이 문제와 비교하면 나의 원래 이론(1905년에 발표

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말합니다)은 아이들 장난이다.』 1) 2) 

변호사 김 영 수

1)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Lonard Mlodinow), 유클리드의 창: 기하학 이야기《EUCLID'S WINDOW: The Story of Geometry from Parallel Lines to Hyper-
space》, 8판, 2013(까치글방) p.224 ; 원 출처는 Abraham Pais, Subtle Is the Lord(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216.

2)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학생 10명 중 6명(59.7%)은 수학공부를 포기한 이른바 ‘수포자(數抛者)’란 조사결과
가 나왔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어렵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73.5%라고 합니다(조선일보 2015년 7월 23자 A16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저
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수학교육의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위주의 주입식수업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법’
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학에 소질이 있는 소수의 학생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대다수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재미
를 붙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방식을 연구하고 학습교재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수업량도 대폭 줄이고, 난이도도 낮추어야 할 것인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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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물리분야의 경우 방송 등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고, 수학에 비해서

비교적 쉽다고는 하나, 물리분야의 경우에도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 등의 기법을 활용한

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방송 등에서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원리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로 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인문계 출신자로서는 중학교 수준의 물리교과

서나 참고서만 하더라도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3) 

(4) 그럼 어쩐다....아예 일찌감치 둘 다 포기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이 수학에 비해 비교적 쉽다고 하는 것은, 전공하는 학자 즉 프로들 입장에서의 이야기이고, 우리

와 같은 비전공 아마추어들에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양 쌓기’ 수준에서는 오히려 수학이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수학의 경우 공식 외우고 문제 풀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수학공식이 들어가지 않은 쉬운 교양

수학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런 책들을 잘 골라서 읽으시면 교양물리 책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글 ‘별 반짝이는 밤’의 내용 역시 ‘변화된 패러다임(paradigm)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의 범위 내에

서, 수학공식의 사용을 최소화(最小化)하면서, 기초수준 정도에서 설명해나갈 것입니다. 수학적인 계산

이나 수학공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속단하여, 미리부터 포기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

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야깃거리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취향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은 -학창시절의 수학성적의 고하가 아니라, 이글 모두(冒頭)의 의문들에 대한 궁금증의 강약으로 판

단하셔야 합니다-, 굳이 어려운 세부사항들에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각주(脚註)부

분을 빼고 읽으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5)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학에는 물리를 비롯하여 다른 분야가 가질 수 없는 오로지 수학만이

가지는 강점(强點)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그의 유용성(有用性)에 있다고 할 것

인바, 요약하면 물리공부는 이해(理解)에 중점이 주어져있지만, 수학공부는 생각하는 도구를 갖게 해준

다는  것입니다. 

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우주에 관한 모두(冒頭)의 의문 내지 궁금증들에 더하

여, 아래와 같은 좀 더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의문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댈 수 있는- 견해

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견해가 틀렸을 수도 있겠고,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

겠지만, 비전공 아마추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차후의

부산지방변호사회•359

3) 우선 물리용어에서부터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질량과 중력과 무게, 밀도와 비중, 물체와 물질, 접시저울과 양팔저울, 시간과 시각, 속도와 속력, 등속
도와 가속도... 웬만큼 쉬운 책을 고르더라도, 웬만한 인내심과 노력이 없이는 읽어나가기가 녹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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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을 도구로 하여,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추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점은 아마추어의 특권이자, 즐거움이자, 지적유희(知的遊戱)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수

학이 모든 과학의 기초이면서, 사고(思考)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도 있는가? 

② 그 다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동떨어진 별개의 세계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포함되거나 연결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인가? 

③ 현실세계에서 한 번씩 일어난다는 이상한 힘의 존재나 물체의 사라짐 등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현상

들은, 수학적으로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

④ 선가(禪家)에서의 ‘깨달음’의 경지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이라고 하여 ‘언어문자로 형상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경지를 수학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겠는가?

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은 절대적인가?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인가? 

과거는 이미 가버렸으며, 되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버린 것인가? 4) 

⑥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멈출 수도 있는가? 

⑦ 물체와 공간, 시간은 별개의 것이고, 독립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엮인 통일체인가? 

통일체라면 물체와 공간의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가?

⑧ 우주공간은 ‘평평’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주공간이 ‘휘어질(구부러질)’ 수도 있는가?  

⑨ 장래에 시간여행은 가능해질 것인가?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5)

⑩ 구약성서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라는 구절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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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보편적인 ‘지금’, 즉 ‘현재 순간’이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환언하면 우리 모두가 공유(共有)하는 ‘동시(同
時)’ 즉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질서정연한 시간구분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과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현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5)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는 한 덩어리로 본다는 것은, 공간(줄어드는)을 시간(늘어나는)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공간'의 한 부분으로 펼쳐져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 장래에 인류가 시간을 공
간화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시간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되겠지요? 이에 관하여는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
지방변호사회소식 VOL.76 2014) pp.38-39 ; 아울러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같은책 VOL.78 2015) p.52 및 각주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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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일 우리(관측자)가 빛을 향해 달린다면, 빛은 우리(관측자)가 빛으로부터 달아날 때보다, 더 빨리 우리(관측자)에게 다가올 것인바, 이것은 자명한 진
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빛의 속도는 (광원의 속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우주에 있는 모든 관측자에게 -관측자의 상대적인 운동 즉 관측자가 빛
을 향해 다가가거나 빛에서 멀어지거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으로서, 만일 -상대적인 공간구조에 대응하는 의미로서의- 객관적인 공간구조
가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함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이 특
수 상대성 이론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이런 성질은, 신이 주신 우리 우주의 바탕틀(framework)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하느님이 아무 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우주의 물질을 창조했다’는 믿음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 교리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물리
학이 나오면서 ‘무(無)로부터는 아무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옛날부터의 가정(假定)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되었으며, 이제 ‘스스로 존재의 영역에
뛰어들게 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창조에 대한 -신을 배제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긴 하나 물질의 기원이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더 확실한 증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8) 연세 드신 회원님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미루어두었던 불경과 불교서적, 동양의 고전들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위의 책들을 포함하여 인문학 고전 특히 동양의 인문학 고전들은 제대로 읽어 내거나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어떤 구절들은 쉽사리 와 닿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웬만하지 않고는 공부의 진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교양수학을 공부해보시면, 우
선 인문학 고전보다 쉬운데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공부의 진척이 확연하게 눈에 보여서 공부하는 맛이 나게 됩니다. 이런 수학의 장점
들을 이용해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서적들을 읽으면서 잘 와 닿지 않는 구절들을, -재미삼아- 수학적인 상상력으로 구체화해보는 등이지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손사래를 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예전에 학교에 다니실 때 주입식(注入式), 암기식(暗記式) 수학교육을 받는 바람에, ‘수
학은 어렵다’, ‘수학은 재미없고 딱딱한 과목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양수학은 인문학 고전보다 쉽
게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저의 이번 글을 읽고나시면 이런 표현이 허언(虛言)이나 과장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꼼
꼼하게 읽고, 곰곰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단서가 붙긴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인문학 책에 더하여 교양수학 책들을 읽도록 합시다! 

떤 함의(含意)가 있는가?

창조주가 우주의 바탕틀(framework)을 ‘빛의 -불변하는-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정해놓은 것으

로 볼 수 있는가? 6)

⑪ 물질은 무(無)로부터는 생겨나지 않는 것인가? 

물질이 무(無)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면, 우주는 ‘스스로 창조’된 것인가? 

현대 물리학은 모든 창조주를 한 번에 몰아낸 것인가? 7)

⑫ 인간의 인식과 물질의 존재는, 전혀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인식이 물질의 존재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⑬ 자연의 힘이, 공간의 성질 내지 속성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공간의 성질 내지 속성이,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 즉 물질과 에너지의 속성을 결정하는가?  

후자(後者)라면 현실세계의 자연은, 공간의 그림자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

등등 끝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가히 ‘철학과 수학의 만남’이라고 할만도 합니다. 8)

여행이 끝날 때쯤이 되면,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꼭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 여행일정에 빠지지 않아야하고, 꼼꼼하게 살펴보

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다. 여행일정 

이제 공간의 진실을 찾아서 ‘공간탐구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바, 우주선에 승선하여 아래의 별들을 순차적

으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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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행은 ‘별 반짝이는 밤’ 패키지여행으로서, 저가 선장 겸 가이드가 되어 예정된 별들을 방문하여, 저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관(館)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우선 여행일정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9) 

(1) 공간의 세계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공간의 세계’ 관(館)에 들러서, ‘공간’과 ‘차원’에 대한 전시물(展示物)들

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3

차원 공간, 4차원 공간 등의 표현이 말해주듯, 차원은 공간의 속성(고유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의 3가지방향으로 무한히 멀리 뻗어있는 3차원의 공간인바, 다른

차원의 공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에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꼼꼼하게 살펴서 이해

해야 합니다.

(2) 그리스의 기하학

그리스인들은 수학을 적용함으로써 우주공간과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들로서, 그

리스인들은 수학의 엄밀한 추론(推論)과 증명(證明)을 통하여 우주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창(窓)을 열었습니

다. 따라서 우리가 맨 처음 방문할 곳은 당연히, ‘그리스의 수학’ 관과 ‘유클리드 기하학’ 관이 있는 별이 되겠

습니다.

그리스의 유클리드(B.C. 330-260년경)는 「기하학원본」에서, 먼저 출발점의 명제(命題)를 정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차례차례 새로운 명제 즉 ‘정리(定理)’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이른바 공리적 연역법(公

理的 演繹法)을 사용하였습니다. 10) 

그리스 수학의 추상성과 엄밀성은 어느 문명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앞으로 ‘유클리드 기하학’

관에서 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전에 중학교에서 기하를 배우면서 ‘증명’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경험들 있으시지요? 기계적인 조작

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수학과 달리, 유클리드 기하학은 추상적인 형식논리를 기초로 한 증명중심의

사변적(思辨的) 학문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11)

362•제33호 부산법조

9) 여행일정은 기본적으로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의 앞서의 책에 기술된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2002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로 계속 재판(再版)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책으로서, 그리스인의 평행선 개념에서부터 최근의 고차원 공간 개념에 이르는 기하학의 역사를, 다섯 번의 기하학 혁명을 통하여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평을 보면 ‘연속극처럼 흥미진진하고, 추리소설처럼 놀랍고, 만화처럼 재미있다’고 하나,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책 중반부의 ‘아인슈타인’부분부터 난이도가 높아져서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마치게 되면 읽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
다만, 기다리기가 지루하신 분들이나 수학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10) 그리스인들이 이상적(理想的)인 점, 선, 평면 등의 개념을 추출함으로써, 현실의 자연과 분리된 공간개념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추상
화와 증명의 탄생이라는 커다란 혁명이 탄생된 것입니다. 유클리드는 「기하학원본」을 통하여 이러한 공리와 정리와 증명이라는 그리스인들의 기하
학지식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였는데,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읽힌 책들 중의 하나입니다. 

11) 이에 관하여는 저의 글, 중학생자녀들의 수학공부를 위한 기획,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필자의 제안 1(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소식
VOL.77 2015) p.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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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카르트

데카르트(1596-1650)는 그리스인들의 기하학적 증명이 쓸데없이 난해하다고 비

판하면서, “x축”이라고 부르는 수평선과 “y축”이라고 부르는 수직선을 그려서,

직각으로 교차시킨 다음, 점(點)의 좌표를 순서쌍(x, y) 형태로 표시하는 직교좌

표계(直交座標系)를 창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좌표를 통해서 위치와 도

형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수(數)를 기하학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하학과 수(數) -즉 대수학- 을 결합하면서, 기하학

을 대수학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12) 이에 힘입어 미적분학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아가 데카르트의 연구는 ‘휘어진 공간(warp space)’의 발상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

대성 이론은 ‘휘어진 공간의 수학’에 의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4) 비유클리드 기하학 

우리는 예전에 ‘평행선은 서로 만날 수 없다’,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직각삼각형에서는

항상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꼭 그럴까요? 그리스인들이 이해한 ‘평평한 유클리드

적 공간(flat space)’에서는, 즉 위 도형들이 평평한 종이 위에 그려져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공간이 지구의 표면처럼 휘어져있다’면, 즉 위 도형들이 즉 휘어지거나 구부러진 종이 위에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혁명적인 발상은, 나폴레옹이 총애한13) 가우스(1777-1855)라는 이름

을 가진 천재소년이 15세(1792년) 때 얻은, ‘공간이 지구의 표면처럼 휘어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왔

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유클리드적 평평한 공간일까? 아니면 어떤 휘어진 공간일까? 

가우스는 15세 때 역사상 최초로, 유클리드의 ‘평행선은 서로 만날 수 없다’는 평행선 공리를 위반하는, 논

리적으로 일관적인 기하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가우스의 제자들 중 하나인 리만(1826-1866)

이 구면기하학과 미분기하학에서 이룬 업적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휘어진 비유클리드적 공간(warp space)’에서는, ‘평행선은 서로 만날 수 있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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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 기하학이 다룬 곡선들 예컨대 타원, 쌍곡선, 포물선 등의 모든 곡선들이, x좌표
와 y좌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단한 방정식으로 정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나요? 나중에 데카르트 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13) 나폴레옹(1769-1821)은 독일을 침공하면서 괴팅겐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우스가, 나폴레옹의 표현에 따른다면, “역사상 가장 뛰
어난 수학자가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p. 124. 나폴레옹은 포병장교출신이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14) 부디 수학적 취향이 있는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단곡면(單曲面) 중 원통(원기둥)의 옆면을 전개(展開)하면 직사각형이 되고, 여기에 그린 직각삼
각형에서는 ‘곡면임에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곡률로’ 면(面)들을 구분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려운 곡률 개념
을 피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만으로’ 설명하려다보니, 이 예외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휘어진 공간’을 ‘인식’함에는 이 문제조
차 생기지 않으므로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휘어진 공간’이므로-, 무시하고 그냥 pass! 하시면 됩니다. 원통은 ‘이상
한 녀석이라’ 위상기하학과 끈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형임을 부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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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다 클 수도 혹은 작을 수도 있으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4) 

이로써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통

해서, 공간이 휘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상대성 이론

우리는 빛이 직진(直進)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

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휘어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휘어진 공

간을 따라서 휘어진 경로를 달리는 것이 ‘직진’하는 것이 되겠지요?

아인슈타인(1879-1955)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골자입니다. 아인슈타인

은 중력에 의해서 우주공간이 휘어져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1915

년에 우주공간의 휘어진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중력의 장 방정식(The Field Equations of Gravitation)”을 발

표하였던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된 것이 데카르트의 좌표계와, 비유클리드 기하학 특히 리만이

이룬 구면기하학과 미분기하학에서의 성과물이었습니다. 15) 

한편 아인슈타인은 그보다 10년 앞선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16) 그 이론에 의하면 시

간이 흐르는 속도는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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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을 하나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시공간(space-time)’의 비틀림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시공간은 ‘평평’한
것이 아니라, ‘휘었거나 구부러져’ 있는데, 여기서 ‘공간왜곡歪曲(spacewarp)’과 ‘시간왜곡(timewarp)’ 개념이 탄생합니다. 

16) 아인슈타인은 취리히 공업대학 재학시절 수학성적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왜 수학자가 아니고 물리학자가 되었는가를 말한 글
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수학을 어느 정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데, 자연과학에의 관심이 수학보다 컸기 때문만은 아니고,... 나는 수학이
많은 전문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그 어떤 분야도 우리들에게 허용된 짧은 인생을 점유해 버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물리학에서 나는 곧 무엇이 심
연(深淵)으로 통하는 길인가,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두뇌를 복잡하게 하는 것, 그 밖의 온갖 사물에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
는 것이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베네슈 호프만《Banesh Hoffmann》,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CREATOR & REBEL》초판, 1983(도
서출판 동아, 동아 세계전기선 1), p.20.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수학에 의한 것이 아니라, 27세(만26세) 청년의 통찰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인슈
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립을 위한 수단으로 수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수학공부에 몰두하였으며, 1912년 10월 친구이자 동료인
물리학자 조머펠트에게 쓴 편지에서 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하였습니다.
베네슈 호프만의 위 책은 1936-1937년에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학술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과 공동 연구를 하였던 수학교수이자 물리학자인 저자가
쓴 아인슈타인의 전기(傳記)로서, 통상적인 전기와 달리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상당히 깊게, 그러나 비교적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책들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시키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위 책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혁명적인’ 시간과 공간
의 개념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27세 청년의 통찰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책은 양자역학의 해석문제에 대해, 저자 역시 아인슈타인의 사상에 공명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깊고 또 비교적 알기 쉽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이론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이론에 흥미가 있거나 알고자 하시는 분은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17)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시간을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으며, 우주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 -물체나 관찰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간은 ‘역동적’으로서, 시간이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믿음은 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
는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관하여는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
pp.35-37 ; 아울러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0 참조.

18)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 역시 '탄력적'인바,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따로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것들
을 따로 부르지 않고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날 때 공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물체, 공간, 시간이 하나로 엮
인 통일체이므로, 물체마다 고유의 공간, 고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공간의 크기와 시간의 흐름도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에 관하여는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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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

아울러 물체와 공간, 시간은 별개의 것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인 통일체로서, 물체와 공간의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8)

(6) 양자 이론

우리가 신봉하는 인과법칙(因果法則)은 항구불변의 진리일까요? 환언하면 모든 결과는 그 원인이 필연적

으로 존재해야 하며, 물질은 무(無)로부터는 생겨날 수 없는 걸까요? 종래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그

렇습니다. 그러나 양자 이론의 ‘확률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양자적 우연성’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인과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양자를 과녁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녁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가던 화살이, 우리(관찰자)가

쳐다보는(관찰하는) 순간 방향을 바꾸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구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상자 안에 공 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는 그 공이 빨간색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란색이기도 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관찰자)가 상

자에서 공을 꺼내어 색깔을 확인하는(관찰하는) 순간,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확정(결정)됩니다. 

경우를 달리하여 볼까요? 이번에는 상자 안에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공들은 1개의 공이 빨간색이면

다른 공은 파란색인 관계에 있으나, 상자 안에 들어있을 동안에는 공 2개 모두 그 색깔이 결정되지 않은 상

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우리(관찰자)가 상자에서 공 1개를 꺼내어 그 공이 빨간색(혹은 파란색)임을 확인

하는(관찰하는) 순간, 상자 안에 들어있는 다른 공이 파란색(혹은 빨간색)으로 확정(결정)됩니다. 

‘흠 이놈들 봐라. 가까이 두었더니 재빨리 서로의 색깔에 대한 정보를 몰래 주고받는구나!’ 싶어서, 공들을

멀리 떼어놓습니다. 즉 공 2개 중 1개는 상자에 넣어서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공 1개를 넣은 상자는 100광

년 정도 떨어진 혹성에 가져다 둡니다. 어떤 정보의 전달속도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지구에

있는 공이 혹성에 있는 다른 공에게 자기의 정보(색깔)를 전달하려면 한 100년 정도 걸리겠지요. 흐흐... 그

런데 우리(관찰자)가 지구에 있는 상자에서 공 1개를 꺼내어 빨간색(혹은 파란색)임을 확인하는(관찰하는)

순간, 그 즉시 혹성의 상자 안에 든 다른 공이 파란색(혹은 빨간색)으로 확정(결정)됩니다. 이쯤 되면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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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20년대에 기초물리학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렸던바, 바로 양자물리학입니다. 이에 따라 관찰자와, 관찰되는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양자물리학은 엄격한 이원론(二元論)의 입장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양자물리학은 ‘인식 내지 의식
이 물질계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로 사용되었고, 나아가 양자물리학에서 사용된 개념이 동양의 신비주의와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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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와 전자, 양자 등 극미시적(極微視的)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는 양자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이 물질의 존재와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9)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면서, 끝끝내 양자 이론의 이런 해석에 반대하였던 것이 이

해가 됩니다만, 관측 장비의 발달에 힘입어 양자 이론의 예측이 맞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

니다. 양자 전기동역학자 기노시타 교수의 다음 말에 양자물리학자들의 자신감이 배어있습니다. “그것(양

자 이론을 말합니다)은 지구에서 가장 잘 검증된 이론이고, 외계인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

주 전체에서도 가장 잘 검증된 이론일 것이다.” 20)

(7) 끈 이론(string theory)

이 여행의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을 비롯하여 모든 힘을 통합하는 ‘통일이론’으로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끈 이

론인바, ‘만물의 이론’ 또는 ‘궁극의 이론’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끈 이론은 아직 완전히 정립된 이

론은 아니고, 앞으로 ‘최종이론’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별의 특징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수학자들로서, 수학상의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아

직 이론의 당부(當否)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이 이론과 관련한 실험 자료도 아직은 없는 실

정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이 있으

면 공간이 휘어져 -그리고 시간도 휘어져- 기하학이 변형됨을 보

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끈 이론에 의하면 오히려 공간이 물질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간의 가장 기초적인 속

성들 -예를 들연 차원의 수- 이 자연의 법칙들 및 우리의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공간에는 추가적인 차원들이 있는데, 이 차원들로 펼쳐진 영역은 매우 작아서 오늘날의

실험으로는 관측할 수 없으나(그러나 간접적인 관측은 곧 가능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차원들과 그

차원들의 위상학(topology)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실세계의 자연은 공간의 그림자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21)

라. 여행에 데려갈 동반자(同伴者)와 준비물

(1) 이번 공간탐구여행에는 자녀들을 꼭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특별히 여행에 데려가기를 권하는 대상은 학생들로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된 대상이나, 인문계대

366•제33호 부산법조

20)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pp.250-251.
21) 이에 관하여는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 p.39의 각주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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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취업준비 중인 인문계졸업생들도 포함됩니다. 22)

잘 활용하기만한다면 수학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수학에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저가 앞서 쓴 수직선(數直線),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23) 중학생 자녀들의 수학공부를 위한 기획 24) 등 일

련의 글들은, 그 주된 대상이 중학생자녀들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나아가서 ‘생

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 글이 실린 회지들을 자녀들에게 주어서, 자녀들이 ‘직

접’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었다 보니, 회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따분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공간탐구여행에서는,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수학적인 계산이나 수학공식의 사용을 최소

화(最小化)하여, 회원 여러분들도 -누워서 읽기에는 좀 그럴 것입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챙겨야 할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은 저가 선장 겸 가이드가 되어, 우주선을 타고 예정된 별들을 방문하는 패키지여행입니다. 여행경

비는 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비는 잘 내시고들 있지요? 도시락과 물

통, 간식 등은 알아서 챙기시면 되고, 카메라는 필요 없습니다.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은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저가 앞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여행경로에 빗

대어 쓴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 기억나십니까?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다가 대전에

서 찍고,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방향을 돌려, 부산까지 쭉 따라 내려가면, 어느 사이에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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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업준비 중인 인문계졸업생들을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5 “삼성/현대차 시험, 수학이 당락(當落)가른다.” 부
분 참조 ; 더하여 저의 글, 중학생자녀들의 수학공부를 위한 기획,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필자의 제안 2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 VOL.80 2015) p.39 같은 내용의 글도 참고할 것. 
이와 관련하여 참고서적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저가 여러 곳에서 ‘수학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바 있습니다만, 이제 취업을 위
해서도 수학적 소양과 지식 즉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분석과 추론능력,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학과는 담을 쌓아 왔을 인문
계출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수학의 기초지식을 공부하는 데는 중학교 수학교과서가 제일 좋습니다만, 중학교 수학수준이 어디 그
리 만만하던가요? 새삼스럽게 수학학원에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수학책으로 문제풀이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위 능력의 배양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책이 있습니다(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교양을 쌓길 원하는 일반인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예전에 동아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왔던 책들인데, ‘현대과학에의 초대 시리즈’ 또는 ‘만화로 보는 현대과학의 세계 시리즈’입니다. 전문 학자들이 글을 쓰고, 이해를 돕기 위
해 그림을 덧붙인 것으로서, 재미로 보는 만화가 아니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책입니다. 1990. 9. 15.경 제1권이 발행된 것을 필두로, 1992. 6. 5.경 제12
권이 발행되었는데, 발행당시 정가가 3,000원이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약간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행된 지 오래되
기는 하였습니다만, 이만한 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공대를 나오고, 성년이 되었는데도, 이 책은 한 번씩 찾더라구요. 수학이
란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각권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만 봐도 영양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1권]천문학 이야기 [제2권]상대성의 세계: 상대성 이론을 다루고 있습
니다. [제3권]블랙 홀 여행 [제4권]우주의 기하학: 비유클리드기하학 입문서입니다. [제5권]빅 뱅 [제6권]지구 이야기 [제7권]태양계 [제8권]위기의 지
구 [제9권]우리 은하 [제10권]생물의 진화 [제11권]위상 기하학: 공간을 다루는 새로운 기하학의 입문서로서, ‘공간지각/시각적 사고’를 기르는데 그저
그만입니다. [제12권]프랙탈: ‘프랙탈(분수) 기하학’ 입문서입니다. 

23)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 제32호 2015) pp.335-356. 
24) 저의 글, 중학생자녀들의 수학공부를 위한 기획,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필자의 제안 1, pp.42-47 ; 중학생자녀들의 수학공부를 위한 기획, 보편

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필자의 제안 2, pp.34-39 참조. 
25)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  p.353.

1-제33호 교양논문 336-416_레이아웃 1  16. 1. 15.  오후 12:09  페이지 367



의 증명이 끝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25)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까지를 알 필요는 없

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자체만 알면 됩니다.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

은, 밑변의 제곱에다 높이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는 정리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국민 모두가 알아야할 공식’이라고 하여 ‘국민공식(國民公式)’이라고들 하

지요. 여행에 위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를 통해서, 공간이 휘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자! 이제 웬만큼 준비가 되었으므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의 세계’ 관(館)에 들러서 ‘공간’

과 ‘차원’에 대한 전시물(展示物)들을 둘러본 후, 우주선에 승선하여 별들을 둘러보는 우주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울^^발! 

2.  평면국이야기

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간의 세계’ 관(館)에 잘 오셨습니다. 전시물들을 둘러보기 전에 먼저 재미있는

(?) 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

처음 읽으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여드릴 전시물들을 관람하신

후,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래의 글을 번호를 붙여 몇 개의 단락으

로 나누고, 특히 유의(留意)해야 할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나. 불가사의한 평면 세계 

① 지금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몸이 완전히 납작하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셰익스피

어 연구가 애보트 Edwin Abbott의 말대로 이런 나라를 <평면국 Flatland>이라고 불러 보자. 

어떤 사람은 사각형이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이며, 더 복잡한 모양을 한 평평한 빌딩을 종종걸음으로 드

나들고 평면적인 일이나 평면적인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② 평면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로 세로의 폭만이 있을 뿐 높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좌, 우, 전, 후는

알고 있지만 -납작한 수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위 아래는 전혀 상상도 못할 것이다. 

③ 수학자들은 말한다. “자, 들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좌 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 후도.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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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야기의 출처는 칼 세이건(Carl Sagan), 코스모스《Cosmos》, 21판, 1983(주식회사 학원사, 학원신서 4) pp. 393-394. 천문학계의 거장인 저자가 우주
의 신비를 쉽고 재미있게 그린 천문학의 바이블. 1980년에 쓰여진 후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아직도 변함없이 많이 읽히고 있는 책. 꼭 소장하여 여
러 번 읽을 가치가 있는 훌륭한 책.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학원사에서 초판이 나온 이후로 계속 재판(再版)이 나오고 있으며, 근래에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발매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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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겠지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차원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다른 두 개의 차원에 대해 직각으로

만나는 차원입니다.” 

④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두 차원에 직각으로라니! 차원

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세 번째의 차원을 보여 주시오, 어디 있습니까?” 

수학자들은 실망한 채 사라져 버린다. 

아무도 수학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⑤ 평면국에 사는 사각형 생물은 서로가 짧은 선(線)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사각형 생물의 가장 가까운 변만을 볼 수 있고 다른 변을 보려면 약간 걸어가야 한다. 

⑥ 그러나 사각형 생물의 내부는 가공할 사고(事故)나 해부 등에 의해 변이(變異), 파괴되고 내부가 드러나

지 않는 한 영구히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을 것이다. 

⑦ 예를 들어 어느 날 사과 모양을 한 3차원의 생물이 이 평면국에 나타나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고 해 보

자. 사과는 특히 매력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각형 생물이 납작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차원간

의 우호적 표시로 인사를 하기로 작정한다. “안녕하십니까?”하고 3차원에서 온 사과라는 방문객이 묻

는다. “나는 3차원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⑧ 사각형 생물은 깜짝 놀라 문이 닫혀진 자기 집을 돌아다녀 보고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불행하게도

위에서 들려온 인사말 소리가 자신의 평평한 몸뚱이 안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서 잽싸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고 자기의 혈통을 더듬어 보게 될지도 모른다. 

⑨ 정신 이상의 판정을 받은데 화가 난 사과는 평면국에 내려온다. 

3차원의 생물은 이제 평면국에 내려와 섰지만 그러나, 평면국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즉,

평면국의 평평한 생물이 볼 수 있는 것은 3차원의 생물이 평면국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고 있는 점이나

부분의 단면뿐인 것이다. 

평면국의 표면을 슬슬 미끄러져 가는 사과는 먼저 하나의 점으로 보이다가 그 점이 차츰 커져서 점차

거의 원형의 단면으로 보일 것이다. 사각형 생물은 2차원 세계의, 닫힌 방 속에 나타나, 서서히 원에 가

까워져 가는 한 점을 본다. 

이상하게 생긴, 그리고 모습을 바꾸어 가는 생물이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다. 

⑩ 둔감한 평면 세계에서 거부 반응을 받은 사과는 불쾌해져서 사각형 생물을 공중으로 쳐 올렸다. 그 사

각형 생물은 빙글빙글 돌면서 신비로운 3차원의 세계로 올라간다.

처음, 사각형 생물은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전연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희한하게 유리한 지점, 즉 <위>에서 평면국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부산지방변호사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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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는 닫힌 방 안도 들여다 볼 수가 있다. 

그는 납작한 동료들도 볼 수가 있다. 

그는 독특하고 파괴적인 안목으로 그의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 다른 차원을 통과하여 지나가노라니 덤

으로 생긴 이익처럼 X레이와 같은 투시력이 생긴다. 

⑫ 그러나 결국 이 사각형 생물은 낙엽처럼 평면국의 표면으로 서서히 떨어져 내려온다. 

그의 동포인 평면국 생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폐쇄된 방에서 홀연히 모습을 감췄다가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창백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은 “도대체 너

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묻는다. 

⑬ “나는 <위>에 갔던 것 같애”하고 그가 대답한다. 

동료들은 그의 한 변(邊)을 다독거리면서 그를 위로한다.

3.  공간의차원

가. 차원의 종류와 이동, 확장

(1) 우리는 한번씩 ‘저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학에서의 ‘차원’(次元: Dimension)의 개념은 ‘공간’(空間)의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차

원은 공간의 속성(고유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 4차원 공간 등의 표현이 말해주듯 공간

을 숫자로 표현해서 구별하는 것이 차원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의 3

방향으로 무한히 멀리 뻗어있는 3차원의 공간입니다. 

먼저 차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1차원과 2차원, 3차원 공간

① 1차원 공간은 선(線)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선 위에 있는 점(點)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이 점은 -

선에 붙어서- 선을 따라 좌우(즉 가로)의 1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선의 위는 1차원 공간인

것입니다. 27) 

따라서 1차원 공간은 길이(거리)를 갖는 공간이 됩니다.

선은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계속 곧게 뻗어나가는 직선(直線)과, 방향이 바뀌면서 뻗어나가는 곡선(曲線)으

로 나뉘는바, 곡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직선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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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點)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한 곳도 없고, 단지 위치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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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원 공간은 면(面) 위의 공간입니다. 면 위의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점은 -면의 표면에 붙어서-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면의 표면은 2차원 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2차원 공간은 넓이 즉 면적(面積)을 갖는 공간이 됩니다. 

면은 평평한 표면을 가지는 평면(平面)과, 휘어진 표면을 가지는 곡면(曲面)으로 나뉘는바, 곡면은 뒤로

미루고, 일단 평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③ 3차원 공간은 입체(立體) 안의 공간입니다. 입체 안의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점은 입체의 안(내부)에서-

좌우, 앞뒤, 위아래(즉 가로, 세로, 높이)의 3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입체의 안(내부)은 3차원

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은 부피 즉 체적(體積)을 갖는 공간이 됩니다. 

입체 즉 3차원 공간은 ‘평평한(flat) 유클리드적 공간’과, ‘휘어진(warp) 비유클리드적 공간’으로 나뉘는바,

‘편의상’ 앞으로 이들을 ‘3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역시 ‘3

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은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일단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3) 차원의 수학적 정의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차원을 수학적으로 정의해보겠습니다. 곡선(曲線)과 곡면(曲面), ‘3차원 비유클

리드 공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휘어진 공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역시 아래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책을 보면 보통 『차원이란 자유도(自由度) -즉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 를 의미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설명.

직선 위에서는 좌우(즉 가로)의 1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즉 자유도가 있으므로- 직선은 1차원.

평면 위에서는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즉 자유도가 있으므로-

평면은 2차원.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는 좌우, 앞뒤, 위아래(즉 가로, 세로, 높이)의 3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

므로 -즉 자유도가 있으므로-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은 3차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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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 정의를 한번 음미해보기로 하지요. 예컨대 평면의 경우를 보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개 방향만 있는 것
이 아니고, 일례로 좌우(즉 가로) 방향에 대해 45도 즉 ‘대각선’의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면의 자유도가 2’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real sound!’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直交座標系)는, 수평선에 해당하는 “x축”과, 수직선에 해당하는 “y축”을 직각으로 교차시킨 다음, 점(點)의 좌표를 순서쌍(x,
y)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에서는, 위의 ‘대각선’ 방향도 “x축”과 “y축”만 사용하여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평면의 자유도가 2’가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위의 정의는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는 공간의 탐구에 이르는 길 -나아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나아가는 길- 을 활짝 열어놓은 것으로
서, 데카르트는 우리 인류에게 공간의 탐구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차원의 수학적 정의’도 보겠습니다. 『어떤 공간의
차원은 그 공간의 성분들 중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모아 놓았을 때, 그런 성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흠 정말 어렵게들 쓰는군요! 그러나 위 문구 중의 따옴표 안 부분을, 『데카르트의 직교좌표계에서의 “x축”과, “y축” 등
“축”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바로 이해 끝. 

1-제33호 교양논문 336-416_레이아웃 1  16. 1. 15.  오후 12:09  페이지 371



(4) 이제 각 차원의 공간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그림1].

① 맨 위의 도형이 1차원 공간, 중간 도형이 2차원 공간, 맨 아래 도형이 3차원 공간입니다. 앞에서 1차원은

직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직선, 평면, ‘평평한

모양의 입체’로 그려진 것입니다.

② 1차원 공간은 선이 좌우(즉 가로) 방향으로 무한히 멀리 뻗어있는 공간으로서, 길이

가 무한대인 공간입니다. 선의 무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의 양끝부분을 점선으

로 표현하였습니다. 

2차원 공간은 면의 표면이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 방향으로 무한히 멀리 뻗어있

는 공간으로서, 표면의 넓이(면적)가 무한대인 공간입니다. 넓이의 무한성을 나타내

기 위하여, 표면의 가장자리 부분을 굴곡지게 표현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은 (입체의 안 즉) 입체가 좌우, 앞뒤, 위아래(즉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

로 무한히 멀리 뻗어있는 공간으로서, 부피(체적)가 무한대인 공간입니다. 부피의 무

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육면체의 가장자리(모서리) 부분을 점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나. 1차원과 2차원, 3차원 공간에서의 각종 도형들

(1) 이번에는 각 차원의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존재)들을, 한번 도형으로 그

려보겠습니다[그림2]. 

앞서 1차원 공간은 선(線), 2차원 공간은 면(面), 3차원 공간은 입체(立體)인데, 각

각 대상을 직선, 평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었지요? 

그런데 각 차원의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도형으로 그리자면, 대상을

더 줄여야 합니다. 즉 1차원의 직선은 유한(有限)한 길이를 가진 직선인 선분(線

分)으로, 2차원의 평면은 유한한 면적을 가진 정사각형, 삼각형, 원 등의 도형으

로, 3차원의 입체는 유한한 부피를 가진 정육면체, 삼각뿔, 공 등의 도형으로 그

리는 것입니다. 29)

(2) 앞서 나온 ‘평면국 이야기’에서의 <평면국 Flatland>은 2차원 공간(세계)으로서(위 이야기 ①항), 좌우, 앞뒤

(즉 가로, 세로)의 방향만 있을 뿐, 위아래(즉 높이)가 없는 공간(세계)입니다(위 이야기 ②항). 

이야기에서는 <평면국 Flatland> 즉 2차원 세계의 생물들 중에서 ‘사각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 3차

원 세계의 생물들 중에서는 ‘사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군요. ‘사과’는 [그림2]의 3차원에 있는 도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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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앞서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들은 원래, 길이가 무한대인 공간, 넓이(면적)가 무한대인 공간, 부피(체적)가 무한대인 공간이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런
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간들을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원의 도형들을 가지고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도형들의 넓이(면적)가 무한대가 되면,
모든 도형들이 같은 모양이 되어 구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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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맨 오른쪽에 있는 ‘공’ 즉 구(球)에 해당됩니다. 

(3) 위 도형들은 항상 즉 어느 차원의 생물들이 보더라도, [그림2]에서 보이는 도형들과 같은 모양으로 보일까

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책상 위에 100원짜리 동전을 놓은 다음, 동전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전은 ‘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책상의 가장자리로 물러나서 눈의 위치를 낮추어 가면, 동전의 모양이 점차 ‘타원’으로 바뀌다가,

눈의 위치가 책상의 탁자와 같은 높이에 이르게 되면 동전은 ‘직선’ 모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직접 실험

해보세요. 

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하위 차원인 2차원의 도형을 보았으므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차원은 위아래(즉 높이)가 있는 공간이어서, 눈의 위치를 위아래로 바꾸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② 그럼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눈으로, 2차원의 ‘원’(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 그렇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직선’으로 보입니다! 원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무엇이든 간에, 2차원의 생물에게는 모든 평면도형

들이 오직 ‘직선’으로만 보입니다(위 이야기 ⑤항).  

③ 이번에는 경우를 바꾸어 1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1차원의 ‘직선’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점(點)’

으로 보인다구요? 빙고! 

1차원의 세계에서는 좌우(즉 가로)만 존재할 뿐, 앞뒤(즉 세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에서 벗

어나야 ‘선’의 모습이 보이지요. 상상이 되지요? 

④ 자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3차원의 ‘입체도형’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같은 이치로 [그림2]의

2차원에 있는 ‘평면도형’들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으잉?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구요? 

현실의 3차원 입체도형들은 사실은 우리 눈에 2차원의 평면도형들로 비치는데, 우리의 두뇌가 이 평면

도형들을 입체감이 있는 입체도형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흠 거울, 사진, 영화 특히 3D 영

화를 생각해보면 되겠군요. 

⑤ 생각하느라 애를 먹었으니, 정리해서 요약해놓아야겠지요? 

『상위 차원(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은, 그의 하위 차원의 도형의 모양을 볼 수 있으나(위 이야기 ⑦, ⑩, ⑪

항), 하위 차원(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은, 그의 상위 차원의 도형의 모양을 상상할 수 없다(위 이야기 ②항).』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은, 같은 차원의 도형의 모양을 원래의 모양 그대로

는 볼 수 없으며, 그보다 1차원 낮은 ‘점’이나, ‘직선’이나, ‘평면도형’으로 보게 된다(위 이야기 ⑤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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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차원 공간은 길이(거리)를 갖는 공간이므로 1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에게도 길이(거
리)에 대한 개념이 있다 -즉 인식할 수 있다- 는 것. 2차원 공간은 넓이 즉 면적(面積)을 갖는 공간이므로,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넓이
즉 면적(面積)에 대한 개념이 있다 -즉 인식할 수 있다- 는 것. 3차원 공간은 부피 즉 체적(體積)을 갖는 공간이므로,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 부피 즉 체적(體積)에 대한 개념이 있다 -즉 인식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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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친김에 이번에는 도형의 내부(內部)를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앞서 책상 위에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전이 ‘원’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2차원의 평면도형(예에서는 ‘원’)을 내려다보면, 평면도

형의 원래의 모양을 볼 수가 있다, 환언하면 평면도형(예에서는 ‘원’)의 ‘내부(內部)’를 볼 수가 있다는 말

이 됩니다.31) 

②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눈으로 2차원의 도형을 보게 되면, 모든 평면도

형들이 오직 ‘직선’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평면도형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③ 한편 1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눈으로 1차원의 도형을 보게 되면, ‘직선’이 ‘점(點)’으로만 보이기 때문

에, 역시 도형 즉 ‘직선’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④ 나아가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3차원의 도형을 보게 되

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입체도형들이 오직 ‘평면도형’으로만 보이

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 입체도형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3]의 맨 왼쪽 정육면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내부가 보이나요?

정육면체를 이루는 면(面: 정사각형)도 이쪽을 향한 면 3개만 보이지요? 

도형들에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實線)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點線)으로 표현해 보겠습니

다. 그림의 중간에 있는 정육면체를 보면, 면 3개만이 실선으로 표현된 모서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면 3개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에 비해 정육면체의 뒤쪽과 아래쪽에 있는 면, 합쳐서 면 3개는, 점선으

로 표현된 모서리가 각 2개씩 포함되어있어서, 그 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위 차원인 4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3차원의 정육면체를 보게 되면, 같은 이치로

그의 눈에는 정육면체의 뒤쪽과 아래쪽에 있는 면들, 나아가 내부의 구석구석까지도 ‘한눈에’ 모두 보입

니다. 32) 그림의 맨 오른쪽 정육면체가 4차원의 생물이 보는 정육면체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모서리 모

두가 눈에 보이는 실선으로 표현되어있습니다.  

⑤ 이글의 모두가 이렇게 고지식하다고 할 정도로 차원을 되풀이하면서, 추론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우리는 3차원 나아가서 그 상위 차원들의 모습을 이런 추론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인식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이점 꼭 유념(留念)하셔야 합니다!  

⑥ 이것도 정리해서 요약해놓아야겠지요?

『상위 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은, 그 하위 차원에 존재하는 도형의 ‘내부’를 볼 수 있으나(위 이야기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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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같은 이치로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1차원의 도형인 ‘선’을 내려다보면, 도형의 원래의 모양 그대로 ‘선’으로 보일 것인바, 이는 환언
하면 ‘선’의 ‘내부’인 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32) 이것은 위 ①항과 같이,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2차원의 도형을 볼 때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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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각 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는,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도형의 ‘내부’를 볼 수 없다(위 이야기 ⑥항).』  

다. 차원의 이동 

(1)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존재)이 2차원 공간(세계)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차

원 공간 즉 평면에 3차원 입체도형인 정육면체가 들어오면, 정육면체는 2차원 평면도형인 ‘사각형, 육각형’

등으로 보일 것입니다. 같은 3차원 입체도형인 ‘공’ 즉 구(球)가 들어오면, 공은 2차원 평면도형인 ‘원’으로

만 보일 것입니다. 33)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형의 그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도형이 하

위 차원으로 내려오는 것을, 도형의 그림자가 아래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

육면체의 기울기를 바꾸는데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바뀔 것입니다. 하위 차원의 도형(존재)들은 이와 같

이 바로 상위 차원 도형(존재)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1차원의 도형인 선은 2차원 도형들의 그림자, 2차원의 도형들은 3차원 도형들의 그림자! 그렇다면 3차원의

도형들 -물체와 에너지, 제반 현상들, 사건, 나아가 생(生)과 사(死) 등- 은, 4차원의 무언가의 그림자일 것

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발전시켜 도형들을 차원(공간)으로 바꾸게 되면, 1차원은 2차원의 그림자, 2차원은 3차원

의 그림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은 4차원 공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공간과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거나, 『공간과 시

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무언가 보다 복잡한 것의 근사치일 뿐이다』라는, 일부 끈 이론(string theory)

학자들의 귀결과 맥이 닿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34)

뭔가 아리송하면서도, 와 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차원 입체도형이 2차원 공간 즉 평면에 들어오게 되면, 입체도형은 2차원 평면도형

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3차원 입체도형이, 2차원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

는 단면(斷面)’이 바로 그 2차원 평면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3차원 입체도형 중의 하나인 ‘공’ 즉 구(球)를 가지고, 공이 2차원 평면도형인 ‘원’으로 바뀌는 과

정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공이 2차원 평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이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

이 바뀌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관찰해보면, 처음에는 그 단면이 하나의 ‘점(點)’으로 보이다가, 그 점이 차츰

커지면서 ‘원형’으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위 이야기 ⑨항). 

그렇다면 1차원의 선(또는 위에서와 같이 1차원 공간 자체)은 2차원이 1차원 공간에 접하는 단면, 2차원의

평면도형(또는 2차원 공간 자체)은 3차원이 2차원 공간에 접하는 단면, 그렇다면 3차원의 입체도형(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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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와 반대로 2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3차원 공간(세계)으로 올라가더라도, 생물 즉 도형의 모양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고 있는 3차원 공간으로 생각해보면, 3차원의 입체도형뿐만 아니라, 2차원의 평면도형, 1차원의 선들도 그 모양 그대로 존재하니까요. 이런 이치는 1
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2차원 공간(세계)으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4)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p.23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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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공간 자체)은 4차원의 무언가(또는 4차원 공간 자체)가 3차원의 입체공간에 접하는 단면일 것으로 추

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세계)이 부피를 갖는 3차원 입체공간이므로, 위에서와 같이 -2차원의 개념인- 그림

자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모양이 바뀌어가는 입체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라. 차원의 확장

(1) 어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몇 차원 공간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3차원이라고 하면 “에이, 물

리 선생님이 4차원이라고 하던데...”라고 하고, 4차원이라고 하면 “어? 수학 선생님은 3차원이라는데요.”라

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딱 ‘무식한 *’ 되기 십상인데요. 한마디로 3차원과 4차원의 개념이, 수학과 물

리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간은 ‘수학상의 공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좌우, 앞뒤,

위아래(즉 가로, 세로, 높이)의 3개 방향이 있는 입체공간이므로, 수학상으로는 3차원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을 추가적인 1개의 차원으로 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수

학상의 3차원 공간에다, ‘시간’을 덧붙인 공간을 4차원 ‘시공간(space-time)’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4차원 ‘시공간’이므로, 물리학에서는 4차원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대성 이론’ 관(館)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계속 수학상의 공

간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2) 우리는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3차원 공간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4차원 등

의 높은 차원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차원 세계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4차원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직관적으로’ 상상

하는 것 -눈앞에 그려보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는 능

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차원의 확장’인바, 아무리 고(高)차원이라고 해도 수학의 확실

성과 엄밀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확장에 의하여, 우리는 고차원의 존재와 그 모습을 추론(推論)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수학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제부터 수학에 의한 ‘차원의 확장’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보겠습니다.

앞서 1차원 공간은 선(線), 2차원 공간은 면(面), 3차원 공간은 입체(立體)인데, 각각 직선, 평면, ‘3차원 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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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하의 내용에 관해서는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4 참조. 원래 그냥 인용만 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그렇게 하니 영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아
서 부득이 전재(轉載)하였습니다. 이미 위 글에서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은 ‘누워서’ 읽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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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공간’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로 하였었지요? [그림2]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는 대상을 더 한정하여, 1차원

의 직선은 유한(有限)한 길이를 가진 직선인 선분(線分)으로, 2차원의 평면은 유한한 면적을 가진 정사각형

(正四角形)으로, 3차원의 입체는 유한한 부피를 가진 정육면체(正六面體)로 그려서 설명해나가겠습니다. 

시작해보기로 하지요.35) 4차원의 입체도형을 상상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1차원인 선분에서 출발하여, 2차원

인 정사각형, 3차원인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4]는 0차원에서 3차

원으로 점차 확장되어가는 개념-모습-을, 한 곳에 모아 그린 것입니다. 

① 0차원인 점(點)을 가로방향으로 일정한 길이만큼 일직선으로 이동시키면, 그 흔적이 1차원인 선분이 될

것이고, ②그 선분을 세로 방향으로, 즉 가로에 대해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선분의 길이만큼 이동시키면,

그 흔적이 2차원인 정사각형이 될 것이고, ③다음 그 정사각형을 높이 방향으로, 즉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

로 두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선분의 길이만큼 이동시키

면, 그 흔적이 3차원인 정육면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대 즉 차원을 확장해가면, ④3차원인 정육면체

를 4차원의 방향으로, 즉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 높이 세 방향에 대해 동시

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선분의 길이만큼 이동시키면, 그 흔적이 ‘4차원 초

입방체’ 즉 테서랙트가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36) 

(4) 그런데 『가로와 세로, 높이 세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이 직관적으로 상상이 됩니까? 그 방

향이 상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3차원 공간 즉 가로와 세로, 높이 세 방향만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37)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는 그 차원보다 낮은 차원의 세계만을 볼 수 있으며, 그 상

위 차원 세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1차원의 존재는 면(面) 즉 넓이의 개념이 없으

므로 정사각형을 상상할 수 없고, 2차원의 존재는 입체(立體) 즉 부피의 개념이 없으므로 정육면체를 상상

할 수 없으며, 같은 이치로 3차원의 존재인 우리 인간은 ‘4차원 초입방체’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학의 확실성과 엄밀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확장에 의하여, 4차원 공간에서는 『가로와 세로, 높이

세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이 존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평면국 이야기’의 음미 

① ‘평면국 이야기’에서, 수학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원의 확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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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의 설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느 차원의 도형을 그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원래 차원보다 하나 높은 차원의 도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37) 가로, 세로, 높이 세 방향 어느 것과도 직각으로 만나는 또 다른 방향은 (우리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세 개의 차원을 가질
뿐이다(아리스토텔레스)’라거나, ‘공간상에서 서로 직교(直交)-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은 세 개밖에 그을 수 없다(갈릴레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
러나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지지는 않지만, 수학의 힘으로 그런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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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2차원 세계의 주민(도형)들에게, 3차원을 설명하면서, ‘가로와 세로 두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각

이 되는 방향’을 상상해보라고 합니다(위 이야기 ③항).

② 그러나 2차원 세계의 주민(도형)들은, 가로와 세로 두 방향밖에 없다는 생각에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두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이 어디 있느냐’고 수학자들을 공박합니다. 그러

면서 그들은 ‘그 세 번째의 차원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위 이야기 ④항). 

흠 2차원 세계의 주민들은 그나마 학구열(?)이 있는 편이군요... 우리 3차원 세계라면? ‘어이 생각하기

귀찮아. 저절로 알아지게 쉽게 좀 설명 안돼?’로부터, ‘그딴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이거 미친* 아

냐!’까지.

③ 이에 수학자들은 실망해 사라지고, 아무도 수학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위 이야

기 ④항). 그러나 우리 3차원 세계에서는 ‘소통’이 강조되는 세상이다 보니, 수학자들은 ‘2차원 세계의 수

학자들과 달리’ 교양수학 책을 집필하거나, 알기 쉽게 글을 쓰거나 하여, 일반인들을 이해시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2차원 세계의 주민들과 같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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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 부분은 ‘평면국 이야기’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야기에서는 2차원 세계의 주민이 순전히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타의(他意)에 의해서, 3차
원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었으나(위 이야기 ⑩항), 저는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형상화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글의 저 멀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선가(禪家)에서의 ‘깨달음’의 경지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고 하여
‘언어문자로 형상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禪)이나 ‘깨달음’의 경지를 ‘벙어리가 꿀 먹은 것’에다 비유하기도 하는데, 벙어리가 꿀을 먹어 단
맛은 알겠으나, 그것을 말로도 손짓과 발짓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철 스님께서도 생전에 법문에서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 찰나
간에 그 맛을 알 수 있으나, 그 밥맛을 팔만대장경이상으로 기록하고 설명해 놓는다 해도 실지 밥맛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
다고 합니다. 이 청, 이 뭣고, 초판, 1988(불교영상회보사) p22. 모두 ‘깨달음’의 높은 경지를 말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선의 선다운 생명력으로 하면서도, 선사(禪師)들은 말로써 후학을 가르쳤고,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
리는 선의 모습을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이지요. 그러나 ‘문자를 통한 가르침’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 참된 ‘깨달음’은 문자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평생을
두고 가르치신 내용도, 모두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주려고 방편(方便)으로 설(說)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철 스님이 1993년 11월 4일 열반
(涅槃)에 드시면서 남긴 임종게(臨終偈)의 한 구절 ‘평생 동안 남을 속였으니 그 죄가 수미산에 닿았다’고한 구절은, 스님이 그동안 중생들에게 들려
줬던 오묘한 진리들이 모두 ‘속인 것’이라는 양심고백(?)이 아니라, 석가의 ‘한 자도 설(說)한 것이 없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스님이 설한 수많
은 언어 문자들이 한갓 그림자 같은 말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역설적(逆說的)인 표현임과 동시에, 그 언어 문자들에 매달리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도 지극한 도(道)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바, 이는 다른 말로 바꾸어보
면 ‘선을 통해서만 도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선을 통한 수행에 의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큰 스님들을, ‘수학적으로 형상화’하여, 3차원의 세계에 올라가보았던 2차원 세계의 주민으로
바꾸어 생각해보았습니다. 
2차원 세계에서는 <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차원 세계로 올라가보았던 2차원 세계의 주민은, 동료들에게 말로서 <위>를 설명해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꿀맛’이나 ‘밥맛’의 비유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중생들에게 정확하게 그 맛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중생들도 알고 있는 비슷한 음식인 ‘설탕맛’이나 ‘죽맛’ 등을 가지고 어렴풋이 느끼게 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러나  2차원 세계에서는 <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개념조차도 없으므로, <위>의 세계를 -비슷하게라도- 표현할 방법이 ‘전
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더라도, ‘2차원 세계의 주민이 3차원의 세계에 올라가본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
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깨달음’의 경지가 조금은 구체화된 느낌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진척시키게 되면, 성철 스님이 보조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頓悟漸修: 단계적인 수행)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돈오돈수(頓悟頓修: 직관
적인 홀연한 깨달음)를 주장하신 근거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확철대오(廓撤大悟)! 한번 <위>의 세
계를 경험한 이상, 다시 단계를 밟아 더 경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수시로 그 경험을 되뇔 필요도 없는 것
입니다(돈오돈수). 돈(頓)과 점(漸) 논쟁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 청, pp.210-216 참조. 
위의 예를 비롯하여 불교의 와 닿지 않는 많은 추상적인 구절들을, 수학의 모습으로 즉 이해 가능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수학적인 형상화’는 저가 재미로 해보는 지적유희(知的遊戱)에 불과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
로, 잘못이 있더라도 부디 나무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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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러다 2차원 세계의 주민(도형)들 중 하나(사각형)가, 순전히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타의(他意)에 의해

서, 3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3차원 세계에서 2차원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바(위 이야기 ⑩, ⑪항), 이에 대해서는 앞의 ‘1차원과 2차원, 3차원 공간에서의

각종 도형들’에서 설명하였습니다.

⑤ 그러나 결국 2차원 세계의 주민(사각형)은 다시, 자신이 살던 2차원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2차원 세

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홀연히 모습을 감췄다가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바(위 이야기 ⑫항). 이에 대해서는 앞의 ‘차원의 이동 (2)항’에서 설명하였습니다.  

⑥ 3차원 세계를 다녀온 2차원 세계의 주민(사각형)은,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묻는 같은 세계의 주민들에

게, “나는 <위>에 갔던 것 같애”라고 대답합니다(위 이야기 ⑬항). 2차원 세계는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가

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위아래(즉 높이)의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므로, 2차원 세

계에서는 <위>를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위>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위>를 경험하려면 3차원 세계로

올라가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위>의 개념이 없으므로 <위>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8)

그래서 ‘<위>에 갔던 것 같다’는 그의 말을 들은 동료들(같은 세계의 주민들)은, 그의 어깨를 정답게 다독

거리면서 위로해주는 것입니다(위 이야기 ⑬항). 그들은 돌아가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

니다. “완전히 맛이 갔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안됐어”. 그들 중에 섞여있던 변호사는 속으로 이렇

게 생각합니다. ‘점차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사각형의 처가 이혼소송을 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4. 4차원공간의형상화

가. 도형에 의한 형상화 방법

(1) 위에서 수학에 의한 ‘차원의 확장’의 방법으로 4차원 공간 즉 ‘4차원 초입방체’ -테서랙트- 의 모습을 추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원의 확장에 의해서도 4차원 공간이 선뜻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4차원 공간을 직

관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눈앞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거 뭐’ 없냐구요?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2) 4차원 공간을 형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수학공식의 사용을 최소화(最小化)하면서, 기

초수준 정도에서 설명’해나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순수 수학적 방법에 의한

형상화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림 즉 도형을 이용하여 4차원 공간을 표현할 것이므로,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먼

저 ‘테서랙트’를 살펴보고, 이어서 ‘뫼비우스의 띠’를 설명한 다음, ‘뫼비우스의 띠’가 가진 속성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클라인 병’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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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서랙트(tesseract)

(1) 테서랙트를 만드는 방법 

‘4차원 초입방체(hypercube)’ 즉 테서랙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글에서 상세하게 소개하였

습니다. 39) 요약하면 전개도(展開圖)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원인 직선에서 2차

원의 전개도를 그리고, 2차원인 평면에서 3차원의 전개도를 그리고, 3차원의 ‘평평한(flat) 유클리드적 공간’에

서 ‘4차원 초입방체’ 즉 테서랙트의 전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찾아 읽으실 것. 

(2) [그림5]의 ‘4차원 초입방체’를 자세히 보면 정육면체 8개가 한 덩

어리로 뭉쳐있는바, 이 ‘4차원 초입방체’ 그림을 보고 정육면체 8

개를 모두 찾아낼 수 있다면 공간인식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림6]은 저가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면들과 선들의 색깔을 구

분하여, 크게, 그린 것으로서, 막노동의 산물입니다. 한때 매직아

이(MagicEye) 책받침이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책받침

에 그려져 있는 모양이 보이지 않다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눈앞에 ‘홀연히’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 정육

면체들을 찾아내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육면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단 2개를 빼고는, 나머지 6개

모두가 모양이 찌그러져있음을 감안해야합니다). 몇 개나 보이

나요? 

그런 방법으로 정육면체 8개 모두를 찾아낼 수 없으면, 할 수 없

습니다. 눈을 피곤하게 하고 엄청 짜증나는 방법이지만 -저는 그

림을 그리면서 돌아버리는줄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8개 모두

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①번에 표시된 점 8개를 그림에서 찾아서 연결해보시면, 1

개의 정육면체 모양이 될 것입니다. 정육면체의 면이 6개이므로, 이런 방법으로 각 면들을 1개의 면으로 하

는 정육면체 6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① 윗면 : (0, 1, 0, 0), (1, 1, 0, 0), (1, 1, 1, 0), (0, 1, 1, 0)

(0, 1, 0, 1), (1, 1, 0, 1), (1, 1, 1, 1), (0, 1, 1, 1)

② 아랫면 : (0, 0, 0, 0), (1, 0, 0, 0), (1, 0, 1, 0), (0, 0, 1, 0)

(0, 0, 0, 1), (1, 0, 0, 1), (1, 0, 1, 1), (0, 0, 1, 1)

③ 앞 오른면 : (1, 1, 0, 0), (1, 0, 0, 0). (1, 0, 1, 0). (1, 1, 1, 0)

(1, 1, 0, 1), (1, 0, 0, 1), (1, 0, 1, 1), (1, 1, 1, 1)

380•제33호 부산법조

39)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p.5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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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뒤 오른면 : (0, 1, 1, 0), (0, 0, 1, 0), (1, 0, 1, 0), (1, 1, 1, 0)

(0, 1, 1, 1), (0, 0, 1, 1), (1, 0, 1, 1), (1, 1, 1, 1)

⑤ 앞 왼면 : (0, 1, 0, 0), (0, 0, 0, 0), (1, 0, 0, 0), (1, 1, 0, 0)

(0, 1, 0, 1), (0, 0, 0, 1), (1, 0, 0, 1), (1, 1, 0, 1) 

⑥ 뒤 왼면 : (0, 1, 0, 0), (0, 0, 0, 0), (0, 0, 1, 0), (0, 1, 1, 0)

(0, 1, 0, 1), (0, 0, 0, 1), (0, 0, 1, 1), (0, 1, 1, 1)      

그러면 나머지 정육면체 2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⑦ (0, 0, 0, 0), (1, 0, 0, 0), (1, 0, 1, 0), (0, 0, 1, 0) 점 4개와, 

(0, 1, 0, 0), (1, 1, 0, 0), (1, 1, 1, 0), (0, 1, 1, 0) 점 4개를 합한, 

8개의 점들 -새까만 점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을 연결하면 나오는 정육면체 1개가 있지요? 바로 테

서랙트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기본 정육면체’입니다.   

⑧ 위에서 찾아낸 정육면체 6개에다, ‘기본 정육면체’를 더하면, 정육면체는 모두 7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0, 0, 0, 1), (1, 0, 0, 1), (1, 0, 1, 1), (0, 0, 1, 1) 점 4개와, 

(0, 1, 0, 1), (1, 1, 0, 1), (1, 1, 1, 1), (0, 1, 1, 1) 점 4개를 합한, 

8개의 점들 -자그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을 연결하면 나오는 정육면체 1개가 있지요? 

위 정육면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위 정육면체는 정육면체 7개가 만들어지면서 ‘저절로’ 생겨난 입체

입니다. 4차원 -나아가 그 상위 차원- 세계의 오묘함을 엿보게 하는 장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상상력을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神)이 거주하는 세계(공간)?     

(3) 테서랙트를 만들어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테서랙트가 있음에도 위 모양의 테서랙트를 선택한 것은, 그나마 가장 직관적으로 4차원 -나아

가 그 상위 차원- 공간의 속성을 엿볼 수 있는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① ‘시공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形象化)해볼 수 있습니다. 40) 위의 ‘기본 정육면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를 형상화한 3차원 시공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 정육면체 즉 이 시공간에 갇혀서 지내는 처지입니다. 41)

그런데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4차원 초입방체’에서는 정육면체들 8개 모두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

육면체에서도 다른 정육면체들로, 즉 어느 시공간에서도 다른 시공간들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원하는 대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42)

부산지방변호사회•381

40)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 pp.38-39 참조.  
41) 쉽게 설명하면, 다른 시공간 예컨대 과거나 미래의 시공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42)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확대해가도 됩니다. 차원을 더 높이게 되면 그만큼 정육면체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더 여러 시공간들로 나갈 수가 있

겠지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는 시공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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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앞서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은 차원의 3차원 입체도형을 보면, 이쪽을 향한 면(2차원 도

형입니다) 3개 모두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복습삼아 앞서의 [그림3]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의 중간

에 있는 정육면체 중 실선(實線)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서리로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3

차원의 인간인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는 앞쪽의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쪽을 향한 위와 앞, 합하

여 3개의 면 모두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하위 차원인 3차원의 정육면체를 보게 되면, 정육면체의 -위의 면

3개는 물론- 아래와 뒤, 합하여 3개의 면 및, 그 면들로 둘러싸인 내부의 구석구석까지가 ‘한눈에’ 보입

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 정육면체가 4차원의 생물이 3차원 정육면체를

보는 모양인데, 면의 모서리가 모두 실선으로 나타나있듯이, 면 6개 모

두와, 그 면들로 이루어진 내부가 ‘한눈에’ 모두 보이는 것이지요. 

③ 그럼 4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같은 차원의 ‘4차원 초입방체’ 즉 테서랙트를 보게 되면, 테서랙트가

어떻게 보일까요?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은 차원의 3차원 입체도형을 볼 경우, 이쪽을 향

한 면(2차원 도형입니다) 3개 모두가 보였듯이, 4차원 생물의 눈에는 이쪽을 향한 정육면체(3차원 도형

입니다) 3개 모두와 43), ‘기본 정육면체’ 1개를 합한 정육면체 4개 및, 그들의 내부가 보일 것으로 추론(推

論)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원 생물의 눈에도, 위의 정육면체 4개를 제외한 다른 정육면체들은 44), 보

이지 않을 것입니다. 

④ 이번에는 5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 그의 하위 차원인 4차원의 테서랙트를 보는 경우를 추론해보지

요. 테서랙트가 어떻게 보일까요? 위와 같은 이치로, 정육면체 8개 모두와, 그들의 내부 -환언하면 테서

랙트의 내부-가 ‘한눈에’ 모두 보일 것입니다.  

하도 복잡해서 [그림6]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곰곰이 생각하셔야, 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만, 그림을 설명하는 것도 만만치 않군요.  

다. 뫼비우스의 띠(Mobius strip) 

(1) 상상력을 쥐어짜내면서 생각을 거듭하려니 힘드셨죠? 이번에는 머리도 식힐 겸(?) 오랜만에 색종이놀이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다른 색종이 여러 장과 가위, 문구용 풀이 다입니다. 먼

저 색종이를 잘라서 긴 직사각형 테이프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림7]의 맨 위에 있는 띠입니다. 

다음 이 종이 띠의 양끝을 그냥 풀로 붙이게 되면, 그림의 아래 왼쪽에 있는 원통 모양의 ‘원통형 띠’가 됩

니다. 그러나 이 종이 띠를 한번 꼬아서 양끝을 붙이면, 그림의 아래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되는데(부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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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에서 보았습니다. ①윗면, ③앞 오른면, ⑤앞 왼면이 포함된 정육면체 3개 -[그림6]에서 보면 그 정육면체들을 이루는 각 모서리들이, 모두 눈에 보
이는 실선(實線)으로 나타나있어서, 그 정육면체의 면들이 4차원 생물의 눈에 보입니다.- 와, ⑦‘기본 정육면체’ 1개를 합한 4개의 정육면체입니다.   

44) ②아랫면, ④뒤 오른면, ⑥뒤 왼면이 포함된 정육면체 3개 -[그림6]에서 보면 그 정육면체들을 이루는 각 모서리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점선(點線)
으로 표현된 모서리 각 3개씩이 포함되어있어서, 그 정육면체의 면들이 4차원 생물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와, ⑧‘저절로 생겨난 정육면체’ 1개
를 합한 4개의 정육면체입니다. 

1-제33호 교양논문 336-416_레이아웃 1  16. 1. 15.  오후 12:09  페이지 382



과 색깔을 주의 깊게 보십시요),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뫼비우스의 띠’라고 합니다. 독일의 수학

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뫼비우스(1790-1868)가 1858년에 생각해냈다는군요.  

(2) 그런데 이 간단한 꼬임 하나로 인하여 띠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뫼비우스의 띠가 가지는 기묘한

성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뫼비우스의 띠가 가지는 성질을 머리에서 상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직접 만들어서 실험해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색종이 여러 장을 준비하라는 이유입니다.

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통형 띠는 위에 1개, 아래에 1개하여, 도

합 2개의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뫼비우스의 띠에서는, A에서 출발하여 가장자리를 쭉 따라

가 보시면 B에서 D와 연결이 되고, D에서 계속 가장자리를 쭉 따라

가 보시면 C에서 다시 A와 연결이 되면서, 같은 경로를 밟게 됩니다. 

이 현상은 ‘뫼비우스의 띠에는 가장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② 이번에는 뫼비우스의 띠의 한쪽 면의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여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해보십시요. 처음

한 바퀴째는 출발한 곳과 정반대 면의 같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고, 계속 나아가 다시 한 바퀴 -처음부

터 치면 두 바퀴- 를 돌면 처음 시작했던 면의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45) 

이 현상은 ‘뫼비우스의 띠에는 면이 하나밖에 없다. 환언하면 안과 밖 -안쪽 면과 바깥쪽 면- 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뫼비우스의 띠의 흥미로운 성질 중 가장 신기한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원통형 띠의 경우에는 ‘면’이 2개가 있으며, 안쪽과 바깥쪽 어느 면에서 출발하더라도, 안과 밖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46)

③ 이번에는 종이의 뒷면에서도 보이도록 투명한 셀로판지의 앞면에다 오른손에 끼는 ‘벙어리장갑’을 그린

다음, 손가락 방향을 ‘위’로 하여 -셀로판지의 밑 부분만- 뫼비우스의 띠에다 붙입니다. 이제 손가락 방

향의 가장자리를 계속 위쪽으로 유지하면서, 뫼비우스의 띠를 한 바퀴 돌려봅니다. 손가락 방향이 ‘위’

에서 ‘아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으시다면, 손대신 화살표를 그려서 실험해보아도 됩니

다(⇧ → ⇩). 

한편 같은 실험에서 ‘벙어리장갑’의 엄지손가락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역시 화살표

로 그려서 실험해도 됩니다(⇦ → ⇨). 

이 현상은 ‘뫼비우스의 띠에서는 -띠 전체에서는- 방향이 계속 달라진다. 환언하면 -띠 전체에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383

45) 이런 현상을 다른 식으로 실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띠는 두 색깔, 가령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2개의 면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색칠할 수 있지
만, 뫼비우스의 띠는 한 색깔로 온통 칠해지고 맙니다. 

46) 이를 ‘경계’의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어떤 면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어서 면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위 실험의 결과에 의하
면, 뫼비우스의 띠는 안과 밖이 바뀌므로 -즉 안과 밖의 구별이 없으므로- 표면의 경계가 1개뿐이지만, 원통형 띠는 안과 밖이 바뀌지 않으므로 -즉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면의 경계가 2개입니다. 정리하면 원통형 띠의 경계의 개수는 2개, 뫼비우스의 띠의 경계의 개수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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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원통형 띠의 경우에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 (⇦ → ⇦).  역시 이게

상식입니다.  

④ 뫼비우스의 띠의 가로 면을 따라 한가운데에 한 개의 금을 긋고, 그 금을 따라 가위로 자르면 보통의 띠

로 된 고리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2개의 금을 긋고, 그 금을 따라 가위질을 하면 뫼비우스의 띠와 보

통의 띠가 맞물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3) 뫼비우스의 띠는 특히 디자인 계통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8]의 윗면 도형들은 ‘재활용 마크’,47) ‘SK 텔레콤 로고’인데, 맨 오른쪽 뫼비

우스의 띠 모양을 보게 되면, 위 도형들이 뫼비우스의 띠를 사용한 것임을 단박

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뫼비우스의 띠는 산업분야에서도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뫼비우스

의 띠가 회전할 때, 원통형 띠는 한 면만 쓰이지만, 뫼비우스의 띠는 두 면이 모

두 쓰입니다(뫼비우스의 띠가 가지는 성질 중 위 ②항). 뫼비우스의 띠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기계를 움직이는 벨트 -[그림8]의 아래 도형입니다-, 타자기

의 먹지 등 여러 곳에 뫼비우스의 띠가 이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기발한 착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뫼비우스의 띠의 성질을 활용한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거나, 기발한 장치들을 한번

고안해보십시요. 비전문가인 아마추어들은, 전문가인 프로들보다 착상의 ‘기발함’이라는 면에서 훨씬 자유

로우므로, 망외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4) 뫼비우스의 띠를 살펴본 이유의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뫼비우스의 띠가 가지는 성질 즉 ①‘뫼비우스의 띠

에는 가장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②항 ‘뫼비우스의 띠에는 면이 하나밖에 없다.’ ③‘뫼비우스의 띠에서는 방

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속성들이, 클라인 병을 만들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 클라인 병(Klein bottle)

(1) ‘클라인 병’은 독일의 수학자 클라인(1849-1925)이 고안했다는 병으로

서,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면이 하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림9]에 입체도형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은 현실에서의 항아리이고, 맨 오른쪽이 클라인 병이며, 중간은 위에 있는 주둥이에 액체를 넣을 때 액

체가 병 안으로 흘러가는 모양을 빨간색의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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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활용 마크에 뫼비우스의 띠를 사용한 이유가 짐작되십니까? 뫼비우스의 띠가 가지는 성질 중 위 ②항을 보면 ‘뫼비우스의 띠를 따라 이동할 경우
에 한 바퀴를 이동하면 출발한 곳과 정반대,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활용 마크는 ‘사용한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재활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성의 면에서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몰라서 묻는데요. ‘SK 텔
레콤 로고’는 뫼비우스의 띠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48) 바깥에서 위에 있는 주둥이에 액체를 부으면, 액체가 병목의 안을 흘러내려가다가, 아랫부분에서 병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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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항아리와, 오른쪽 클라인 병의 병목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항아리의 병목은,

항아리 위의 주둥이에서 아래로 가는 과정에서, 항아리의 몸통을 만나 몸통에다 둥그렇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하여 항아리 밖으로 나온 후, 아래에서 항아리의 몸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인 병의 병목은, 병 위의 주둥이에서 아래로 가는 과정에서, 병의 몸통을 만나지 않는 상태로,

즉 구멍을 뚫거나 통하지 않고 병 밖으로 나온 후, 아래에서 병의 몸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클라인 병에

는 ‘구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에이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디 있어?’ 

3차원에서 이런 현상의 병을 만들려면, 반드시 병의 몸통을 뚫어야하므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이 모양을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클라인 병이 4차원 도형이기 때문에, 3차

원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맨 오른쪽 클라인 병은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3차원의 개념을 이용해 4차원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 모델은 완벽하

지 않으며, 단순히 입구 -즉 주둥이-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10]의 위에 있는 튜브는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튜브이

고, 아래에 있는 튜브는 구멍 뚫린 튜브입니다. 

정상적인 튜브는,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구분되어 있으며, 두 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튜브의 ‘바깥쪽 면’을 만지면서 따라가 보면 계속 바깥쪽 면만 만져질 뿐, 절대

‘안쪽 면’은 만질 수 없습니다. ‘안쪽 면’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튜브는, 튜브의

외부와 내부 공간이 나뉘어져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구멍 뚫린 튜브는, ‘구멍을 이용하여’ ‘안쪽 면’을 ‘바깥쪽 면’이 되도록, ‘바깥쪽 면’을 ‘안쪽 면’

이 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49)

또 튜브의 ‘바깥쪽 면’을 만지면서 따라가다가, ‘구멍’을 통하여 튜브 안으로 들어가 ‘안쪽 면’을 만질 수 있

습니다. 따라서 구멍 뚫린 튜브는, 튜브의 외부와 내부 공간이 나뉘어져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3차원의 경우, 내부공간이 존재하는 도형(위의 정상적인 튜브)에서는, 튜브에 구명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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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김용운, 김용국, 재미있는 수학여행 4-공간의 세계, 1판  12쇄, 2013(김영사) pp.124-127 참조. 튜브를 마음대로 오므렸다 늘였다 할 수 있는 고성능의
고무, 예컨대 고무풍선의 고무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여, 상상력을 동원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위 저자들은 공저로 1991년에 위 책의 1판 1쇄를
낸 후 재판(再版)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재미있는 수학여행 시리즈로, 1-수의 세계, 2-논리의 세계, 3-기하의 세계를 출간해오고 있는데, 교양수학 차
원에서 읽을 만 합니다. 수학에 전혀 문외한이어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가 앞서 소개한「예전에 동아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왔던 책
들, ‘현대과학에의 초대 시리즈’ 또는 ‘만화로 보는 현대과학의 세계 시리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위상공간’을 다루는, ‘토폴로지(topology)’ 우리말로는 ‘위상기하학(位相幾何學)’이라는 기하학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위상기하학은
‘고무막 위의 기하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바, 위상기하학에서는 삼각형과 사각형, 원을 같은 도형으로 간주합니다. ‘고무막(=위상공간)’ 위에서의 도
형의 변환을 위상변환(位相變換)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기발합니다. 위상기하학을 보면 옷이나 끈, 고무줄 등을 자유자재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공상적인 놀이를 다루기도 하는 등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토폴로지의 핵심개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뫼비우스의 띠는
‘위상공간 속의 곡면’ 중의 하나입니다. 위상기하학을 읽어 보시면, 공식 외우고, 문제 풀고 하는 것만이 수학이라는 ‘선입견’이 잘못된 것임을 단박
에 알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있어, 위상기하학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기업들이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을 뽑으려고
노력들 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현대차그룹 인/적성 검사(HMAT)와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서 ‘공간지각/시각적 사고’ 능력을 테스트했던 의
도가 여기에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상기하학’을 다룬 교양수학책을 보는 것만큼 좋은 대비책이 없습니다. 인문계대학졸업생으로
서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동아출판사의 위 시리즈 중 [제11권]위상 기하학, 더 알고 싶으면 김용운, 김용국, 공저의 위 책 pp.106-179 부분을 읽으시
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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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는 튜브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내부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도형(아래의

구멍 뚫린 튜브)에서는, 내부 면과 외부 면 사이에 반드시 경계가 되는 모서리-구멍-가 존재합니다.

(4) 4차원의 클라인 병은 3차원의 ‘구멍’ 뚫린 튜브에 해당합니다. 클라인 병은 위 3차원 튜브의 ‘구멍’처럼, ‘4

차원의 방향’을 통하여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바꿀 수 있는 도형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50) 

클라인 병에서는 ‘바깥쪽 면’을 만지면서 따라가다 보면, ‘안쪽 면’이라고 생각했던 면까지 모두 만지고 돌

아 나옵니다.51) 즉 클라인 병은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이 연결되어 있는, 면이 하나밖에 없는 병인 것입니다.

병의 내부라고 생각했던 공간도, 병의 외부와 연결된 공간, 즉 외부와 동일한 공간이 됩니다. 즉 클라인 병

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 병입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인 병에 액체를 넣으면 흘러나가 버릴 것이므로, 액체 등의 저장용으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5) 클라인 병의 이러한 성질은, 앞에서 살펴본 뫼비우스의 띠의 성질 ②항 ‘뫼비우스의 띠에는 면이 하나밖에

없다’는 성질과 동일합니다. 

클라인 병과 뫼비우스의 띠의 차이는, 『클라인 병은 가장자리를 갖지 않는데 비해, 뫼비우스의 띠는 가장자

리를 1개 가지고 있다.』는 정도. 

일반적으로 2개의 면의 가장자리 2개를, 그 가장자리끼리 서로 이어 붙이게 되면, 가장자리가 없어지고, 나

뉘어있던 2개의 면이 1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2개의 뫼비우스의 띠의 가장자리를 서로 이어 붙이게 되면?  

뫼비우스의 띠 1개는 가장자리 1개와 면 1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뫼비

우스의 띠 2개는 가장자리 2개와 면 2개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가장

자리 2개를 가장자리끼리 서로 이어 붙이게 되면,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가장자리가 없어지고, 나뉘어있던 2개의 면이 1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클라인 병이 가지는 『면이 하나밖에 없다』,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은 이어져있다』는 속성은,

이와 같이 뫼비우스의 띠 2개로 클라인 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라인 병을 반으로 쪼개어서 분

해해보면, [그림11]에서와 같이 뫼비우스의 띠 2개가 나올 것입니다. 

(6) 이제 실제로 클라인 병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그림12]에 있는 뫼비우스의 띠 2개와 같이, ‘길이가 같고, 거울에 비친 상(像)이 서로

다른’ 2개의 뫼비우스의 띠를 만듭니다. 다음  이 2개의 띠의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이

어붙이면, 클라인 병이 만들어져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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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앞서의 [그림3]에 있는 정육면체의 점선으로 표현된 모서리는 3차원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위
차원인 4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존재)이 정육면체를 보게 되면, 정육면체의 모서리 모두가 -실선으로 표현되어있듯이- ‘한눈에’ 보입니다. 같은 이
치로 ‘4차원의 방향’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4차원 생물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지요. 

51) 김용운, 김용국, p.149. 클라인 병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그림이, 위 페이지의 아래쪽 그림이었습니다. 화살표를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 선
이 겹쳐있는 곳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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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시도해보면, 이내 띠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의 작업이 불가

능하게 됩니다. 종이 띠로 시도하다가, ‘마음대로 오므렸다 늘였다 할 수 있도록’ 고무풍선을 띠 모양으로

잘라서 뫼비우스의 띠를 만든 다음, 테이프 대신 접착본드로 작업을 해보았으나, ‘집안 어지른다.’는 잔소리

만 들었을 뿐 소득이 없었습니다. 수십 장의 뫼비우스의 띠를 만들어 거실에 늘어놓고, 본드냄새를 피우면

서 자르고 붙이고 온통 난리를 피웠으니... 흠 무한대의 신축성을 가지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작업방법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5. 휘어진공간의탐구

가. 휘어진 공간(warp space)

(1) 곡선(曲線), 곡면(曲面),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

앞서 직선(直線), 평면(平面),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이나, 면, 입체들은 ‘평평한

공간(flat space)’에 있는, 직선이나, 평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휘어진 공간(warp

space)’에 있는 곡선과 곡면,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도 존재합니다. [그림13]을 보시지요. 

① 선에는 직선 외에, 방향이 바뀌면서 뻗어나가는 곡선(曲線)도 있습니다.

그림의 1차원 도형 중의 직선 바로 아래에 있는 모양이 곡선인데, 무수히

많은 모양의 곡선 중의 하나를 예로 든 데 불과합니다.   

② 면에는 평면 외에, 휘어진 표면을 가지는 곡면(曲面)도 있습니다. 많은 곡

면 중 곡면의 성질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곡면은 -리만이 그랬듯이

- 구면(球面)으로서, 지구의 표면(表面)-지표면(地表面)-이나 지구의(地

球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의 2차원 도형 중 ‘원’ 오른쪽에 있는 것

은 반구면(半球面)입니다. 

③ 입체의 안(내부)에는 평평한(flat)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외에, 휘어진(warp)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도 있습니다.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림의 3차원 도형들을 ‘3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정확하게 그린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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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의 3방향으로 무한히 멀리 뻗어있는 3차원 공간으로서, 부피(체적)가 무한대인 공간이므로, 공간의 가장자
리(모서리)가 보이지 않는 -정확하게는 없는- 공간입니다.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는데 -정확하게는 없는데,- 어떻게 그 공간 안(내부)에 있는 우리가,
그 공간이 ‘평평한지, 즉 유클리드적 공간인지’ 아니면 ‘휘어져있는지, 즉 비유클리드적 공간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림13]의 3차
원 그림은 두 공간의 차이를 형상화하여 보여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두 공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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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면의 차원

① 곡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곡선이나,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의 차원은, 곡면의 경우에 비추

어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곡면은 몇 차원의 공간일까요? 

일단 곡면도 면(面) 중의 하나이므로, 2차원일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면을 관찰해보면,

2차원인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개 방향에 더하여, 3차원의 방향 즉 위아래(즉 높이) 방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를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면은 그것을 둘러싼 공간 -즉 3

차원 공간-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곡면은 몇 차원의 공간이라는 겁니까? 

② 저 멀리 앞에서 차원을 수학적으로 정의하였었지요? 『차원이란 자유도(自由度) -즉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 를 의미한다.』 

직선 위에서는 좌우(즉 가로)의 1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즉 자유도가 있으므로- 직선은 1

차원. 

평면 위에서는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즉 자유도가 있으므로

- 평면은 2차원.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는 좌우, 앞뒤, 위아래(즉 가로, 세로, 높이)의 3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

으므로 -즉 자유도가 있으므로-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은 3차원. 

③ 위의 정의에 의하여, 평면은 2차원 공간이 됩니다. 평면은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면으로서, 그들은 모든 면을 평면으로 인식합니다.  

이번에는 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곡면 위에서는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

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즉 자유도가 있으므로-, 곡면은 2차원.』이렇게 될 것인데... 정말 그

런가요? 점을 곡면의 표면에 붙여서 한번 움직여 보십시요. 절대로 곡면의 표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

다. 점이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개 방향 이외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유도

가 2개에 불과하여, 평면과 동일하게 2차원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곡면의 인식문제 

① 어떤 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는, 그 차원보다 낮은 차원의 공간(세계)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상위 차

원의 공간(세계)의 모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즉

1차원의 존재는 선(線)의 개념만 있을 뿐, 면(面) 즉 넓이의 개념이 없으므로, 면으로 이루어진 즉 넓이가

있는 2차원 공간(세계)의 모양을 상상할 수 없고, 

2차원의 존재는 면(面)의 개념만 있을 뿐, 입체(立體) 즉 부피의 개념이 없으므로, 부피가 있는 3차원 입

체공간(세계)의 모양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앞서의 평면국 이야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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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치로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좌우, 앞뒤, 위아래(즉 가로, 세로, 높이)의 3개 방향이 있

는 입체(立體)의 개념만 있을 뿐, 4개 방향을 가진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4차원 공간(세계)의 모

양을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② 이제 곡면의 인식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조금 어렵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차원의 존재는 2차원 공간인 면(面)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면을 ‘직관적으

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곡면은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곡면은 2차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 즉 위아래

(즉 높이) 방향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비로소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곡면은 그것을 둘러싼

공간 -즉 3차원 공간-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왔었습니다. 53)

③ 이와 같이 ‘곡면은 3차원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곡면은 곡면의 바깥 즉 3차원에서

관찰해야 할 도형이 됩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원의 존재는 위아래

(즉 높이) 방향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곡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평면(平面)과 곡면(曲面)

모양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3차원 공간으로 이동해야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2차원의 존재에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 위대한 가우스! 바로 이 장면에서, 나폴레옹의 표현에 따른다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인 가

우스(1777-1855)가 등장합니다. 가우스는 182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곡면을 그것만으로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것으로 보고, 곡면을 그(곡면)의 내부에서 고찰하는 방법, 즉 곡면을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는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다루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곡률입니다.54)

(4) 이제 3차원의 존재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치로,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상위 차원인 4차원 공간(세계)으로 이동해서 -나가

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세계)을 바라볼 수 없으므로(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차원 유클리드 공

간’과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 모양의 차이(구별)나,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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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차원에 속하는 공간(세계)의 모양은, 그 차원보다 상위 차원의 공간(세계)에서 조망(眺望)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① 1차원의 존재는 면(面) 즉 넓이의 개념이 없으므로, -2차원 즉 넓이의 개념이 있어야 비로소 구별이 가능해지는- 직선(直線)과 곡선(曲線) 모양의
차이(구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환언하면 1차원의 존재는 모든 선을 직선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2차원의 존재는 입체(立體) 즉 부피의 개념이 없으므로, -3차원 즉 부피의 개념이 있어야 비로소 구별이 가능해지는- 평면(平面)과 곡면(曲面) 모
양의 차이(구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환언하면 2차원의 존재는 모든 면을 평면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3차원의 존재 즉 우리는 4개 방향을 가진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3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 모양의 차이(구별)에 대
한 인식이 없습니다. 환언하면 우리는 모든 3차원 공간을 ‘3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직선과 곡선, 평면과 곡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 모양의 차이(구별)나, 곡선, 곡면, ‘3차원 비유클리드 공
간’ 모양의 인식은, 각각의 차원보다 상위 차원의 공간(세계)에서 바라보아야 -조망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4)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p. 141. 가우스는 1827년의 논문에서  『주어진 표면의 곡률(曲率; curvature)을 그 표면 자체에만 의존해서, 즉 그 표면을 포함
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더 큰 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탐구할 수 있다.』고 하였던 바, 이를 학술적인 용어로 ‘휘어진 표면의 기하학은 더 큰 차원
의 유클리드 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될 수 있다’라고, 어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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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할 수 없습니다.55) 환언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세계)을 ‘3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가우스의 위 생각을 3차원 공간의 경우에까지 확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3차원 공간을 둘

러싼 4차원 공간으로 나갈 필요가 없이, 즉 우주 밖으로 나가서 4차원 세계에서 우리의 3차원 우주를 관

찰하지 않더라도, -즉 3차원 공간에서도- 3차원 공간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③ 가우스가 이룬 위의 획기적인 진보와, 그의 제자인 리만(1826-1866)이 미분기하학에서 이룬 업적은, 나

중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가우스와 리만은 곡률 -곡선이나 곡면의

굽은 즉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數)- 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휘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피타

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이글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여 공간의 휘어짐을 살

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원 공간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휘어진 2차원 공간 : 2곡면

(1) 표면이 들어있는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즉 3차원 공간으로 나가지 않고-, 표면의 곡률을 측정하는 방법

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표면(地表面)-지구의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는 2차원의 존재 -예컨대 두께가 없

는 납작한 ‘사각형’- 을 상상해보죠. 엄격하게 지표면에만 제한되어 살아가는 2차원적 존재인 ‘사각형’에게

는 땅을 떠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것이며, 고도(高度)의 상승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평선

의 배는 선체와 돛의 구분이 없는 납작한 모습일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2차원의 존재에게는 높이의 개념이 없으므로, 곡면(曲面) 모양에 대한 인식이 없고, 모든 면

을 평면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이제 드디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에다 높이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는 국민공식.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아래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가의 여부를 통해서, 공간이 휘어 있는지를 판

별할 수 있다.”

먼저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밑변, 높이를 잰 후, 빗변의 제곱이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한 값과 일

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만일 빗변을 제곱한 값이, 다른 두 변을 제곱하여 더한 값보다 작다면 -또는

크다면-,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직각삼각형이 그려진 면-종이-는 휘어져있는 곡

면(曲面)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 이런 방법으로 그 자신 2차원의 존재인 ‘납작한’ 수학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

는 세계(공간)가 ‘휘어져있음’을 밝혀내게 됩니다. 

수학자가 곡면인 지표면(地表面) -2차원입니다- 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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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에 그려진 지도부터 보시지요.  

① 벽지도로 사용되는 세계전도(世界全圖)들 많이 보셨지요?  

이른바 ‘메르카토르 도법(Mercator projecton)의 지도’로서, 구면(球面)인 지표면을 평면으로 옮겨놓은 것

입니다. [그림14]의 지도 중 위에 그려진 지도가 그것인데요. 위 지도에서의 방향은 지표면에서의 실제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거리, 나아가 면적의 축척(縮尺)은, 지표면에서의 실제 거리 및 면

적과 다르게 나타납니다.56)

2차원의 존재는 좌우, 앞뒤(즉 가로, 세로)의 2개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지표면에서 선(線)들의

각도-환언하면 방향-와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메르카토르가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만들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② 수학자는 위 지도를 사용하여 A지점(地點: 위도 0도, 서경 71도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레리다)과, B지점

(위도 0도, 동경 9도에 위치한 가봉의 리브리빌), C지점(북위 39도, 동경 9도에 위치한 이탈리아의 칼리

아리)의 위치를,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상에 표시합니다. 그러면 A, B, C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은 B

지점을 ‘직각꼭짓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 수학자는 위 직각삼각형의 A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길이를 잰 후, 그 길이의 제곱이 A지

점에서 B지점까지의 길이의 제곱과, B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값과 일치하는지, 즉

위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직각삼각형이 그려진 종이의 면-세계전도-이 평평한 평면이

기 때문이지요. 

(4) [그림14]의 지도 중 아래에 그려진 것은, 지구-정확하게는 지표면-의 실제 모양입니다. 

① 수학자는 이번에는 지표면에서 실제로, A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거리를 재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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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평평한지, 즉 유클리드적인지’ 아니면 ‘휘어져있는지, 즉 비유클리드적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그려볼 수는 있습니까? 혹시 자기 눈에는 보인다거나,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통한 도인(道人)이거나,
깨달음을 얻은 성자(聖者)이거나, 4차원에서 온 외계인이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3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 모양의 차이(구별)나,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유
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의 3방향으로 무한히 멀리 뻗어있는 3차원 공간으로서, 부피(체적)가 무한대인 공간이므
로, 공간의 가장자리(모서리)가 보이지 않는 -정확하게는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림1]의 3차원 정육면체의 가장자리(모서리) 부분이 (눈에 보이
는) 실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는데 -정확하게는 없는데,- 어떻게 그 공간 안(내부)
에 있는 우리가, 그 공간이 ‘평평한지, 즉 유클리드적인지’ 아니면 ‘휘어져있는지, 즉 비유클리드적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상상력이 필요한 장면입
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56)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를 보면, 수평의 '위선'(緯線)과 그 위선에 수직되는 '경선(經線)'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선의 경우 지표면에서의 실제 거
리가 모두 동일하므로, 위 지도에서도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을 비롯하여, 각 '경선'들은 거리-길이-의 축척(縮尺)이 동일합
니다. 
그러나 위선의 경우 '위도'가 0도인 적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축척이 크게 되므로, 거리 나아가서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는 것이지요. 그 결
과 위 지도에 의하면 그린란드와 아프리카의 면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가 14배 더 큽니다. 즉 극(極)쪽으로 갈수록 실제의 크기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즉 면적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하게 유지되므로, 예로부터 항해용 지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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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곱이, 지표면에서 실제로 잰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거리의 제

곱과, B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더한 값과 일치하는지,

즉 위 A, B, C지점을 잇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

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빗변에 해당하는 A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밑변에 해당하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높이에 해당

하는 B지점에서 C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더한 값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지표면상의 A, B, C지점을 잇는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② 어라? 수학자는 이번에는 지표면에서 거리를 짧게 하여, D지점(위도

0도, 동경 33도에 위치한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E지점(북위 12도, 동경 9도에 위치한 나이지리아의 카

노)까지의 거리를 잰 후, 그 거리의 제곱을 B지점에서 D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B지점에서 E지점까

지의 거리의 제곱을 더한 값과 비교해보고는, 이 세 지점을 잇는 직각삼각형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

족시키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수학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한 값(거리)과의 오차를 계산해보고는, 앞서의 큰 삼각형에서

의 오차보다, 이번의 작은 삼각형에서의 오차가 훨씬 “작아졌음”을 발견합니다. ‘더 큰 삼각형에서의 오

차는, 더 작은 삼각형에서의 오차보다 더 크다.’ 

③ 수학자가 이번에는 지표면에서 거리를 더욱 짧게 하여, 자신의 서재와 도시 주변에서 측정한 직각삼각

형들을 살펴보았더니, 피타고라스의 정리와의 오차가 감지(感知)되지 않았습니다. 수학자는 그동안 수

십 개의 삼각형을 측량하고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주 작은 삼각형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충분히 작은 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57)

(5) 이상의 측정을 토대로, 수학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공간)가 평면이 아니라,  ‘휘어져있다’는 결론을 내

리게 됩니다. 

그런데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위아래(즉 높이)를 인식하므로, 즉 곡면(曲面) 모양에 대한 인식이 있으므로,

이런 사정(事情)들을 쉽게 즉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원의 존재인 수학자는 위아래(즉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즉 곡면(曲面) 모양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이런 사정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그에게는 이런 사정들이 ‘공간의 휘어짐’을 뜻할

것입니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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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상 측정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는,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 pp. 143-146 참조.
58) 2차원의 존재인 수학자는,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그가 ‘어떠한 형태로 휘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그 휘어진 공간을, 그

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1차원의 ‘곡선’ 형태로 상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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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휘어진 3차원 공간 :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

(1)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가의 여부를 통해서, 공간이

휘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문제는 3차원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2차원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에다 높이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는 개념을, 3차원 공간에다 적용하여 만들

면 됩니다. 쉽습니다! 

(2)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림15]를 보시지요. 그림의 직육면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서, 입체 모양입니다.  

① 먼저 점 A, B, C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그 삼각형은 -점 B를

‘직각꼭짓점’으로 하는- 평면상의 직각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점 A, B, C,

D를 연결하는 사각형이 평면이므로, 점 A, B, C를 연결하는 삼각형에서

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할 것입니다. 

즉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에다 선분 BC의 제곱을 합한 것

과 같다.” 이를 간결하게 수식(數式)으로 표현하면  

② 다음 위의 2차원 평면에 적용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사한 형태로 그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점 A, C, G를 연결하는 삼각형이 -점 C를 ‘직각꼭짓점’으로 하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의 직각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선분 AG의 제곱은, 선분 AC의 제곱에다 선분 CG의 제곱을 합한 것

과 같다.” 

그런데 위에서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에다 선분 BC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고 하였으

므로, 즉                    라고 하였으므로,

“선분 AG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과, 선분 BC의 제곱과, 선분 CG의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가 됩니다. 

이를 간결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편의상’ 이를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겠습니다. 59)

부산지방변호사회•393

59) 동일한 방식으로, 4차원, 5차원 등으로 차원을 높여가면서, ‘각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수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앞
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을 추가적인 1개의 차원으로 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4차원 ‘시공간(space-time)’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용한 ‘4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위 3차원의 수식에다 ‘d의 제곱’ 항만 추가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5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위 3차원의 수식에다 ‘d의 제곱’ 항과 ‘e의 제곱’ 항을 추가하면 되겠지요?

AC2=a2+b2

AC2=a2+b2

AG2=a2+b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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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 위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

립하는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의 공간이 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전항의

‘휘어진 2차원 공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치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

지 않는다면, 그 3차원 공간은 ‘휘어진 공간’ 즉 ‘3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60)

같은 이치로, 직각삼각형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한 값

(거리)과의 오차도 작아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사용된 ‘수학적 도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에 중력에 의해서 우주공간이 휘어져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주공간의 휘어진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중력의 장 방정식”을 발표하였음은 전술하였습니다.61)

‘피타고라스의 정리’ 하나만으로, 그 어렵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개념을 이렇게 쉽고도 재미있게!

수학이 원래는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4) 집중력의 한계와 지면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번 글은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기하학 관(館)을 관람할 순서인데, 그 관이 설치된 별이 지구에서 2,000광년정도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양자이동’으로 순식간에 그 별에 도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천천히 공

부할 생각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주선이 떠날 때까지 1년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천천

히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실 것을 권합니다. 열공 모드 진입!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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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차원의 존재인 수학자가 곡면(曲面) 모양을 ‘직관적으로’ 상상하지 못하고, 1차원의 ‘곡선’ 형태로 상상하였듯이, 3차원의 존재인 우리 역시 ‘휘어진
공간’을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가 없으며, 2차원의 ‘곡면’ 형태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존재는 이런 사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3차원의 우리는 먼 하늘의 별들을 관측함으로써, 빛의 휘어짐 현상 등 ‘우리 공간이 휘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 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61) 수학적 취향이 있는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장 방정식”은, ‘4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다, ‘곡률’을 결
합하고, ‘미분기하학’을 이용하여, 휘어진 공간 나아가 우주 공간의 휘어진 정도를 방정식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좀 없느냐구요? 왜 없겠습니까?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돈과 품이 꽤들고, 가족들의 원망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4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므로 -즉 시각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원의 곡면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크고, 되도록 값비싼, 같은 크기의 지구의(地球儀) -앞으로는 지구본(地球本)이라고 하겠습니다.- 10개를 구입합니다. 다음 꼭 거실에서 작업해
야 하는데, 지구본 1개의 표면에다 [그림14]의 A, B, C지점을 표시한 후, 그 지점들을 연결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이제부터가 어려운 작업으로
서, 먼저 색종이를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밑변을 A, B지점을 연결하는 길이의 1/10 정도 크기로- 오린 후, 지구본의 직각삼각형의 밑변에서부터 위
쪽으로 적당히 방향과 위치를 잡아가면서 차근차근 풀로 붙여나갑니다. 직각삼각형 종이의 변들을 가위로 약간씩 자르면서, 자른 부분을 서로 포개
붙여야, 지구본의 표면과 직각삼각형 종이들 사이에 큰 틈이 생기지 않으면서 지구본의 표면을 덮을 것입니다. 완성되면 지구본 위에다 ‘無題 1’이라
고 적어둡니다. 다음 지구본에 따라 직각삼각형 종이의 크기를 점차 작게 하면서, -마지막 지구본까지 즉- ‘無題 10’까지 만듭니다. ‘無題 10’에 붙일
직각삼각형 종이의 크기는, 밑변이 2밀리미터(mm) 정도가 적당한데, 나무이쑤시개를 사용해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종이의 크기가 하도 작아서, 붙
여보면 직각삼각형 종이의 변들을 가위로 자르지 않더라도, 지구본의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덮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한 순차적인 작업
방법이, 바로 ‘미분기하학’적 방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극단적인 ‘미분기하학’적 방법 즉, 지구본을 거의 무한(無限)개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지
구본의 표면에 붙이는 직각삼각형 종이들의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 하네요!  
다음 ‘(4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다,) 곡률을 결합하였다’는 부분은, [그림15]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점 A, B,
C를 연결하는 직각삼각형의 변 3개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곡률을 ‘곡선이나 곡면의 굽은 즉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數)’라고 하였습
니다. 위 그림의 선분(직선) AC에 곡률을 결합시키면, 매끈하게 휘는 곡선으로 변하겠지요?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변들인 선분 AB와 선분 BC에도 곡
률을 결합시키면, 위 선들도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와 같이 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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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변들을 자를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든 직각삼각형들을 가지고, 위에서 설명한 ‘미분기하학’적 방법으로, 지구본의 표면을 덮어나가게 되면,
지구본의 표면을 한 치의 틈이 없이, 부드럽고, 완벽하게 덮게 될 것 -환언하면 완벽한 곡면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될 것-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만 하십시요. 
이제 마지막으로 ‘휘어지는 정도’를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지구본들과 ‘다른 크기’의 지구본 10개 -다만 이 지구본 10개들은 모두 같은 크기라야 합니다- 를 추가로 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無題 11’부
터 ‘無題 20’까지 만듭니다. 여력이 있으시면 또 다른 크기의 지구본 10개 -같은 크기-를 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無題 21’부터 ‘無題 30’까지 만듭
니다. 이런 식으로 돈과 품과 가족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짓을 되풀이하냐구요? 지구본의 크기(즉 ‘無題 10’과
‘無題 20’과 ‘無題 30’의 각 지구본의 크기)에 따라, 지구본 위의 각 직각삼각형의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큰 지구본일수록 휘어지는 정도가 작게 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無題 11’부터는 ‘마음속으로 상상만’ 하시겠다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요.  
이로써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장 방정식”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인 품과 돈이 아깝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든 지구
본 10개는 -박살이 나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보관하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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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사진으로 보는 2015

한줄 단상

편집후기

398

410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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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부산지방법원(배석판사)과의 간담회 (2014. 11. 10.)
3. 법률구조신청 및 심의・결정 운영위원회 (2014. 11. 21.)
5. 홍보위원회(2014. 12. 1.)

2. 상고법원 관련 정책간담회 (2014. 11. 19.)
4. 변호사사무직원 실무연수교육 (2014. 11. 24.)
6. 변호사 윤리연수(2014. 12. 1.)

1 2

3 4

5 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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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법관평가특별위원회(2014. 12. 4.)
3. 변호사 전문연수 (2014. 12. 8.)
5. 국제위원회송년회(2014. 12. 10.)

2. 제14회 법률강습회 (2014. 12. 1.)
4.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송년회 (2014. 12. 9.)
6. 변호사 전문연수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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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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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임시총회 (2014. 12. 15.)
3. 장학급 지급 (2014. 12. 22.)
5.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2014. 12. 23.)

2. 부변사진관 제1회 사진 전시회 (2014. 12. 16.)
4. 대한변협 협회장 합동연설회 (2014. 12. 22.)
6. 동부주재 회원과의 간담회 (2014. 12. 29.)

1 2

3 4

5 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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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공제사업운영위원회 (2015. 1. 7.)
3. 대한변협협회장선거 (2015. 1. 9.)
5. 변호사 전문연수 및 부산대,동아대 로스쿨 학생 실무교육 (2015. 2. 9.)

2. 2014년도 일반·회계 감사 (2015. 1. 7.)
4. 김신 대법관 우리 회 방문 (2015. 2. 6.)
6. 이사회 (2015. 2. 16.)

1 2

3 4

5 6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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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김선수 변호사 초청 강연 (2015. 2. 23)
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2015. 2. 27.)
5.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2015. 3. 16.)

2. 사내변호사간담회 (2015. 2. 26.)
4. 윤리위원회개최 (2015. 3. 16.)
6. 법조출입기자 감사패 수여 (2015. 3. 24.)

1 2

3 4

5 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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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분쟁조정위원회 (2015. 3. 30.)
3. 예술법정 사진작품 전달식 (2015. 4. 17.)
5. 윤리위원회 (2015. 4. 27.)

2.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2015. 3. 31.)
4. 법률강습회 (2015. 4. 22.)
6.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청 강연 (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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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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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강금실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초청 강연 (2015. 5. 11.)
3. 대한변협 협회장과 간담회 (2015. 6. 4.)
5.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간담회 (2015. 6. 15.)

2. 미합중국 미시시피주 법무부차관 초청 강연회 (2015. 5. 22.)
4.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2015. 6. 6.)
6.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2015. 6. 29.)

1 2

3 4

5 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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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2015. 6. 30.)
3. 이명숙 대한변현 부협회장 초청 강연 (2015. 7. 13.)
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 초청 강연 (2015. 7. 20.)

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간담회 (2015. 7. 13.)
4. 밥퍼 봉사활동 후원금 전달 (2015. 7. 18.)
6.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간담회 (2015. 7. 23.)

1 2

3 4

5 6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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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춘계수련회 

5.16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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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KCLA 미국한인변호사협회 교류협정

6.17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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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제9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 (2015. 9. 5.)
3. 2015년 신규변호사 현장연수 (2015. 9. 15.)

2. 김영하 소설가 초청 강연 (2015. 9. 14.)

1 2

3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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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5 

1. 임시총회 (2015. 9. 21.)
3.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의 간담회 (2015. 10. 2)
5. 부산지방경찰청과의 간담회 (2015. 10. 12)

2. 부산지방법원 단독판사와의 간담회 (2015. 9. 21.)
4. 집행부와 전문분야연구회 임원과의 간담회 (2015. 10. 7.)
6. 5인 미만 법무법인 대표자와 간담회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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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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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이제 변호사 7년차 들어가는데 은행잔고가 계속 늘어가네 마이너스 통장잔고가ㅋ”

강진영 육십자 단상이라? 
스마트 한 세상이라 글도 짧게 남기라는 것인가? 
그럼 한번 적어볼까. 하나, 둘, 셋...육십자가 넘어버렸네......

권기우 토인비는 “사람은 사랑과 영지의 창조를 위하여 산다”고 하였다. 나이 60이 되니, 그 말
의 의미를 실감한다  

고경우 탁상공론 하더니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처분을 내렸다.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화난다고 ○물을 뒤집어썼네.

김미애 좀 있다가 말고, 바로 지금 즐겁게 살자.

기경석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김상근 면기난부((免飢難富)로 배우대로 살면 언제나 만족스럽습니다.

권인칠 법정 가는 길을 10년 넘게 다녀도 아직도 어색하네 변호사를 그만두면 익숙해지려나

김근수 자기 숨소리를 느끼지 않고 깨어있고, 자기 심장소리를 못 느끼고 잠들 수 있는 것만으
로도 행복하건만,

김선옥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즐거웠다고 말하러나

김재홍 뿔이 있는 놈은 이가 없다 

김욱태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고 한다.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화이팅!

(신성)

김지은 비관론자는 모든 가희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
아낸다. -인스틴 처칠-

김진원 하루하루가 역사다! 내가 역사를 창조하자

한
줄
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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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희 한해를 보내면서, 자신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비워두자. 
내년에 비워둔 자리에 사람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 하자.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자.

문주호 가을이 익어 감에 따라 나무는 푸르렀던 녹색의 나뭇잎을 떨어뜨려 가볍게 하는데, 인
간은 언제쯤 나무와 같이 욕심을 내려 놓고 자유로워질까?

박영주 시차소환, 전자소송, 실물화상기를 갖춘 법정... 제도는 진화하는데도 승소판결보다 11호 법
정 오후재판 1순위 자리 잡는 것이 더 어려웠던 부민동 시절이 문득 그리워지는 까닭은?

박상흠 나는 BACO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없다. 그러나 내 몸이 악기다.

박채훈 “자식은 부모의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함을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눈 내리
는 겨울이 되니 더욱 그립습니다.”

박행남 페이스북에 ‘박행남’을 검색하니 동명이인이 생각보다 많다. 나를 만나 이야기하는 느낌
은? 공통점은 있을까? 다른 나를 설득시키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배소민 내년도 올해처럼 즐거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렬 벌써 연말? 50줄에 들어서다ㅠ

변영철 달리기를 하자!  달리기가 살길이다.

서복현 사건관계로 의뢰인을 접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소송대리인(민사) 또는
변호인(형사)으로서 열(熱)과 성(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결과의 성패(成敗)에 관계없
이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상(理想)과 현실(現實)의 괴리를 느끼면서 씁씁한 마
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최근의 판결을 받고서 드는 단상).

서은경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 선입견을 가지고 멋대로 평가
하지 말 것.

석용진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것,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가치가 있는것도 인생인 걸!

성락인 하루를 영원히 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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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정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
할지는 정할 수 있다.

신용수 선배님, 후배님. 항상 사랑합니다. 쉽지 않아요.

송대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삶에 충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무잎이 낙엽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었구나!!

신익철 “이 순간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안영문 늘 새로움을 추구하면 늘 즐겁다. 신체가 건강하려면 먼저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염정욱 언제부턴가 한해 한해를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목표와 꿈 없이.. 반복되
는 재판과 재판준비, 상담, 술자리의 연속.. 작년과 비교하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년엔 좀 달라져야 겠다. 내년 이맘때 똑같은 소리를 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면서...

유상순 눈 덮인 융프라우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빛난다. 내 옆에는 사람들이 있다. 

윤여진 그래도 나는 간다. 누가 뭐라 해도...

윤길현 지금 이 순간도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절
규를 그저 억지로, 떼쓰기로 바라보진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윤두철 나이가 들수록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신중해 진다. 말 한마디의 가치는 내 삶
의 무게에 비례하고,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임을 알게 되었기에...

윤혜주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경우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 행복하게 살자. 내일도 모래도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이경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랄께요.

이경택 “법조차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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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지금, 문득 김난도 교수님이 이야기한 인생 시간이 떠올랐습
니다. 내 인생은 지금쯤 몇시를 지나고 있을까. 기대수명을 100살로 가정하여 계산해보
니 오전 8시도 채 되지 않았네요. 아직 이른 아침입니다. 더 많은 꿈을 꾸어야겠습니다.

이용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를!

이문성 12월 일정표에 씌여진 송년모임 스케줄이 소주병으로 보인다. 올 한해 돌이켜보니 삶에
도움이 될 일들은 모두 내일로 미루고 내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술은 어찌하여
하루 당겨 마셨는지 후회막급이다.

이동훈 변호사는 내 3번째 또는 5번째 직업...
3, 5...헷갈린다. 분명한 건 제일 어려운 직업!

이덕욱 而立(이립)에 종심소욕불유구에 뜻을 두었는데, 지천명이라...

이명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한다. 본인이 그것을 알게 된 때
에는 이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것이다. 

이용민 토요일 저녁 사무실에서 육십자 단상에 무슨 말을 쓸지 한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새해
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무훈 연말까지 건강검진 하라는데 술 다 마시고 검진받을까? 
검진받고 술 마실까? 이거 고민되네

이윤근 지난주에 서울 갔다가 10년전 자주 만나던, 저보다 20살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65살이지만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터~~에 저를 데리고 가서 잘 노시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 받았습니다.

이일권 지금까지 시험과 숙제 속에서 살아왔다. 대학입학시험,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수료시험.
타인이 나를 성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검사 임관 후 끝없는 사건 처리. 타인이 나를 실
적으로 판단했다. 이제 변호사라는 새 길 위에 섰다. 난 더 이상 성적과 실적으로 평가되
지 않는다. 시험과 숙제에 익숙한 사람은 이런 삶이 오히려 심심하다. 그래서 지금 난, 나
에게서 받은 숙제를 틈틈이 하고 있다. 숙제를 마치면 또 다른 숙제를 낼 것이다. 첫 걸음
은 무겁고 몸은 지치겠지만, 걷다 보면 가벼워질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
재이다. 마치 새로운 항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처럼,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그리고 먼 훗날, 난 이 노래를 담담하게 부르고 싶다. ‘나의 길’(My Way)이라는 이 노래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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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공부할 때에는 죄와 죄인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사람과 가족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종룡 서산에 지는 해가 아름다울 수도 있다.

이학수 인생이 지나고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물 흐르듯 살
다가 갑시다. 지은 인연과 욕망에 따라 다시 어디에서인가 다시 태어날 테니까요.

정세진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어디에 있나요? 

조진제 한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회수할 수 없다. 잘 겨누어 쏘아야 하는데 팔이 후들거리고 눈
마저 침침하니 야단이다. 
보약 먹어 나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기약하기 어려우니 우물쭈물이로다.

이지욱 열심을 다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임경윤 비교하지 않은 마음! 참 건강한 마음!!

조충영 처음 집행부에 들어와 보니 할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에 놀랐다. 도움은 커녕 방해
나 안되어야 할텐데 걱정이다.

이채문 “제가 법조계에 발을 처음 발을 들이던 20여년 전에도 선배들로부터 좋은 시절 다 갔다
는 애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들 힘냅시다. 특히 후배
님들...”

이태환 "세월이 흘러 다 잊혀지는데...그리움만 남았네."

장준동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당나라 고승 임제선사의 법어로 쉽게 말해서
“매사에 주인의식을 가져라”라는 의미인바, 늘 주체적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정필승 “재판준비가 안되어서, 어렵게 상대방 동의 얻어 기일변경 신청했는데, 이런 1주일 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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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빈 내년에는 다치지 말고...건강하자!

조휘열 포인트는 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잡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있지 않을까?
-골프 애호가 -

홍순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10년 해봐야 겨우 3650일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3650일후 후회하지 않도록 ~~

황태영 요즈음 변호사는 참 힘든 삶을 사는 직업이다. 그러면서 내 자식도 변호사가 되기를 희
망한다. 거기에 우리가 힘든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해영 친하게 지내는 후배로부터 책을 한권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배려’ 아마도 그
후배에 대한 저의 배려가 부족했던 모양이구나 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책은 간직
하고 있다가 저보다 더 그 책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선물해야 겠습니다.

최희동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들 한다. 다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어렵
거나, 아직 찾지 못하였으면 적어도 현재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최미라 “도살장처럼 변해버린 잔혹한 세상에도 희망은 존재한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랜드부다페스트호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역
시나 ‘사람’이 아닐까요.

최재원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은 석양을 바라보다 
문득 제 그림자를 돌아보게 되는 날들입니다.”

최진영 ① 끝없는 친절이 악의를 없앤다 –키케로
②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힌 후에 더 많이 성장할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사키켄지

황민호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
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도서 9장 9절)
결국 늙어서 내 옆에 남는 건 마누라 밖에 없다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주옥같은 말씀

1-제33호 교양논문 336-416_레이아웃 1  16. 1. 15.  오후 12:10  페이지 415



벌써 

부산법조가 발행되었습니다.
33 번째

편집후기

홍보위원장   박  행  남

2015년경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강제로 끌려나가는 등 변론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형사절

차 참여제도와 문제점을 기획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실무상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고민하시는 변

호사님과 교수님에게 글을 부탁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의 제도상 한계를 실감하신 박

삼성 변호사님, 소말리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신 권혁근 변호사님, 6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한 윤두철 변호사님,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백혜랑 변호사님, 누구보다도

부산 법조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글을 기고하시는 허일태 교수님께 원고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에서 연구논단으로 기획한  ‘서부지원의 개원과 관련된 관할 조

정에 대한 연구’, ‘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행정소송 관할 제도의 문제점 및 개

선 방안에 관한 연구’, ‘로스쿨 시대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성’도 법조 현안에 대하여 변호사의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어 부산법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도 부산변호사회는 각종 전문 실무연구회 창립과 지원을 통한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와, 각종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조에서는 전문분야 연구회 중 대표적인 건

설법 실무연구회 및 의료법 실무연구회, 골프 동호회인 ‘두근두근 알바트로스’, 부산변호사회 음악동

호회인 ‘BACO’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법조가 연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직업과 삶의 애한을 담기 위해 ‘한 줄 단상’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의 행간을 통해 선후배 변호사님의 깊은 지혜와 고심을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메르스의 공포 속에서도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좋은 글을 기고해 주신 선후배 변호사님, 특히

한 줄 단상을 보내주신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회 발전을 항상 고민하시는 조용한 회장님를 비롯

한 집행부와 부산법조 발간에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홍보위원님 및 실무책임자인 하종숙 과장님께

도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6년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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