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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출처_ / 해운대의 시그널 (김경호변호사)

해운대 누리마루 끝자락 솔숲에 나타난 일출 직후의 시그널입니다.
매일 아침 일출시간 직후에 제가 이곳에서 본 시그널은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표정에도 새의 작은 날개짓에도 고유의 시그널이 있을테지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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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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조 34호 발간을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합니다. 

우리 회지는 홍보위원회 위원님들의 봉사와 회원 여러분들의 옥고 후원에 힘입어 해마다 알

차고 수준 높은 글들로 가득 찹니다. 이번 호에도 박행남 홍보위원장님과 홍보위원님들의 헌

신적인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 회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번 호에 실린 ‘부산지역 공법인 등의 상근/비상근 위원선임에 대한 연구’(이동규 회

원)는 법제위원회(위원장 염정욱 회원)가 우리 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변호사들의 직역확대 또

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진행한 몇 개의 실무연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소재 공법인,

공공단체, 학교법인 등의 경영진 구성의 비전문성, 낙하산, 족벌체제를 확인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영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올 해 좀 더 보완하여 그 진상을

공개할 경우  회원들의 직역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의 불

법 법률대리행위 실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고 결론이 도출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계획하

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론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서울의 모 청년변호사가 부동산중개법률사무와 관련된 직역확대를 시도하였

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으나 1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큰 기여를 하

였습니다. 우리 회가 공인중개사들의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연구를 시도한  그 자체는 올바른

것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시적 법조정책에 대한 국회입법 노력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이 현재의 법률과 제도, 각 직

역의 실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 접근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변호사회가 맡아야 합

니다. 작년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각종 중장기 법조정책에 대한 실무연구를 전담할 법

발간사 | Greeting

회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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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원설립을 대한변협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법조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성과물

을 만들어 내고 대한변협 집행부는 이를 무기로 하여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

지였습니다. 대한변협이 이를 받아들여 올 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굵직한 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설립추진위원회의 활동’(박문학 회원)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올 한 해 해사법원설

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회원)의 활동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부산 해사관련 대부분

의 기관과 단체, 학계를 방문하여 해사법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회가 주도하여 해사법원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부산시도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습

니다. 입법초안까지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올 해 있을 대통령 선거의 지역공약에 반드시 채

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사법원은 지역법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법원,

해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해양중심도시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현안입니다.

서울소재 극소수 법조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들만을 위한 서울해사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

다. 해사법원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하고, 위기에 빠진 해양산업의 부흥을 위해 반드시 부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변호사회의 역할과 활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권익, 특히 소통과

복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회가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동호회, 연구회 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법조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구조, 공익소송과 공익활동 등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국민

들과 언론에게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지금 변호사회가 당면

한 이러한 회무를 제대로 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또한 회무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내년

회지에는 회무에 대한 성과물들이 좀 더 많이 게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회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승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  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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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법인 등의 
상근 / 비상근 위원선임에 대한 
적절성 연구

Ⅰ. 서  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최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하 ‘자치단체 등’이라 함)의 준법행정과 사(私)기업의

준법경영,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대한 바,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등 및 사(私)기업에 대한 전

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부산지역

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구성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지 내부조직의 전문가 참여 실태를 파

악하여 전문가 활용에 대한 여론 조성과 전문가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보고서는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 및 15개 시(市) 출연기관, 6개 지방공기업 및 학교법인을 포함 60여

개 기관에 대하여 내부위원회의 위원구성, 인원, 위원의 상근직 여부 및 고용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유무 등

을 질의회신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의 부산상공총람(2015)을 통해 코스

닥(KOSDAQ) 상장기업 중 자본금과 종업원 수 기준 상위 26개 회사(이하 ‘상장기업’이라 함)를 선별한 후 유선

으로 질의하여 각 회신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집계한 외부 위원회 추천현

황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다.

또한, 후쿠오카 변호사회에 대하여 후쿠오카 관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법인, 사학법인 현황 및 내부위

원회 현황, 법률・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되는 경우 및 위원회 구성에서 변호사를 위원으로 두도

록 강제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의회신 하였고, 회신결과를 개선방안에 참고하였다.

변호사 이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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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결과

1. 상근직 및 고용변호사 현황

부산지역 자치단체 등 및 상장기업에는 위원회 내에 상근직 변호사가 있는 곳은 없었다. 사학법인의 경우

경성대학교와 동아대학교가 각 1명의 고용변호사를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부산항만공사가 1명의 변호

사를 고용하고 있을 뿐이며,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상장기업의 경우 단 한 명의 고용변

호사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구(邱)별로 1-2인의 고문변호사(비상근)를 두는 경우가 있을 뿐이었고, 상장기

업의 경우도 필요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었다(아래 【 표 1-1. 지방자치단체 】 내지 【 표 1-3. 사학법

인 등 】 각 참조).

부산지방변호사회•11

명 칭 위원회 수 변호사 위원의 수 상근여부 고용변호사 유무

중구 70 12 비상근 -

영도구 59 8 비상근 -

연제구 88 10 비상근 -

수영구 63 13 비상근 -

서구 65 9 비상근 -

사상구 65 9 비상근 -

부산진구 73 14 비상근 -

동구 55 13 비상근 -

금정구 74 10 비상근 -

해운대구 51 5 비상근 -

사하구 73 8 비상근 -

북구 81 7 비상근 -

동래구 51 10 비상근 -

강서구 59 6 비상근 -

남구 66 비상근 -

기장군 71 비상근 -

【 표 1-1. 지방자치단체 】 ※ ○ : 있음, - : 없음,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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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위원회 수 변호사 위원의 수 상근여부 고용변호사 유무

부산대학교 7 8 비상근 -

경성대학교 1 0 - ○

동주대학교 33 1 비상근 -

동아대학교 - ○

【표 1-3. 사학법인 등】 ※ ○ : 있음, - : 없음, : 미확인

한편, 상장기업은 상법상 필요상설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는 반면, ‘인터지스’를 제외(사외이사 1명)하고

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이사로 임명한 예(例)가 없었고,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어느 기업도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 표 1-4. 상장기업 】 참조).

명 칭 위원회 수 변호사 위원의 수 상근여부 고용변호사 유무

부산신용보증재단 8 0 - -

부산발전연구원 5 1 비상근 -

부산시설공단 3 2 비상근 -

(재)영화의 전당 4 2 비상근 -

부산광역시의료원 5 4 비상근 -

(재)부산문화재단 2 1 비상근 -

BEXCO 1 0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 0 -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 1 비상근 -

부산복지개발원 1 0 - -

부산관광공사 7 2 비상근 -

부산항만공사 8 0 - ○

부산환경공단 4 0 - -

부산도시공사 11 7 비상근 -

【표 1-2. 부산시 출연기관】 ※ ○ : 있음, - : 없음,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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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사업분야 변호사 임원 유무 고문변호사 유무 고용변호사 유무

한진중공업 조선 - -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 -

고려제강 철강 - ○ -

세방그룹 종합물류 - ○ -

동일고무벨트 자재, 벨트 - -

대한제강 철강 - -

인터지스 종합물류 ○ -

한성기업 수산 - -

하이록코리아 피팅, 밸브 - -

천일고속 운송 - -

태광 피팅 - -

오리엔탈정공 선박기계품 - -

금강공업 건설자재 - ○ -

조광페인트 도료 - -

동아지질 토목 - ○ -

대양전기공업 전기, 조명 - -

성광벤드 관 이음쇠 - -

리노공업 반도체,검사장비 - -

바이넥스 제약 - ○ -

세동 자동차 부품 - -

현진소재 금속소재 - -

화승인더스트리 화학소재 - -

캐스텍코리아 자동차 부품 - -

성창기업지주 목재 - -

태웅 단조부품 - -

【표 1-4. 상장기업】 ※ ○ : 있음, - : 없음, : 미확인



2.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분석결과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재량

(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관할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위원으

로 참여하게 되어 있거나(아래 【표 2. 관계법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참조), 위원 선정에 관한 재

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면서 변호사, 법률전문가 등을 예시로 하고 있는 경우(아래 【표 2. 관

계법령】임대주택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참조)가 많았다. 반면, 외부 법률전문가를 구성원

으로 둠을 원칙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아래 【표 2. 관계법령】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2) 그러나, 위와 같이 관할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위원으로 두도록 강

제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표 2. 관계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 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

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

에는 그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

하여야 한다.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14•제34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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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5.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위반 사례

(1) 경계결정위원회의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할지방법원이 임명하는 판사 1인을 반드시 위

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구(邱)는 위 규정에 따라 판사 1인을 위원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직역의 위원으로만 선정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해운대구, 부산진구, 사

상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2) 뿐만 아니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에 반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어

야 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관할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 1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사상구의 경우 공유

토지분할위원회 자체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연제구・서구의 경우 다른 직역의 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

성하고 있었다.

다. 위원회 설치의 임의성

(1) 각 구(邱)별 위원회의 수는 최소 51개(동래구, 해운대구), 최대 88개(연제구)로 나타났고, 동래구의 경우

인구 약 277,000명, 해운대구의 경우 약 423,000명, 연제구의 경우 약 210,000명 [2013. 12. 31.기준, 각

구(邱) 통계연감 참조] 으로 인구편차나 각 단체별 업무의 성격이 다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 수에 있어서도 최소 6명(강서구), 최대 14명(부산진구)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위 【표 1-1. 지방자치단체】참조). 

부산지방변호사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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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다수위원회 현황 】 ※ ○ : 있음, ⦁ : 없음, : 미확인

위
원
회
명

구(

邱)

명

정신
보건
심의
심판

지방세
심의

계약
심의

경계
결정

규제
개혁

공동
주택
분쟁
조정

지적
재조사

유통
분쟁
조정

공직자
윤리

민원
조정

인사

중 구 ○ ○ ○ ○ ○ ○ ○ ○ ○ ⦁ ○

영도구 ○ ○ ○ ○ ○ ⦁ ○ ○ ⦁ ⦁ ⦁

연제구 ○ ⦁ ○ ⦁ ⦁ ○ ○ ○ ⦁ ○ ○

수영구 ○ ⦁ ○ ⦁ ○ ○ ⦁ ○ ⦁ ⦁ ○

서 구 ○ ⦁ ○ ⦁ ○ ○ ⦁ ⦁ ○ ○ ○

사상구 ○ ○ ○ ○ ⦁ ○ ○ ⦁ ⦁ ○ ⦁

부산진구 ○ ○ ○ ⦁ ○ ○ ○ ⦁ ⦁ ○ ⦁

동 구 ○ ○ ○ ○ ○ ○ ○ ⦁ ○ ○ ○

금정구 ○ ○ ⦁ ○ ⦁ ⦁ ⦁ ⦁ ○ ⦁ ○

해운대구 ○ ○ ⦁ ○ ○ ⦁ ⦁ ○ ⦁ ⦁ ⦁

사하구 ○ ⦁ ⦁ ○ ⦁ ○ ○ ⦁ ⦁ ⦁ ⦁

북 구 ○ ○ ○ ○ ○ ⦁ ⦁ ○ ○ ⦁ ⦁

동래구 ○ ○ ⦁ ⦁ ○ ○ ⦁ ⦁ ○ ○ ⦁

강서구 ⦁ ○ ○ ○ ⦁ ⦁ ○ ⦁ ⦁ ⦁ ⦁

남 구

기장군

합 계 13 10 10 9 9 9 8 6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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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변호사를 위원으로 둔 위원회를 살펴보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경우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

에서 변호사를 위원(13개)으로 두고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등도 다

수(9-10 개)의 자치단체에서 위원으로 두고 있었다(아래 【표 3. 다수위원회 현황】참조). 

(3) 그러나, 각 구(邱), 공기업, 학교법인 별로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통일성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경우(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건축사를 선정한 경우(중구)

등과 같이 위원회의 성격과 선정된 위원의 전문성 사이에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라. 후쿠오카 변호사회의 사례

후쿠오카 현의 경우 82개 지방공공단체, 공익법인 285단체, 약 160여 사립학교법인 등이 있는데, ‘외부감

사계약법’을 제외하면 변호사 위원을 강제하는 법률이 없는 점은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나, 법률가의 소양이

필요한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며, 그 유용성이 높은 점을 인정하여 외부위원회 추천의뢰가 들어온 경우 적극적

으로 변호사를 추천하여 사실상 변호사가 위원이 되는 관행을 확립하고 있었다.

Ⅲ. 개선방안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변호사 활용의 법제화

자치단체 등의 내부위원회에 변호사를 반드시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같은 내용의

조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관내에 있는 자치단체 등의 경우, 각 자치단체

별로 위원회의 수, 위원의 구성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다(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경우 가

장 많은 자치단체가 두고 있으나, 법령상 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강제되는 경우도 아니었다). 이는 결국 위원

회의 설치 여부 및 위원의 구성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는 해당 위

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의로 위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원회의 성격과 해당 전문

분야가 동떨어진 위원이 선정되거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준법행정 내지 행정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단체장의 재량이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위원회 운

영실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법령에서 변호사

를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이는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유토지분

할위원회 등의 경우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할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 1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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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위원의 선정에 관한 관행의 확립

가. 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홍보

(1) 2013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조사 대상 자치단체 등(부산 관내 60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에 회원을 추천한 경우는 15건 내외, 2014년에는 30여 건, 2015년에는 13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부

산 관내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위원회 수(합계 약 1064개)만 고려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

이라고 판단된다.

(2) 자치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추천의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 관내 자치단체 등에 공문 발송을 통해 위원회에 변호사

위원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가 가능한 풍부한 자원(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말함)이 있다는 점

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1위원회 1변호사제 도입

(1)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각 학교의 신청을 통하여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변호

사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각 학교들의 신청이 이어진 사례이며, 부산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약

1,000개 정도로 산정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등록변호사 수를 약 700명으로 산정할 경우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홍보와 각 자치단체 등의 추천의뢰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있어 변호사

활용의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거의 모든 위원회는 특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특별법

령은 그에 관한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변호사 활용을 관행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과 경험이 없는 변호사간, 유경험자들 상호

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위원회 활동 중인 변호사들 각자가 임기

만료 전까지 워크북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 특 집 | ❶



부산지방변호사회•19

4. 사(私)기업의 변호사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

상장기업의 경우 사업규모와 그에 따른 다양한 법적 규제,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법

률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협력 내지 조언 없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

이다. 그럼에도 부산 지역 상장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결국 대부분의 기

업은 각자의 여력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자문하거나 부득이한 송무만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

는 것이다(최악의 경우 실무진이 직접 처리 송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변호사 인력의 활용에는 상

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배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고, 송무 이외의 분야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은 법률적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편법 운영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

래되는 등 필연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저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변호사 인력의 활용방안 및 기업 운영상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

한 메뉴얼을 구성하고 이를 배포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들이 가진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

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사법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

1. 서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해운, 항만산업을 자랑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상선대

선복량은 1,623척(8,516DWT)으로 세계 5위 규모이고, 2015년 수출액 기준 조선해양플랜트 수출액은 약 401억

달러, 해운산업의 외화가득액은 267억 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수출 순위 3위와 7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자랑

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신청이나 조선 3사의

최근 실적들은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관

점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드웨어 산업으로서 조선 및

해운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 보험, 법률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사법률서비스의 경우에도 업계에서는 20년 전부터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우리 법조계도 마찬가지

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조선소와 국내 선주 사이의 분쟁조차 영국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국내 논의의 현주소

를 짚어 보고자 한다. 그간에 국내에서 진행되어 왔던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고 외국의 사례

를 검토한다. 그 후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이

하 ‘해추위’라고 한다)의 활동 내역과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2.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국내 논의

2.1 그 동안 국내에서 해사법원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최 되었던 공식적인 행사들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 박 문 학

20•제34호 부산법조

| 특 집 | ❷



2.2 연구 논문 및 보고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이나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논문 및 보고서 형태의 자료는 아래

와 같다.

부산지방변호사회•21

일시 내용 주최 비고

2011. 11. 28 한국해사법원활성화를 위한 밤 한국해법학회 및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2011. 12. 우리나라 해사법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0. 25.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한국근대 해상법 제120년의 성과와 과제) 대법원 외 6개 단체 김인현 교수 

주제발표

2015. 9. 17. 한국해사법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한국해사법원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김인현 교수 
주제발표

2015. 11. 30.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 전 국회의원 이병석

2015. 12. 14. 중국의 해사소송제도와 
해사법원 설립의 시사점 부산판례연구회 정영석 교수 

주제발표

2016. 1. 7. 해사법원 설립 간담회 부산시 정영석 교수 
주제발표

2016. 3. 24. 해운지식서비스 산업 워크숍 부산시 해추위 
(발표 박문학)

2016. 4. 28. 해사전부재판부의 설치와 그 발전 과제 한국해법학회 김인현 교수 
기조발제

2016. 5. 20.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 및 해추위 활동 한국해사법학회 해추위 
(발표 허지연)

2016. 6. 8. 해양범죄 스터디 부산지방검찰청 해추위 
(발표 조묘진, 황현구) 

2016. 7. 7. 해운지식서비스 제2차 워크숍 부산시 해추위 
(발표 박문학)

2016. 9. 9. 동아시아 해사법의 쟁점과 과제 부산지방법원 

순번 제목 저자 출처

1 우리나라 해사법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수행)

부산지방변호사회 
(2011. 12.)

2 한국 해사법원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2012. 4.)

3 한국해사법원·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2015. 11.)



2.3 국내 논의의 주요 내용과 한계

(1) 위 논의들은 모두 전문화된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선박보

유량 5-6위, 무역규모 세계 9위의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들을 신

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경제적·산업적인 측면에

서는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관이 없어 막대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여전히 영국

등 외국변호사에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부의 유출이라는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   

한편 해사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설립되면 풍부한 산업적 기반을 토대로 해상법 법

리가 발달하게 되고, 이는 산업계 실무자들이 분쟁해결지로서 한국 법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긍정

적인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해상법 관련 법률서비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

고, 그 발판이나 일환으로 해사법원이 필요 유익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표현이 이를 대변

한다. 

(2) 하지만 위 논의들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운·조선 기업들이 영국 변호사들에게 맡

겨 처리해 온 사건들에 눈을 돌리다보니, 해사 사건의 범위를 영국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일부 상거래 사

건들, 즉 선박건조, 용선, 선하증권, 해상보험, 선박매매 등에 국한해서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한된 범위의 사건들에 한해서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논하다보니, 그렇다면, “해사법원이라는 전문화

된 법원을 별도로 설립할 만큼, 우리나라에 해사사건이 많은가?”라는 실무적인 관점의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

게 답을 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문화된 해사법원의 설립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자료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의 사례

여기서 동북아 해양서비스산업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는 해사

법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어느 나라는 해사법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단순한 논리로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논하기보다는, 해사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과 미래 산업으로서의

개발 및 성장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관점을 뚜렷하게 갖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운영 실태를 참

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는 김인현 교수의 논문(한국해사법원·중제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중 해사법원의 존재 유무 및 해사사

건의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번도 참

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말레이시아 해사법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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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각국의 해사법원 제도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사법원”은, 그 형태가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3조에서 분류되고 있는 6

개의 법원(1.대법원, 2.고등법원, 3.특허법원, 4.지방법원, 5.가정법원, 6.행정법원)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원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 및 형태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해사법원은 중국의

해사법원이다. 영국의 경우, 김인현 교수는 해사법원이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으나, 영국의 법원이 최고법

원(The Supreme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High Court) 등으로 분류되고, 위 고등법원

내에 한 부인 여왕좌부 소속의 Admiralty Court와 Commercial Court에서 해사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영국의 해사법원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태와 동일한 유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어 보인다.

3.2 말레이시아의 해사법원

(1) 필자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가 주관

하는 청년변호사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기회를 얻었다. 말레이시아 사법부가 주최한 “해사법원 사용

자 가이드”(Admiralty Court User Guide)의 발간기념 공식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앞서 살핀 국가들만

해사법원의 운영비교 사례로 언급되어 왔고, 필자 역시 말레이시아에 해사법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

르고 있었다. 

(2) 말레이시아의 경우, 적어도 2007년경부터는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해양산업계 및 법

조인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해사법원 설립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인

물들 중의 한 사람이고 현재 국제 말레이시아 해상법 협회(IMSML; International Malaysian Society of

Maritime Law) 회장인 Sitpah Selvaratnam 변호사의 2007년 11월 15일 해사법원 포럼 발표문(The Admi-

ralty Court Forum-The Way Forward 15th November 2007 at Kuala Lumpur; Malaysia's Admiralty

Corut-The Structure)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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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해사법원 비  고

일본 없음 일반 법원에서 해사 사건 처리 

중국 있음(10개) 34개의 지원 / 총 570명의 판사 / 66개 종류의 해상사건

홍콩 없음 제1심 법원에 해상사건 전담판사를 두고 있음

싱가폴 없음 제1심 법원에 해상 및 보험 전담 부서 있음

영국 있음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 내에 Admiralty Court와 Commercial Court가 있음.



① 말레이시아 해양산업계는 해상무역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국 말레이시

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② 이를 위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중재 등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두도록 해야 하고, 이

분쟁을 말레이시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③ 이 자신감을 키우고 말레이시아가 세계적 수준의 해상 분쟁 해결 센터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는, 전문성을 기초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해사법원이 필요하다. 

(3) 이 같이 말레이시아 해양산업계와 법조계가 공유한 상황인식과 해결방안 등의 비전은 Sitpah 변호사의

“세계적 수준의 해상 분쟁 해결 센터”(a world class maritime dispute resolution centre)라는 표현으로 압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 접근은, “해사법원을 설립할 만큼 우리나라에 해사사건

이 많은가?”라는 현실안주적 상황인식에 사로잡혀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아직 의문을 두고 있

는 일부 입장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된다. 

(4) 이 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말레이시아는 2010년 9월 30일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벌써 6년째 해사법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2016년 11월 16일에는 “해사법원 사용자 가이드”까지 발간하고, 이 발간을 대대

적으로 알리는 기념행사를 말레이시아의 최고법원인 연방법원에서 가지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말레이시아가 “세계적 수준의 해상 분쟁 해결 센터”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실현을 위해 그들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해사법원의 조직(인력, 관할, 해사 사건의 개념 등)과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해사법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사 분쟁 법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을 하

고 있다는 점이다.

3.3 중국해사법원의 성장

(1) 앞서 지적한대로, 해사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과 미래 산업으로서의 개발

및 성장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해사법원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형

태가 중국의 해사법원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해사법원이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2) 중국의 경우 1984년부터 수도인 북경이 아닌 해안도시에 해사법원 10곳을 설치하였다. 해안 도시에 가

깝게 해사법원을 설치한 것은 현장성과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해사법원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중국은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을까? 중국은 1984년 해사법원을

설립한 이후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이후에는 매년 20,000건 이상의 해사 사

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대상액을 합하면 30년간 한화로 총 26조 2,6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

장을 기반으로 중국은 해사법원의 조직과 업무를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즉 해사법원의 관할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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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관련 민·상사 사건에서 형사 및 행정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주권

실현과 세계 무역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비중 및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2016년 3월 14일 저우창 중국 최

고인민법원장은 “국제해사사법센터” 건립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의 성장은 해사법률시장의 공급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던 영국법률서비스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쳐, 영국의 대표적인 해사법률제공서비스 사이트인 “i-law.com"에서조차 중국해사법원 판결

들을 영문으로 제공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영국법 준거법 조항과 런던해사중재(LMAA) 조항이 지배적인 해

사분쟁 시장에서도, 중국의 해사법원이 지난 30년 간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위 준거

법 등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분쟁들을 중국 해사법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의 경우 해사법원을 설립한 후 해사법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

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규모(=해사사건 수)의 성장과 함께 해사법률서비스 질의 향상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4. 해사법률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영국의 예)

4.1 중국의 해사법원 설립 및 성장은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심각하게 들어다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 한편 오랫동안 세계의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누려왔던 영국에서 해

사법률서비스 산업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 우리가 그려

볼 수 있는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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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림 1. 및 2.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섭외 사건의 성격을 갖는 사건들로서 런던해사중재(LMAA)에

서 처리된 사건 수는 2013년에 총 2,966건이다. 같은 해 전체 섭외 사건(=총수 4,389건)의 약 67%에 이른

다. 한편 2013년도 영국 전체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30억 5,600만 파운드(한화로 약 5조 2,000억 원)에 이른

다. 전체 섭외 사건 수출액이 약 5조 2,00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런던해사중재에서 처리된 섭외 사건들의

대부분이 해사 관련 사건이라고 가정할 경우, 단순 수치상으로, 위 5조 2,000억 원 중 해사 법률 서비스 수

출액은 약 3조 4,800억 원(=5조 2,000억 원 × 67%)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전체 법률

시장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 영국은 해사법률서비스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률시장 규모와 맞

먹는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해사법률서비스가 중재를 중심으로 하든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하든 그것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

영국이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다. 즉

수많은 해사사건 판결의 축적은 법리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분쟁의 당사자들이 해사 전문 법률가들의 도움

을 받아 결과를 예측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 지울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영국법

준거조항과 런던해사중재 조항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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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에서 중재, 조정 등으로 처리된 사건 수)  

(그림 2. 영국의 법률서비스 순 수출액)



4.3. 시사점

우리나라는 해사 분쟁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연간 약 3,000억 원을 해외로 지출한다고 한다. 해사법원 설립

의 문제는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및 성장 정책 없이 향후에도 위와 같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

출하는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풍부한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해운 및 조선업 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이

를 기반으로 한 3차 해양서비스 산업(금융, 보험, 법률, 회계, 선박중개 등)의 개발 및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위 2차 산업들의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5. 해사법원 설치와 부산

5.1 해사법원 설립지로서 부산의 입지 조건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설치한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할까? 해사법원의 설립이 현재 우리나라의 해

양, 수산, 항만산업을 해양지식산업으로 성장 및 발전시키기 위한 첫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연

코 해사법원의 입지는 부산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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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세계 10위권 해양한국을 주도하는 국내 제1의 해양도시이다. 부산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

리나라 해양, 수산, 항만 산업의 중심기지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는 해양수산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이 모여 해양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해양금융종합금융센터, 한국해

양보증보험 등과 같은 해양금융 및 보험 기관이 입주해 있다. 해사법률서비스라는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 및 양분을 제공해 주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부산인 것이다. 

역으로 해사법률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이 다른 해양지식산업(금융, 보험, 선박중개, 선급, 해사국제규범

형성 참여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해양지식산업의 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어야 한다. 

5.2 산업적 특색을 고려한 해사법원의 관할 설정 

한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면 해사법원의 관할로 고려할 수 있는 영역들은 법조계에서 전통적인 해

상 사건으로 여겨지는 사건들(해상운송, 용선, 해상보험, 선박건조, 선박매매,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

조, 해양오염, 선박집행 등) 외에,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도 포함해야 한다. ① 선원근로관계 분쟁, ②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분쟁, ③ 항만물류산업(선박관리업,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관련 분쟁, ④ 수상

레저 등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분쟁들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처럼 해양,

수산, 항만과 관련된 형사 및 행정 사건까지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전통적으로 해상사건으로 여겨져 왔던 사건 유형들만 염두에 두고 해사법원의 관할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사건들 외에 수산, 항만, 해양레저 등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해사법률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상법이 육상과는 다른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생, 발

전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법적 문제라면 모두 해사법원의 관할로 보는 것이

순리이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르기도 곤란하고, 이 관할 다툼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할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해경의 관할이 좋은 예이다.

5.3 한국법 준거법 활용 가능성  

나아가 부산을 전초기지로 한 우리나라의 해양, 수산, 항만산업의 특징을 활용하여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거래 형태를 찾아, 이것이 해사법률서비스로 파생,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해사분쟁은 물론 국제분쟁에서 준거법에 촛점이 맞추어지던 것에서, 그 계약서, 약관 등

에 촛점이 맞추어진 것이 오래이다. 아무래도 소략하고 일반 추상도 높은 법률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구체

적이고 개별적인 이해나 기대가 반영되는 상세한 계약서, 약관 등에 따라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경

제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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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해추위’)의 활동

위와 같은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해양 수도로서 부산의 역할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지방변

호사회는 해추위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 아래에서는 해추위의 그 동안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본다.

6.1. 해추위의 발족 및 여론 수렴

2016년 3월 4일 해추위를 발족하였다(위원장 이상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해추위는 해사법원을 이용할

수요자들의 희망과 기대를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해사법원의 밑그림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활동 개시 후

2016년 9월 12일까지 약 7개월간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 소재 법원·검찰, 산업계, 해양공공기관, 해양금융기

관, 학계 등 총 30여 개1) 의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부산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수

렴하였다.

6.2 해추위의 중간 검토 결과

해추위는 2016년 4월 26일 그 활동 중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② 해사법원은 그 관할대상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 위치해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어

야 한다.

③ 해사법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당장 국제적인 계약분쟁 당사자들이 해사법원을 이용할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박 등 분쟁대상이 부산에 있는 이상, 보전처분이나 집행 등에서 해사법원의 이용가

능성과 필요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 등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법과 해사법원을 이용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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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수 수산업종사자(어민, 선원)들의 분쟁이나 사고 등이나, 최근 증가하는 해양레저, 관광 관련 분쟁

이나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쟁들이 신속 적정하게 처리되어 왔다고 보기 힘들

다. 별도 해사법원을 둘 만큼의 사건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이 같은 실정을 외면한 것이다.

현재 해경, 육경, 해양안전심판원 등으로 각기 별개로 사건이 중복 처리되고 있으면서, 서로간의 지

원 협력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이미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그 관할사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불

복할 경우, 현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심판하지만, 해사법원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 

6.3 해추위의 의견과 제안

해추위는 위 중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추위의 의견

해사법원은 통상적인 전문법원과는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해사법원은 해양 주권 및 영토, 안보에 관한 상징성을

갖는다. 

둘째, 해사법원은 기존의 부산권 하드웨어 산업과 금융 등 신 소프트웨어 산업에 해사법률서비스까지

망라함으로써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적 해양도시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다. 해사법원이 없는 해양수

도 부산은 상상하기 어렵다.

셋째, 해사법원은 해양지식산업의 국제화, 선진화, 네트워킹화를 유도함으로써 해양산업 전반의 수준

을 높일 수 있다. 해양지식산업, 특히 해사법률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은 해양산업은 고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

넷째, 법조타운 중심이 아닌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외 해양산

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양서비스용역비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고, 서울 소재 본사의 부

산이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해사법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래 동아시아, 더 나아가 글로벌 해사금융과 법률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해사법원에 소극적인 일본이 나서기 전에, 또한 앞서가고 있는

중국에 비해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더 늦기 전에 부산 해사법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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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해사법원은 단지 법조계만의 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 미래세대의 생존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당장의 해사법원의 사건수를 따져서 접근하는 것은 현재에 매몰되어 미래의 변화를 바라보고 준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유관기관의 입장에서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부산시, 지역 국회의원, 법조계, 산업계, 학계가 힘을 합쳐 부산해사법원 설치에 적극 나서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에 해사법원추진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해사법원의

유치에 필요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4 해사법원추진센터 설립 및 운영 안   

해사법원추진센터의 설립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해추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립 및 운영 안

을 제시하였다.

1. 설립의 필요성 

(1) 추진 업무를 담당할 상설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수요자들 공감 

(2) 19대 국회 공청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찬성 의견과 그에 이은 법안 제출 움직임이 있었음 

(3) 부산항발전협의회에서 이미 추진 의견을 발표한바 있음 

2. 조직과 운영 방안 

(1) 해사법원 설립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2) 예산은 부산시의 지원과 찬성 의사를 밝히 기관들이 분담 

(3) 실무 조직은 각 업무에 맞추어 소규모로 출발하되,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4) 장기적인 홍보 및 여론 형성 작성이 필요함 – 포스터 제작, 찬성 의사를 표시한 기관들의 홈페이

지 및 해당 시설을 이용한 홍보 전략 필요 

3. 추진 업무 

(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 마련 

(2) 중국, 싱가폴 등의 해사분쟁기관 운영 실태 조사 

(3) 해사법률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해사법률지원 업무(통역 및 번역, 표준계약서, 국내 관련 법령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4) Mac-Net 등을 통한 유관 기관들의 관심 및 참여 독려와 홍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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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지방법원의 해사사건 특성화 노력에 맞추어, 법원 내 “해사법커뮤니티” 등과 함께 해사사건

업무현황 파악 및 수요자 중심의 개선 작업 추진 

(6) 부산지방검찰청 해양범죄중점 검찰청 노력에 맞추어, 해양범죄 처리의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개

선 방안 추진

6.5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1) 해추위는 해사법원의 설립을 위해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고 해사법원의 심판권을 규정하는 법원

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해사법원의 관할대상인 해사사건을 ‘해상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분쟁 또는 범죄 등으로서 대법원 규칙에

서 정한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사사건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개별,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해사법원의 관할이 날로 확대되어 왔고, 그 관할대상인지 여

부 논란이 있었던 점, 현재 해사법원의 설립 추진노력은 종래 국제해운사건만을 해사사건으로 한정하는 입

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1심 사건의 경우 종래 위 해사사건을 관할해 온 법원에서도 재판권을 가지되, 해사법원에 추가로

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급격한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해사법원을 이용할 국민들의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2심 사건의 경우 그 관할을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였다. 그래야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

치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반 법원이나 해사법원의 1심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가 달라질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나아가 1심 법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행정관청 등에게 해사사건의 정당하고

바람직한 해결이나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느닷없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어 왔는바, 이

제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에 맡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2) 위 개정안들은 2016년 11월 16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원 19명, 부산시, 부산법원, 부산검찰청에 모두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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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해사법원이 왜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해사법원을 설립할 만큼 해사사건이 충분히

많은가?’라는 현실적 관점이 아니라 ‘해사법원 설립이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의 개발과 성장에 어

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법 준거법 관할 및 런던중재 조항의 지배적인 영향 아래에서도 중국은 30년 간의 해사법원 운영을 통

해 세계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에까지 그 영향력을 날로 높여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업계에서 요구했

던 것처럼 20년 전에 해사법원 운영을 시작했었다면 조선 및 해운 산업의 활황을 발판삼아 지금쯤 해사법

률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을 해사사건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분류 기준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보

니 실제 법원과 검찰에서 바다를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해양지식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조속히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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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보장을 위한 방안
-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한국의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

게 되었다. ILO의 가사노동협약 비준도 거부하였던 정부는 올해 2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통해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

안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합니다)의 적용제외 조항을 그대로 둔다는 입장인바, 이와 같은 정

부의 입법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충분히 보호·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의 노동조건 향상

을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가사노동자의 현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돌봄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서 근기법을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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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대부분

의 노동법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세자영업자 및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덤프트럭 지입차주 등 이른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도

선택적으로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은 위 적용제외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공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은 집안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이었으

며, 가족 구성원 사이 사랑과 헌신, 의무에 기초하는 무급노동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깔려있어, 노동에 대

한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인식은 유급으로 일하는 가사노동자(돌봄노동자)에

대해서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식모, 유모, 가정부, 파출부’라는 이름을 붙여 그 노동을 가치

절하 하였다.1) 또한 가사노동자 대부분이 직업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알선 받고, 혼자 고객의 집에서 고립되어

일하다보니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들도 가

사노동자 스스로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2. 가사노동자법안의 개요

가사노동자와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며(근로

자파견업2) 과 유사), 이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가사서비스 상품권을 제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한 가사노동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조직목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가사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가사노동자법이 정하는 노동조건을 준수하고, 휴·폐업시 가사

종사자의 전직 지원, 직접인건비 비율에 따른 급여 지급,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 노력 의무, 교육

훈련 실시의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3)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대하여 여타 세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법안의 문제점

제안된 법률은 주로 가사서비스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제공기관에 대한 국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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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혜연, “당사자가 원하는 가사노동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2015 토론회 발제문. p3.

2) 근로자파견제는 지난 1998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노동계는 중간 착취, 정
규직 근로자 감소로 고용불안, 노조 활동 위축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법을 반대해 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정리해고제
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 1998년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7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근로자파견법에는 '근로자파견업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봉사케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파견업체(A)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B)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ㆍ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
제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파견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윤지영,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통해 본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법률안의 문제점”, 2015 토론회 발제문, p2.



증, 관리감독, 상품권제도 등을 통한 시장활성화, 기타 노력의무 정도의 근로자 보호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의 구성과 명시된 목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이 법의 목적은 가사서비스를 근로자로 고용한 제공기관의

설립·운영 등을 정하여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고, 근로자 보호의 목적은 다소 부수적이거나

임의적이다. 즉,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의 공식화, 제도화가 아니라 공식화 제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와 서비스 품질제고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이고 임의적인 근로자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속된 노동법 적용배제의 예외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근

기법 등을 적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공기관 활성화는 노동자, 이용자, 사회 어

디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다만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많은 직업소개소 또는 시장독점을 위해 초

기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만 좋은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그 구체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급기관의 난립 및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

가사노동자법안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기관의 활성화 및 가사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확대(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

닌, 비정규직의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제공기관의 설치기준과 관련한 가사

노동자법안을 보면 그 설치기준이 얼마나 느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가사노동자법안 제5조(제공기관의 인증)

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직형태·조직목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

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공기관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제공기관 인증 심

사기준은 고용부장관이 고시한다.

위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제라고 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을 규제할 수 있는 것처럼 정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조직형태, 목적, 시설요건만 갖추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그 구체적 내용이나 최저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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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사노동자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가사서비스의 제공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법

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사노동자는 가사서비스의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직업소개 방식으로 가

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현재와 같은 직접 가사서비스 제공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결국 가사

노동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속되고 제공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형태는 근로자파견에 유사하지만 파견법 유사의 노동자 보호조항은 찾아볼 수 없음)

나. 임금체계 문제

가사노동자법안 제8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③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2항

에 따른 이용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3.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2. 가사서비스 제공일자 및 시간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

사종사자의 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사서비스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

며, 가사서비스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사서비스품권의 활용) ②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에 명시적 기재는 없지만, 가사노동자법안은 가사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을 정하고, 당해 시간당 이

용요금의 일부를 가사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가사 서비스상품권을 발행, 사용하도록 하는데 해당 상품권은 업무 범위와 업무 시간을 기준으

로 권면금액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간제를 전제로 한다. 

기타 법안에서는 “제공기관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라거나,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실시할 경우 소속된 가사종사자가 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라거나, "제공기관은 소

속 가사종사자에게 근로기회가 균등히 배분되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제9조 제1항)“라거나,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사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1년간 근무시간이 624시간이상인 가사종사자에게는 6일 이상의 유급휴가, 2. 1년간 근무시간이 46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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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상 624시간 미만인 가사종사자에게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제15조 제1항)“라고 함으로써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4)

그러나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일자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것 이므로

아무런 강행성을 갖지 못하고, 휴가에 관한 규정 역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라,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하기만 하다.

다. 근로감독의 부재 및 이용자만을 고려한 법제

법안은 노동조건 준수 의무에 관하여 ‘가사종사자의 권익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

는 한편, 노동조건 준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평가 및 패널티(인센티브)에 관하여는 하위법령과

고시에 그 구체적 기준을 위임하였으며, 근기법에 준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권익

보호에 관한 감독 및 제재를 어느 정부부처에서 담당하게 될런지도 모르는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가사노동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대등하기 힘들고 가사노동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노동조건이 존재하

지 않는 이상 매뉴얼을 넘어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 대면하여 일

을 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더욱 권리 주장을 하기 힘들 것임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물론 법안이 이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법적 통제장치

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5)

요컨대 법안이 의도하는 대로 제공기관 중심의 시장구조가 확립될 경우 가사노동자는 이용자 앞에서 구

체적인 노동을 하는 존재이기보다 오직 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용자의 각종 컴플레인과 그에 따른 제공기관의 해고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아

닌 ‘상품 내지는 상품권’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6)

4. 올바른 입법 방향

가. 이용자가 사용자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의 해결

법안은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사용자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

므로 이용자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 가정에서 이용자의 지시하에 노동하

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생명, 건강,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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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체계의 개선

노동형태가 공식적으로 제3자의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형태이므로, 이들의 이윤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나 서비스비용의 인상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제공기관에 의한 임금착취 제한 규정을 마련

해야 할 것이며, 제공기관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 준하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증 및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다. 제공기관의 공익성 강화

제공기관의 인정은 중간착취의 예외적 허용이며, 가사서비스업의 특성상 회사가 운영한다고 하여 설비투

자나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

가 이러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명분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이 제도는 여성의 고용촉

진과 일 · 가정 양립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즉, 제공기관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적어도 가사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분쟁이나 고충을

처리, 조정하고, 적법하고 도덕적인 영업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기관은 협동조합이거나 비영리 알선기관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법인이 돌봄노동 제공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7)

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라. 노동조합의 설립 및 단체교섭(집단적 교섭)의 지원

제공기관에 직접고용 된 가사노동자는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기는 하나, 파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사업

주와 고용사업주가 분리된 구조이기에 노동조건에 관한 노사간 단체교섭이 어렵다. 따라서 이는 기존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존하기보다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임금수준, 휴가 및 재해보상 등 최소한의 노

동조건에 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 교섭

은 국가가 그 정착을 돕되, 궁극적으로는 가사노동자들의 단결과 협약자치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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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법안에서 굳이 ‘가사노동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사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입법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규정인 가사사용인과 차이점을 두면서도 직접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

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공기관과 노동자 사이 고용관계를 제도화 하여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선 용어부터 바로 규정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같은 관점에서 법안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인증기관의 취소, 특별법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예외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입법의 방향이 가사서비스의 공식화 제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와 서비스품질 제고가 아닌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의 공식화, 제도화가 되어야만 이 법이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면서,

우리 사회에 부작용 없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주최 : 이인영 국회의원,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중

◎ 윤혜연(한국돌봄협동조합협회 회장), “당사자가 원하는 가사노동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 윤지영(공익법인 공감 변호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통해 본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법률안의 문제점”

◎ 이영희(공인노무사,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

구원 부연구위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안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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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 42081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5. 2. 18. 선박관리업, 조선용 기자재 주선 및 판매, 외국항에서 선용·선식·기부속 알선, 발전설비 설

치·운전·보수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6. 경 일본소재 FUKUI SEISAKUSHO사로부터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BOILER SAFETY VALVE)

8세트를 일화 7,707,000엔(한화 113,399,250원 상당)에 매수하여 2012. 7. 7. 국내의 주식회사 신양산물류보세창

고로 반입한 후, 2012. 7. 11. 피고 거제세관장(현재 경남 남부세관장)으로부터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2012.

7. 12. 이 사건 물품을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거제항에 정박 중이던 SK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YK SOVER-

EIGN호(LNG TANKER선박) 에 적재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그 무렵 거제항을 출항한 후 2012. 8. 6.경 DOCK 수리·검사를 위하여 싱가포르항에 입항하여

SEMBAWANG SHIPYARD라는 조선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물품은 위 수리·검사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피고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업무실태 특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조,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에서 정한 선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

관세법이 정한 
선용품의 범위

변호사 김 백 영 



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되자, 2014. 6. 17. 원고에게 관세 8,878,370원, 부가가치세 11,985,800원, 가

산세 2,397,160원, 합계 23,261,3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피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

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4. 9. 11.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5. 3.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하도록하였다.

[상고이유 요지]

1973. 5. 18. 최초로 체결되고 1999. 6. 26.에 의정서 채택을 통해 개정된 후 2006. 2. 3. 발효한 교토 협약. 특별

부속서 차 제4장의 정의 규정은 선용품을 우선 소비용 선용품과 판매용 선용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소

비용 선용품의 예시로 “선박의 작동과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들면서 “연료 및 윤활유”는 포함하되 “예비부분

품과 부속품”은 배제한다고 명시하였다.

관세법 제2조 제10호 선용품의 정의에 포함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범위는 교토 협약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소하여 해석하여야만 합리적인 것이다.

관세법 제2조 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사소한 소모성 물품으로서 관세법 통칙 제2-0-3조

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만

선용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관세법 제2조 제10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

부산지방변호사회•43

● 관세법이 정한 선용품의 범위



논
문1논
문1

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

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

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

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

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평석]

Ⅰ.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선박보일러용 안전밸브가 관세법이 정한 선용품에 해당되느냐 여부이다.

통상 선용품은 그 거래금액이 많지 않고 가격도 높지 않아서 이를 둘러싸고 쟁송 실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

고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세액이 그리 많지 않아서 쟁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는데 용케도 이 사

건은 법정으로 비화되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어서 법리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Ⅱ. 선용품과 관세법 기본통칙

1. 수입과 관세

수렵채취와 농경사회에서는 자급자족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지역이 광대하고 기후와 토양이 질적 차이를 나타내면 물물교환 등 유통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도시가 생기면

서 광범위한 화폐를 사용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까지 생겼다.

국가는 이 무역에 따라 조세수입도 얻고 국내경제보호를 위하여 관세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세관을 세우고 관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일정한 사안에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특

례를 두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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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9조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

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

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과 관세법 기본통칙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1호에 “기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

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2호에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

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용품은 해상 운송수단(선박)에 제공되는 것이고, 기용품은 항공운송수단(항공기)에 제공되는 것이고, 차량용

품은 육상운송수단(자동차, 열차)에 제공되는 것으로 모두 국가 간 운송수단에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공통성을

띄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 기본통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세 행정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관세법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이 관세법이 정한 선용품의 해석적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제2-0-3조(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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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

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239-0-1(수입이 아닌 소비에 해당하는 선용품의 범위) 선박 수입시 적재하고 있는 잔류 연료가 외국무역선

의 자격으로서 당해 선박에 사용·소비될 경우에는, 법 제2조 제9호의 선용품으로서 법 제239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며,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의 범위는 당해 선박의 시설 중 전체를 제

외한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및 교체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말하고, 동 물품은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어야

법 제239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국세행정에서도 세법통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서 그 해석을 정확히 하려면 일반 법적인 소양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재

정학, 경제학, 회계학적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그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상급관청은 실무집행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들

에게 훈령, 예규, 통첩이란 형식으로 지시, 지침, 답변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예규, 통첩은 산발적, 일회적이므

로 실무상 일일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세법조문에 대응하여 그 조문의 해석기준, 적용범위 등을 조문

화한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소속공무원들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에 발간되는 세법전에도 기본통

칙이 수록되어 일반국민도 손쉽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본통칙은 상급관청이 하급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발령한 행정명령 내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1)

법규가 아닌 까닭에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2)

그러나 조세행정의 전문기관이 제정한 행정해석일지라도 법원이 세법해석의 하나의 자료도 삼을 수는 있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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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인애, 조세법1(조세통람사) 12쪽
2) 대법원 1980.9.9.선고 80누47판결; 동2010.9.9.선고 2008두156판결
3) 대법원 1987.3.10.선고 85누349판결; 동1989.9.12.선고 87누564판결, 2007.6.14.선고 2005두12718판결



물론 이 기본통칙은 세법이 규정한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더욱 명확히 하는 범위 내이면 유효하겠지만 그 범

위를 벗어나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게된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 근거없이 조세법통칙에 근거한 과세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다.4)

그러나 세법에 위배되는 통칙에 의한 비과세나 경감과세 역시 위법하게 되지만 사후에 이를 바로 잡는 데에

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통칙에 기한 비과세나 경감과세가 상당기간 반복되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굳어지면 이에 반하는 과

세는 할 수가 없게 된다.5)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

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5조 제2항과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로 명

문화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조세법 영역에서 성립된 행정선례법 내지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밑바탕

은 행정에 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일 것이다.

비록 위에서 본 계속 반복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납세의무자에게 세법해석적용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신고 등 세무처리에 나섰다면 그 후 견해표명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이 사건 검토

1. 세법해석의 원칙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위 엄격해석의 원칙을 확립하였다.6)

엄격해석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입각한 문리해석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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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인애, 위의책 13쪽
5) 대법원 1984.12.26.선고 81누266판결
6) 대법원 1984.6.26.선고 2002두9537 판결; 동 2003.1.24.선고 83누680 판결, 대법원 2009.8.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동 2004.5.27.선고 2002두6781 

판결; 동 2004.3.12.선고 2003두7200 판결
7) 김두형, 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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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1조 제1항과

관세법 제5조 제1항에도 똑같이 규정되어있다.

이 합목적성의 원칙은 문리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과세상 불이익이나 납세자 간의 형

평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일뿐이고 과세확대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판례상 엄격해석이란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합목적적 해석을 허

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8)

2. 관세법 기본통칙이 정한 선용품

관세법에서 선용품이란 선박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등으로서 해당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

되어 ① 물품의 종류와 ② 물품의 사용되는 곳을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반면 관세법 기본통칙에는 위 관세법이 정한 요건에 덧붙여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

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③ 선원이라는 인적요건과 ④ 항해도중이라는 시간적 요건을 부연하고 있다.

3. 1심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태도

관세법은 관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선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않고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관세법 제239조 제1호, 관세법 제2조 제

1호, 관세법 제14조 참조), 관세법 제2조 제10호는 선용품(船用品)을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선용

품 중 특히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수리용’이라는 조건을 부가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선용품의 범위를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① 관세법이 선용품을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 취지와 특히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 수리용으로만 한정하여 선박 수리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관세법 제2조 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내에서 선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

리·교체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모품으로서의 일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세관청에서 정한 개별 세법 기본통칙의 경우, 이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

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대법원 2007. 6.

8) 대법원 2013.2.28.선고 2010두16998 판결; 동 1996.5.10.선고 93누6683 판결; 동 1992.5.12.선고 92누1889판결; 동 1992.4.10.선고 91누9374 판결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과세관청의 국세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해석론의 일종인바, 그 기본

통칙이 불합리하여 세법의 해석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거나 개별 세법규정 및 입법취지를 통해 도

출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제시한 기본통칙의 내

용을 세법 규정해석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 제1호

가 관세법에서 정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를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

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인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

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선용품’의 내용으로부

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과세관청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기준으로서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선

용품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선용품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물품은 LNG선박 내 보일러 압력 조절 불가 시 보일러의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밸브로 이 사

건 적재선박 수리 시 교체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CUTTING, 이동, 용접, 초음파검사, 부착, POPPING &

LEAKAGE TEST라는 복잡한 고정을 거쳐 최종 교체되었고, 그 작업기간도 해외조선소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2012. 8. 6.부터 2012. 8. 14.까지 9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교체 시 초음파 검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적재선박 내에는 초음파 검사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초음파 검사기를 별도로 대여하여 검사절차를

마쳤고, 그 교체주기 또한 통상 5년에 2회 정도로 상당히 긴데, 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으로

교체작업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고, 교체작업기간과 교체주기도 상당히 길며, 이 사건 물품가격이 미화 96,268

달러(한화 1억 1천만원 상당)로 상당히 고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물품이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

리·교체될 수 있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임이 분명하므로,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 제2호에 해

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태도

① 이 사건 물품은 당초 이 사건 선박의 부속품인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구비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검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의 규

정 중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비된 예비부분품이거나 교체가 예정된 부속품

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 규정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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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록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관세법 제22조 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을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선박의 항해 도중에 선원에 의하여 교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선용품의

개념 징표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건

이 도출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어 관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하는 선용품이 아

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관세법 제239조가 선용품에 대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규정하는 취지가 해상 운

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자체나 그 선원, 선객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물품에 대하여

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적용하여 보급 내지 통관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선

박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닌 대체 내지 수리가 예정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선박의 부속품

내지는 예비부분품에는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

부 또는 실제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도 아니다.

⑤ 설령,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를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해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싱가포르 소재 조선소에서 이 사건 선박 수리 당시에 교체된 것은 선급에 따른 정기적인 수

리·검사를 기화로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당연히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

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도 당초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선원에 의한 교

체·수리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고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하였던 점, 피고는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선원에

의한 교체·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선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후 소비에 있어 선원에 의

하여 교체·수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선원에 의

한 교체·수리가 가능한 대상인 이상 실제 선원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교체·수리되었다 하여 선용품이 아니

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정하는 선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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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판결

관세법 제2조 제10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

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

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

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

품 및 부속품’은 항해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

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

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물품은 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로서 보일

러의 압력 조절 불가시 보일러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의 교체시 하부

파이프 커팅 및 이동, 절단부위 그라인딩 후 표면 처리, 연마 및 용접, 용접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 신규 안전

밸브 부착, 보일러 승압 후 파열 및 누출 검사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쳤고, 작업기간도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된 점, ③ 특히 이 사건 선박에는 초음파 검사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음파 검사기를 별

도로 대여받아 검사절차를 마친 점, ④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주기는 통상 5년에 2회 정도로 길고, 이

사건 물품은 1세트 당 무게가 최대 134㎏ 정도에 이르며, 가격이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고가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선박의 종류 및 규모, 이 사건 물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항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

이나 부속품으로 보기 어렵고,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6. 사견

1심 법원은 관세법 제2조 제10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관세법기본통칙 제2-0-3조는 관세법 제2조 제10호의 해

석 가능한 의미를 포섭하고 있다고 보아 관세법기본통칙 제2-0-3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물품은 선

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 법원은 관세법기본통칙 제2-0-3조는 과세법 제2조 제10호의 선용품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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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아 이 사건 물품을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관세법기본통칙 제2-0-3조의 효력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관세법

제2조 제10호의 일반적인 해석론을 전개한 다음 원심(2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항해 중 있을 수

있는 해당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1심 법원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이 항해 중 일시 정박지에서 선박의 다른 곳을 수리하는 과정에 자체선원이 아닌 선박수

리소에서 수리용 부속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동안 세법해석의 대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선

용품으로 보는 것이 관세법 제22조 제10호가 규정한 선용품의 문리해석에 부합되므로 필자는 2심 법원의 견해

에 찬성한다.

관세법에 부분품 및 부속품의 규모, 중량, 가격과 수리장소, 수리하는 사람 등에 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해석론의 범위를 넘어서 입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대법원은 쟁점이 된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의 유효성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켜가면서 관세

법 제2조 제10호를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과세를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기존에 대법원에서 확립한 엄격해석에 비추어 부당

한 결론이라고 하겠고,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목적론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에 관하여 정면으로 유효성을 인정한 것

이 아니므로 일시 정박지에서 자체선원에 의하여 교체수리가 되더라도 그 규모,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

리기간 및 방법에 비추어 간단하게 교체수리가 가능하다면 선용품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선용품의 해석과 범위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

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준설정을 하지는 못

하여 여전히 불씨를 묻어둔 것으로 보인다(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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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행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여부

선발행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여부

변호사 김 가 람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 35706 판결(판례공보 2016상450)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물류 서비스업과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7. 6. 주식회사 대양산업개발(이하대양산업개발)

과 사이에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10,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대양산업개발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① 공사기간은 2011. 7. 7.부터 2012. 1. 31.까지로

하고 ② 공사대금 중 선급금 3,000,000,000원은 2011. 10. 31.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1회 그때

까지의 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중 각 기성고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는 것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선급금에 관하여 대양산업개발로부터 2011. 10. 12.자 공급가액 500,000,000

원과 2011. 10. 14.자 2,500,0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고 2011. 10. 31. 대양산업개발에게 선

급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날은 2011. 10. 18. 이고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날은 2011. 11.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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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3.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전에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합계

3,000,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00원(가산세 제외)의 부과처

분을 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부산지방법원에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은 2014. 1. 24.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피고세무서장이 문리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법리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된 지 2년간 고심하다가 지난 2016. 2. 18. 상고기각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 할 매

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

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전단계세액공

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

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

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

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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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데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인하

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

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김창석).

[평석]

Ⅰ. 서설

우리나라의 간접세의 대종은 부가가치세이다.

이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시행되던 Value Added Tax(V.A.T)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 7. 1.

부터 시행에 들어가1) 그간의 다양한 간접세를 단순화하는 간접세제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2)

이웃나라 일본은 소비세(消費稅)란 이름으로, 중국은 증치세(增値稅)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근간은 세금계산서 제도에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진

정성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거래 당

사자 간에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둘러싸고 수많은 쟁송이 있었으나 주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 시기 이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면3) 이 사건은 재화와 용역

이 공급되기 전에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안으로서 공간된 대법원의 첫 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주

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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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계산서의 발행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범위는 민법상의 물건의 범위를 확장하여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으로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또한 용역은 보통 서비스라고하며 광범위한 역무제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

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다.

2. 재화의 공급과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부가가치세

법 제9조) 그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다(부가가치

세법 제15조).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열거되어있다.

3. 용역의 공급과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와 시설물, 전기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다.

4.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1) 대가지급한 때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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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일 이내 대가지급한 때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3) 7일 경과 대가지급한 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

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①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할부판매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5. 세금계산서 발행과 발행시기

(1)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그 밖의 사항

여기서 1에서 4까지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사업규모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작성일자

를 소급하여 발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전산망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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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1) 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4

조 제1항).

2) 특례

가. 선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 특례를 규정하였음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다.

이것은 종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2013. 6. 7. 부가가치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모법에 규

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나. 후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

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또한 늦어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3호).

Ⅲ.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불공제

1. 원칙적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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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전단계 세액공제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담의 정확성을 기하는 결정적인 것이 된다.

그리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2. 예외적 공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을 손상시키

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몰각시켜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

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Ⅳ. 주제판결검토

1. 쟁점요지

선급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용역을 공급받기도 전이고 선급금을 지급받기도 전인 2011. 10. 18. 금 30억원의 세금계산서가 발

행되고 선급금은 2011. 10. 31. 지급하였다.

이는 명백히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제2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

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느냐가 검토사항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59

● 선발행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여부



논
문2

2. 제1심 부산지방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발급하게 하는 것은 그 증

빙서류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시기와 시기를 달리하여 작

성·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야 하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출자로부터 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거래현실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매입자는 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수취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

하여야 한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면

서도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매입자 보호의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 이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매입자에

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액 환급을 받는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 이전인 경우와 그 이후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없다(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신윤주, 판사 장성욱).

3. 제2심 부산고등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

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

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시기와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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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본

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구제해 줄 필요

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도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② 이러한 사정으로 대법원 판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작

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왔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9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

9933 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경우라 하여 반드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물론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

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

서 미리 세액 환급을 받는 부당한 이익을 누릴 염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1년 2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에 부합하는 용역도 제공받은 다음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

므로 부당하게 세액 환급 등의 이익을 누린바가 없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선급금 지급일 이전에 발급받은 경위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

료로 첨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바, 넓은 의미에서는 ‘착오’에 기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재판장 판사 최인석, 판사 오영두, 판사 김옥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인 고등법원 판시를 인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급연월

일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 적용범위를 선발행이냐 후발행이냐를 가지고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사견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은 공급하고 바로 그때에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곧바로 발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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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다보면 과세거래가 발생하고도 적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후발행 세금계산서 규제에 치중해왔다.

반면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원인행위가 발생하고 선수금을 수령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탈세가 사전예방되므로 바람직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서 선수금을 지급하느라고 7

일이 경과된 사안으로서 탈세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제도에 비추어보아도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해 제제해야할 합리적인 규제이

유가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서 착오란 민법상 착오보다 넓은 뜻으로 법

령의 부지나 이해부족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할 것이다. 

따라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

Ⅴ. 결론

무릇 법률가는 현미경을 통한 미시적 접근도 필요하고 망원경을 통한 거시적 접근도 필요하다. 

조문에 얽매이다 보면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창공을 높이 나는 매는 나무와 숲

을 모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바 법률가 역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매입세액을 지급한 사업자가 사소한 착오나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면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인 부가가치세 원리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세제

의 근본을 벗어나게 된다. 

반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폭넓게 용인한다면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무너뜨려 이 역시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를 조화하는 정신에서 과세관청의 과도한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하여 판례로서 적절히 통

제하여왔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최초로 공간된 것으로 선례적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의 정신을 존중하고 납세자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뜻에서 판례의 태도를 받아들여 매입세액불

공제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하여왔다. 이 점에서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고자한다(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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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보고서의 취급

수사보고서의 취급

변호사 서 상 원

1.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을 보면, 상당수 수사보고서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보고서의 왕국’이란

말조차 있다. 심지어 조서로 작성되어야 할 내용까지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증거로 제출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6장으로 ‘서류’를 두고, 각종 조서들의 작성방법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2.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부터 이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보고서라는

용어조차 없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나,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

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경찰수사준칙이라고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서 이외의 방법

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제19조 제3항), 피의자신문시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제22조

제2항), 체포구속통지서를 받을 자가 없어서 그 통지를 하지 못한 때(제32조 제1항), 사건이 전자약식절차에 따

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제105조)에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보고서가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경우는, 위와 같은 때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3.
수사보고서는 그 말대로, 그 수사과정의 경위, 결과 등을 그 상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수사보

고서들이 수사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게다가 그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것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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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의심이나 의견, 의사 등이 담겨져 있는 수사보고서(‘수사기관 의견진술형 수사보고서’)

는, 형사사건의 일방당사자인 소추측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 기소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

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수사보고서들은 날로 그 작성과 제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흔히 이른바 ‘하명수사’인 경우에

더욱 수사보고서들이 극성이다. 마치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었고, 그것도 중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

사보고서들로 가득 채워진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떻게든 체포, 구속영장이나 압수, 수색영장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같은 수사보고서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만 겨우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게다가 이 경우도 실질심사에 제출되어 재판부가 보게 되는 기록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변호인은 접근조

차 할 수 없다. 심지어 주요사건에서 보안을 요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최대한 간략히 기재

하고 별도 수사보고서를 참고하라고까지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조차 제대로 행사하기조차

어려워지는데 이런 경우가 갈수록 빈번해 지고 있기까지 하다. 나머지 압수수색영장 등이 청구된 때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이른바 사정정국에서, 각종 수사단이나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같은 곳에

여러 차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데에는, 이 같은 수사보고서들이 나름 효력(?)을 발휘한 탓이 아닐까? 

4.
여기서는 수사 중에서 변호를 맡게 된 경우가 아니라, 기소되어 그 증거로 제출된 경우를 검토한다. 수사보고

서들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본다. 

가.참고인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들을 갈음하여 작성되는 수사보고서들조차 빈번히 제출되고, 증거로 제

출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 같이 진술청취형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

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5610 판결).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

당하는데,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피고인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

원 2011. 9. 8. 선고 2009도7419 판결)는 것이 판례이다.

나.심지어 피고인들이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진행하던 중 3회에 걸쳐 자진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

였다고 하여 관할 경찰공무원 등에 의해 체포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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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피고인들의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2

조의3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서 정한 대로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

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수사보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기까지 하였고, 대법원에서야 그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이 수사보고서는 단순하지 않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검증형 수사보고서, 또는 검증대용 수사보고서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해야 할 증거조사를 수사기관이 갈음해 주는 형태이고, 가장 고약하다.

수사기관에서 검증영장을 받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법원에서는 이 동영상을 틀어보는 등 증거로서 아예 조

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유죄의 증거로 삼으면서 수사기관의 검증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바, 이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없었다. 

다.“1998. 2. 2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백운나이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날이 밝으면 견적서를 제출한다 하고, 2.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1,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는데 현재 심야인 관계로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 하

기에 이상과 같이 수사보고합니다”라는 수사보고서에 대한 대법원 2001.05.29. 선고 2000도2933 판결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위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 1,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

다.”라는 기재 부분(①)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

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

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위 수사보고서 중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고 한다.”라는 기재 부분(②)은 진술자인 피고인

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피해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진술자들의 자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또

는 날인도 없으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

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기재부분 역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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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와 같이 어떤 형태의 수사보고서이든,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되기가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수사

준칙 등에서 규정한 경우들도, 그 수사과정이나 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기소된 사건의 실체를 입

증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경찰들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는 까닭에 다수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찰

이 나서서 수사하는 사건에서도 그 상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이 요구되고 상당히 부담되는 실정으로 보인

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그에 걸맞는 조서를 작성하기보다

는, 이같이 편의에 따라 수사보고서들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된 사건에서 실무상 수사보고서들이 증거로 자주 제출되고 사용되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너무 쉽게 증거로 동의한 책임이 크다. 

수사보고서가 조서의 성격을 갖는 이상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는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6.
이 점에서 위 2000도2933호 사건의 대법원 판시내용은 여러모로 보탬이 된다.

가.피고인들은 위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1심 법정에서 증인 조계원이 위 수사

보고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고 판시되었다. 

위 사건은 위 경찰수사준칙이 마련되어 시행된 2012년 이전의 사건이다. 그 후의 사건이라고 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나.① 부분을 보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42

조의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것도 아니다. 또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님은 변함없다(제43조 실황조사). 혈흔, 지문, 발자국,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의 경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해야 하나, 그런 경우도 아니다(제

45조 증거물 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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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분을 보면,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이 추가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등이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

여야 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나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

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하며,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

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도록 한 취지는 수

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

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로 남기는 방법으로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도 그

절차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

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

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도3790 판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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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인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혼인제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 발전되어왔다. 문명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남녀 간의 지위가 시대별로 달랐으며 그 지위의 역학구도에 따라 각각 부계사회 혹은 모계사회가 형성되었

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가족 제도안에서 여

성의 지위는 남성과 거의 대등 혹은 상향 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서 가정 내에서 남성의 의사가 여성

의 권익을 좌지우지 하던 시 대는 종언을 고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지구촌은 국가별로 동성 결

합을 혼인제도로 포섭시키려는 시도가 각국으로 전파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혼인 개념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만 정의(定議)내리던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법적으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간의 성적 결합도

혼인제도로 인정하여 동성 간의 결합도 남녀 간의 결합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보장을 제공해 줄 때 동성

결합자들에게 혼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더 이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그 주요 논거로 하

고 있다. 

특별히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동성혼인 합헌 판결(Obergefell v. Hodges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

파급적 효과가 큰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적 기초를 바탕으로 건국된 기독교 문명 국가에서 동성결합을 혼인제도로 법적으로 수용하기까

지 겪었을 진통의 과정을 반추해보면 그 영향력은 미국내에 국한하여 머물지 않고 주변국가에 확산될 가능성

이 크기 때문이다. 주목할 사항은 미국의 판결문의 내용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도 동성결합을 법적

혼인제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동성결합을 인정해가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듯한 태도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최근 김조광수 동성부부는 서대문구청이 자신들의 혼인 신고를 거부한데 대해 반발하

미국 동성결혼 합헌판결
(Obergefell v. Hodges 판결)에 대한
분석과 위 판결이 한국의 혼인제도에
미칠 영향 변호사 박 상 흠



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한국민법은 혼인은 남

녀간의 결합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서도, 동성 혼인을 불인정하는 법체계로 인해 동성 결합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결단이 수반되면 가능하다고 친절한 안내를 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동성혼인 합헌판결(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판결 원문을 발췌 및 요

약번역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문 자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위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동성 결합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판결문에 미친 영향과 함께, 향후 한국의 혼인제

도에서 동성 혼인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2. 이 사건 Obergefell v. Hodges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들이 거주하는 미시건 주, 켄터키 주, 오하이오 주, 테네시 주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

합’이라고 정의한다. 원고들은 14쌍의 동성(同性) 커플들과 이미 그 동성 배우자가 사망한 두 명의 남성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인 주 정부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결혼할 권리’내지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혼을

충분히 인정받을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미 연방헌법 수정 제 14조를 위반하였다고”주장하며 대표 원고인

James Obergefell 등 다수 원고들이 각자 거주하고 있는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각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 The Sixth Circuit(제 6연방순회 항소법원)은 각 사건을 병합 하여 심리한 후 각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특히 위 사건의 명칭으로 길이 남게 된 James Obergefell은 미국 오하이

오주 주민으로 다른 주에서 이미 오래 전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자신의 동성파트너 John Arthur의 사망이 임

박하자, 그의 사망증명서에 공란으로 남게 될 ‘배우자’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의 수리 여부에 대하여 지역 호적 담당관(registar)과 주 법무장관의 의견이 엇갈리자, 위 사건은 결국 법원

으로 오게 되었다. 1심 법원인 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수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

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자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미연방 대법원은 2014년 위 사건에

대하여 상고 허가장을 발부함으써 전국적인 기준을 선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이 사건은 병합된 다른 3

건의 동종 사건들과 함께 2015년 4월 28일 공개변론을 통해 다투어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역사적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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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사례

[사례 1]

오하이 주에 거주하는 원고 제임스 오버거펠(James Obergefell)은 20 년 전에 존 아서 (John Arthur)를 만나 둘

은 사랑에 빠져 관계를 유지했는데, 2011년경 아서는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둘은 아서가 죽기 전에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동성결혼이 합법인 메릴랜드 주로 여행을 떠나 볼티모어 공항

활주로에서 혼인서약을 했다. 3개월 후 아서는 죽었는데, 오하이오 주법은 오버거펠이 아서의 사망 진단서에

서 살아 남은 배우자의 생존 배우자로 등재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아서의 사망 진단서에 남아있는 배

우자로 표시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2]

미시간에 거주하는 드보어(DeBoer)와 잔느 로즈(Jayne Rowse)는 2007년 영구 관계를 존중하기 위하여 헌정

식을 가졌는데 그들은 2009 년에 한 명의 남자아이와 부모로부터 버려진 미숙아 1명을 다음해에는 여자아이

총 3명의 아기를 입양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시간 주에서는 이성 결혼 한 부부 혹은 단 한 사람 만 입양 할 수

있으므로 각 자녀 에게는 법적으로 부모가 단 한 명만 가능하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와 병원은

세 명의 어린이에게 부모가 한 명인 것처럼 취급 할 수 있다. 드보어나 로즈 중 한 명은 입양이 허락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이같은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사례 3]

테네시 주의 육군 상사 지프 드코(Ijpe DeKoe)와 그의 파트너인 토마스 코스트라(Thomas Kostura)는 사랑에 빠

졌다. 2011년 드코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배치됐다. 떠나기 전에 그는 코스트라와 뉴욕에서 결혼했다. 일

주일 후 드코는 배치되어 거의 1 년 동안 머문다. 그가 돌아 왔을 때, 두 사람은 테네시에 정착해 드코는 전임

으로 군복무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결혼은 테네시에 거주 할 때마다 박탈당하고, 그곳을 떠나면 보장되는

불완전한 결합에 처해있다. 

(3) 판시사항2)

2) 성중탁, 동성혼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Obergefell v. Hodges 사건 판례와 그 시사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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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2013년에 이미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에서 결혼을 남편이라는 한 남자와 부인이라는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 결혼보호법 제3조는 실질적 적법절차에 관한 연방 수정헌법 제5조3) 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州)의 법률이 아닌,

연방의 법률에 대한 것이었다. 오히려 주(州)법에 관한 1972년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례인 Baker v. Nelson 판

결은,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결혼을 이성(異性)인 사람들에게만 제한하고 동성인 사람들에게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 미 연방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위 사건 원고가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이는 실질적으로 연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판

결의 원심인 연방항소법원의 파기판결도 위 Baker v. Nelson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결혼

을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주(州)의 법률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성 사이의 결혼을 인정

하지 않은 주(州)의 처분이 연방헌법 수정 제14조가 보호하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4) 판시사항

결혼할 권리는 인간의 자유에 내재된 근본적인 권리이며 미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리

와 평등권의 원칙에 의거해볼 때 동성 결합자들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미시간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의 주(州)들 역시 합법적인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 

(5) 판결이유4)

1) 다수의견(5명 : Justice Kenndy, Ginsburg, Breyer, Sotomayor, Kagan, JJ.)
① 판결분문 서두

원고는 법적으로 이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성 간의 결합도 합법적인 제

도로 승인해주어 자신들에게 결혼할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결혼을 남자와 여

자간의 결합으로 정의해왔다. 피고 미시간,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주가 14쌍의 동성결합자인 원고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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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법률이 주(州)가 아니라 연방의 법률이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조항이 연방 수정헌법 제5조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사건 판결은 법률이 주(州)
의 법률일 뿐 아니라, 결혼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의 주체 역시 주(州)이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이 연방 수정헌법 제5조가 아닌 연방 수정헌법 제14조
가 되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수정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정부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례(Barron v. The Mayor and City Council of Baltimore) 이후, 주정부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을 막고자 수정 제14조
등이 헌법에 추가되었다. 이 제1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가 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각 기본권이 위 수정 제14조가 규정한 자
유(liberty)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입장을 택했다. 다만, 많은 선례를 통해 거의 모든 국민들의 기본
권들이 수정 제14조를 통해 주정부에게도 적용되게 되었고, 대법원은 Due Process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천부적인 기본권 이외에 경제, 사회
적인 권리로까지 확장시킨 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수정 제14조를 중심으로 하여, 권리장전에 열거된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 주정부에
의해 제한될 경우, 이러한 제한이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최종 문제되는 것이다. 한편, 연방 정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는 수
정 제5조가 적용되나, 논리의 틀은 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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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미 연방헌법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수천년 동안 결혼

은 인간에게 가장 신성한 제도였고 사회의 근간이었다. 공자가 결혼을 정부의 기초라고 말했고, 키케로가 사

회의 첫 번째 유대는 결혼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었다. 지금까지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해

왔는데 두사람 간의 동성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해준다면 기존의 결혼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 결혼제도는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다. 한때 결혼은 부모의 정치적, 종교적, 재정적 관

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지만 국가가 건립될 당시에는 남녀 간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이해됐다. 

여성이 가진 권리의 범위에 따라 결혼의 성격도 바뀌었다. 여성의 권리가 제한적이었던 남성 중심사회에서는

여성에게는 회심의 법(Old doctrine of coverture)이 적용되었지만, 사회가 발전하여 여성에게 정치적 권리와, 재

산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인정된 후부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널리 인식되면서 위 법률은 포

기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 중반까지 동성 결합자들의 성적 정체성은 인정되지 못해 비도덕적인 것으로 취급

되었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었고, 그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도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입대마저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동성애는 정신 질환으로 간주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동성

애자들의 권리에 관해 공개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동성커플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하여 정부 및 민간분야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이 분야는 법적인 담

론의 영역에까지 도달하여 결국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동성결합에 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접근을 한 것은 Bowers v Hardwick 사건인데 조지아 주법은 동성행위

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10년 후 법원은 Romer v Evans

사건에서 성적본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차별을 배제하지 않고 묵인하는 콜로라도 헌법개정안을 무효화시

켰다. 이후 2003년에는 동성결합을 범죄대상으로 분류하는 법률은 동성 결합자들의 삶을 비하하는 것이며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무효화 시켰다 (Lawence v Texas). 1993년 하와이주 법원은 결혼을 성적기초에 따라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적으로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되던 기존의 입

장이 고수되는 점을 재확인했다. 1996년에 미 의회는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을 통과시

켰는데, 미연방국의 모든 법률은 법적으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결합하는 것으로 정

의하도록 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결론이 등장했다. 2003년경 메사추세츠 주 법원은 동성결합을

결혼으로 승인해주었다. 이 판결 이후 다른 주에서도 동성결합을 결혼 으로 인정해주는 입법적 사법적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DOMA가 동성결합 자들이 결혼허가를 받은 주에서 이성결합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범위에서는 무효이며, 자녀,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

4) Obergefell v. Hodges 판결원문 요약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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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는 동성 커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최근 미국의 법원에서는 동성결합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동성 결합자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되었다.

② 동성혼 허용 근거로서 미연방 수정헌법 제14조

미 연방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은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5) 이 조항에 열거된 대부분의 자유는 권리장전에 기재되어있

으며, 이 같은 자유는 개인의 정체성과 신념을 정의하는 친밀한 선택을 포함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중심에 기반한 개인의 특정한 선택의 영역에 까지 확장된다. 기본권의 확인과 보호는 헌법을 해석하는 사법부

의 의무영역에 해당한다. 이같은 의무는 어떤 공식으로도 축수될 수 없으며 법원이 인간의 권리를 규명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각 주 정부는 이것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특정 요구 사항 보다는 폭넓은 원칙을

제시하는 다른 헌법 조항 분석과 관련된 많은 고려 사항에 의해 유도된다. 역사와 전통은 이 질의를 인도하고

규율하지만 외부 경계는 설정하지 않는다. 불의의 본성은 우리 시대에 항상 그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권

리장전 및 헌법 제 14조 수정안을 작성하고 비준 한 세대는 모든 차원에서 자유의 정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미래 세대에 위탁했다. 그것의 의미, 새로운 통찰력이 헌법의 중

앙 보호와 수용된 법적 협약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경우 자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같은 확

고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결혼 할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러빙 대 버지니아 사

건에서는 인종간 결합금지를 무효화 했고(1967), 만장일치로 법원은 “자유로운 남성에 의한 질서있는 행복 추

구에 필수적인 중요한 개인적 권리 중 하나”라고 판결했다. Zablocki v. Redhail는 자녀양육의 능력을 갖지 못

하는 아버지 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에 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혼할 권리가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③ 헌법 상 기본권으로서 결혼에 대한 권리가 동성커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다음 4가지 원칙은 결혼할 권리가 헌법 상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동성커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첫째, 결혼에 관한 개인적인 선택권은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내재되어있다는

점이다. 결혼과 자유간의 이같은 연계성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무효화 시

킨 것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피임, 가족관계, 출산, 입양과 관련된 모든 선택과 마찬가지

부산지방변호사회•73

5)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no State shall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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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혼에 관한 결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결정이다. 결혼에 대한 선택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결혼은 안전보장, 안식처, 인간의 공통적인 연결체의 역할을

하므로 시민결혼은 하나의 제도로 존중받아야 하며, 결혼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할지의 문

제는 자기 정의의 행위에 기초한 개인적인 선택이다. 결혼의 본질은 지속적인 인연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표

현, 친밀감 및 영성과 같은 다른 자유를 발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에게 해당된다 (Windsor, 570 U.S., ----, 133 S.Ct., 2693-2695 참조). 결혼을 추구하고 자율적으로 그러한

두드러진 선택을 하려는 두 남성 또는 두 여성 사이의 유대감에는 존엄성이 있다. 결혼할지 말지, 다른 인종과

결혼할지의 선택권은 개인에게 주어져있으며 국가는 이같은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원칙은 결혼할 권리는 헌신된 2명의 연합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큰 기본

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원칙은 Griswold v. Connecticut의 판결의 핵심인데 헌법은 결혼한

부부가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Griswold는 판결에서 결혼할 권

리는 권리장전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혼은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이 함께 오는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성한 친밀함이 있는 것이다. 어떤 원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윤택하게 하

는 연합이며 정치적인 신념이 아닌 삶의 조화를 위한 연합이며 상업적 사회적 프로젝트가 아닌 서로에 대한

충실한 연합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전 결정에 관여 한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한 연합이다.

터너재판에서 재판부는 친밀한 연합인 결혼이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수감자들의 결

혼할 권리가 부인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헌신적인 인간관계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밝

히고 있다. 결혼 할 권리는 “서로에 대한 그들의 헌신으로 자신을 규정짓고 싶어 하는 커플”을 위엄 있게 만든

다. 결혼은 고독한 사람이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보편적인 두려움에 응답한다. 두 사람은 여전히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교제와 이해와 확신의 희망을 제시한다. 로렌스사건에서 판결한 것처럼

동성 결합자들에게도 이성결합자들처럼 친밀한 연합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로렌스사건에서는 동성 결

합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무효화시켰다. 성적으로 친밀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었을 때 그 행동

은 개인적인 결합에 영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로렌스판결은 개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친밀한

결합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차원에 대해 확인해 주었을 뿐이며 자유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도록 허용한 것

은 아니다. 추방당한 무법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자유의 완전한 약속을 성취하지는 못한다. 

결혼할 권리에 대한 세 번째 원칙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호함으로써 육아, 출산,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 의미

를 가진다는 것이다. 법원은 다양한 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결혼할 권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주법은 결혼할 권리를 자녀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은 더욱 큰 이

득을 준다. 부모관계에 대한 인정과 법적구조를 부여함으로써 결혼은 아이들이 자기 가족의 동일성을 이해하

고 이를 통해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가족들 간에도 조화를 이루며 일상생활을 영위해간다. 결혼은 또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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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 이익에 중요한 영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모든 당사자가 동의함에 따라, 많은 동성 커플은 생물학

적이든 입양을 했건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과 양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현재 수 십 만 명의 어린이들이 그러한

부부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이 개인 또는 부부로 입양하도록 허용했으

며 많은 입양 자녀는 동성 공동 부모를 갖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게이와 레즈비언들도 사랑과 가족부양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법적확신을 갖게 한다. 동성 결

합자들의 결혼을 배제하는 것은 결혼할 권리에 중심적인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다. 인식, 안정, 예측가능한 결

혼이 없이는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은 소외된 가족으로 낙인됐다는 것을 알고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 막대한 물질적인 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 좀 더 어

렵고 불안정한 가족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가지지 않고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결혼할 권리

에 관한 그 의미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낳는 능력과 욕구와 약속은 유효한 결혼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출산하지 않는 부부에게도 결혼할 권리가 보장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나 주(州)는 출산할 능력

이 결혼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는 다양한 측

면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은 그 중 하나에 속한다.  

네 번째 법원의 사례들과 국가의 전통은 결혼이 사회질서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한다. 따라서 알렉시

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이같은 사실을 2세기 전 미국전역을 여행하면서 인식했다. “전세계에서 미

국처럼 결혼의 끈을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혼란스런 미국공중사회에서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질서

와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이후 대중들에게 공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이같은 토크빌의 언급에 대해 “결

혼은 가족과 사회의 기초이며 결혼제도가 없이는 문명도 진보도 없다”고 호응했다. 메릴랜드 주법원이 말했

듯이 우리의 전체 시민 사회에 성격을 부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같은 생각은 수 차례 사회제도가 변혁을 겪

어오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생각한 부모의 동의, 성별, 인종과 관련된 대체 규칙은

필수적이다. 

결혼은 국가공동체의 하나의 빌딩블록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커플은 다른 커플를 지지하고, 사회는

커플들을 지지하여 그들에게 상징적 인식을 제공하며 물질적 이득을 보호하고 연합을 돕는다. 사실 미국은 일

반적으로 모든 결혼 한 부부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역사상 결혼은 정부의 권리,

이익 및 책임의 확대 목록을 위한 기초로 삼았다. 결혼지위에 대한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과세, 상속, 재산

권, 정복 승계의 규칙, 증거법의 배우자 특권, 병원 접근, 의료 의사 결정 권한, 입양권, 생존자의 권리와 이익,

출생 및 사망 진단서, 직업윤리 규칙, 선거 자금 제한 근로자 산재 보상 급여, 건강 보험, 아동 양육권, 지원 및

방문 규칙. 주법에 의거한 유효한 결혼은 수천 가지의 연방법 조항에 대한 중요한 지위이다. 각 주정부는 법률

제도 및 사회 질서의 여러 측면의 중심에 그 기관을 배치함으로써 결혼 권리의 근본적인 특성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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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동성결합과 이성결합 간에 어떤 차이점도 없다. 동성 결합자들을 결혼제도에서

제외시킨 결과로 동성 결합자들은 주가 결혼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손해는 물질

적인 부담 그 이상이다. 동성 결합자들은 불안정한 지위를 이성결합자들에게 위탁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

다.  결혼은 모든 중요한 가치와 결부된 것이므로 동성 결합자들의 결혼을 배제하는 것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중요한 측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같은 행동은 레즈비언과 게이들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도로 진출하는 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다. 동성 커플들도 결혼의 초월적인 목적을

갈망하고 가장 높은 의미에서 성취를 추구한다.

④ 평등원칙 위배여부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지만 지금 결혼할 권리의 핵심

적인 가치 부분에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 것은 명백하다. 이 같은 지식에 근거해 볼 때 동성 결합자들의 결혼

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오명을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장전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전에

금지된 결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러빙은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권리”에 관해 묻지 않았다. 

터너는 “결혼 할 수있는 사람의 권리”에 관해 묻지 않았다. Zablocki는 “무급 아동 양육비를 가진 아버지의 권

리”에 관해 묻지 않았다. 대신에, 각각의 경우는 해당 범주를 오른쪽에서 제외시키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는지

를 묻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결혼 할 권리를 물었다. 동성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간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품위

있고 존경받을만한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전제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들 자신이나 그들

의 신념은 폄훼되지 않는다. 

사실, 평등 보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은 새로운 통찰력과 사회적 이해가 한 번 알려지지 않았고 도전

받지 않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 안에서 부당한 불평등을 드러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 가지 기

간을 취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결혼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회심의 교리가 점진적으로 침식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서의 유별난 성별 분류는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한 존엄성을 부인했다. 예를 들어 한 주법은 1971 년에 “남편은 가족의 머리이며 아내는 그에게 복

종한다. 그녀의 합법적인 시민적 존재는 법이 그녀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것을 별

개로 인정하는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편과 합병된다고 했다.

⑤ 결론

동성 커플이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혼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자

유권에 내재된 기본적인 권리로서,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조항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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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성결혼 합헌판결(Obergefell v. Hodges 판결)에 대한 분석과 위 판결이 한국의 혼인제도에 미칠 영향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바, 동성 커플 역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Baker v. Nelson 판결을 폐기하기로 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심사를 청구한 주(州) 법률

은 그 법률이 이성 커플과 같은 조건과 상태에 있는 동성 커플을 민사법상 결혼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한 무효

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각 주는 타주와 외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각 주들로 하여금 그 주 밖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

석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동성 커플은 모든 주에서 결혼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어떤 특정 주가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동성 결혼을 동성 결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

을 적법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주 법 조항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어떤 연합도 결혼보다 심오한 것은 없다.6)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 충실, 헌신, 희생 및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

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체를 구성할 때 두 사람은 그들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들 중 일부는 결혼 생활이 과거의 죽음을 견뎌 낼 수 있는 사랑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 남녀

들은 그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무시한다고 오해 할 것이다. 그들의 간청은 그들이 그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깊이 존경하며, 스스로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에

서 제외 된 외로움에서 살도록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요구한다. 헌

법은 그 권리를 부여한다. 

2) 소수의견(4명 : Roberts, Scalia, Thomas, Alito) 
① 반대의견의 요지

존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원고들은 동성 커플이 반대 성별

커플처럼 결혼을 통해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입법부가 아

니다. 헌법에 따라 판사는 법률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을 비준 한 사람들은 법원에 “힘도 의

지도 아닌 단지 판단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바람직한지 선언할 권한을 주

지는 않았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일부다처제마저도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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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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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문제는 미국의 현행 헌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각 주가 결혼을 전통적인 의미로 제한

할 것인지, 동성 커플에게도 허용되도록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와 함께 앤토니스칼리

아 대법관도 별도의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위원회 9명에 의한 미국 헌법

의 수정으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말았다.”라고 비난했다. 

소수의견은 이번 다수의견에 근거한 동성혼 찬성 판결의 근간에는 전통적 의미로서의 결혼을 경시하는 풍조

가 있고, 그러한 풍조가 뿌리내린 논리적 토양은 빈약하다고 염려하고 있다. 나아가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이 공통적으로 걱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동성애자등 몇몇 개인이 확장한 결혼의 정

의를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아닌 민주적 정당성이 빈약한 사법부가 자

의적으로 헌법 수정을 초래할 정도로 헌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헌법이 지니는 권위는 더 떨어지고, 또 터무니없는 사견(私見)들을 헌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직면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해지리라는 것이다. 결혼의 정의를 꼭 ‘두 사람’의 결합으로 국

한할 근거가 없다는 일부다처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빈약해졌다는 것이다. 개인적 가치판단을 타

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이 미국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사랑은 사적 영역

에 속하고 결혼은 공적영역에 속한다. 소송적 영역에 속하는 결혼의 정의를 사적 관점으로 바꾸고 국가 전체

에서 법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었다면 동성애에 대한 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확실히 염

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소수의견 서두

원고들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처럼 결혼이 허락되어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년 동안 1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유권자와 입법자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

했다. 그러나 본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다. 동성결합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헌법의

원칙상 판사는 무엇이 법률이고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헌법을 비준 한

사람들은 법원에 “힘도 의지도 아닌 단지 판단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결혼을 동성 커플로 확대하려는

정책적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연장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 결혼 할 수 있는 기본

적 권리에는 국가가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게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문

화에 지속되어온 결혼의 의미를 유지하겠다는 국가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우

리 헌법은 어떤 하나의 결혼 이론도 제정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결정은 법적 판단이 아닌 의지의 행위다. 그것

이 발표하는 권리는 헌법이나 이 법원의 선례에 근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미국의 절반 이상의 결혼 법

을 무효화하고 칼라하리 부시맨과 한족, 카르타고 인, 아즈텍 인을 위해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의 기초를 형

성 한 사회 제도의 변화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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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모든 기간 동안 모든 문명에서 “결혼”은 단 하나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불

렀다.” 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 두 가지 개념 즉 첫째, 최근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에 결혼은 남과 여간의

결합인 사실이 의심없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것의 기능과 역할은 문명의 역사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바 있다.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남자와 여자간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우연이 아니

다. 결혼은 정치적운동, 발견, 질병, 전쟁, 종교적 도그마는 어떤 다른 역사적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결과물이 아

닐 뿐만 아니라 동성 결합자들을 결혼에서 배제시키기로 한 것이 선사시대의 결단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본성적인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안정적인

조건에서 인간적인 교제가 수반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한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출산은

남자와 여자간의 성적결합이 있을때에 비로서 발생하게 된다. 성적관계는 자녀의 개념을 낳고, 그 자녀는 부와

모가 함께 돌볼 때 각자 돌볼 때보다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득과 사회적 선을 위해서는 출산으로 이

어질 수 있는 성적인 관계는 오직 남자와 여자간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결합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사회는 결혼으로 결합으로 인식했다. 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국가건립 때부터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자

발적인 계약으로 이해되었고, 존 로크는 결혼을 출산과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남녀 간의 자발적인 협약이라고 묘사했다. 헌법은 결혼이 무엇인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

건립 당시 결혼을 남자와 여자간의 결합으로 인정하였던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며, 원고들이 거주하는 4

개의 주도 마찬가지였다. 

③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의 결혼 법이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본법원의 다수의견은 동

성 결합자들이 결혼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네 가지 원칙과 전통이 있다고 주

장한다. 본법원은 적법절차의 원칙은 어떤 과정이건 간에 주로부터 박탈되어서는 안되고 보호되어야 할 자유

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이론은 어떤 자유는 전통과 인간의 양심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기에 절박한 정당성이 없는 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연방법원의 판

사가 수많은 권리들이 근본적인 권리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그들의 결정에 기초하여 주법률이 폐기되도록

하는 일에 관해 살펴볼 때 과연 이같은 일들이 법률가의 역할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선례

에서는 판사는 내포된 근본적인 권리를 표명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의 범위가 판사의 정

치성향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S. 702, 720, 117 S.Ct. 2258, 138 L.Ed.2d 772 (1997). 적법절차의 조항은 이상적인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하는 모

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법원이 처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적용한 사건인 Dred Scott v. Sandford, 19

How. 393, 15 L.Ed. 691 (1857).에서 법률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묵시적 승인하는 미주리주법률을 무효화

시켰는데 재판소는 자유와 재산의 자체개념에 의존해서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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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판사는 “법의 해석을 지배하는 고정된 규칙이 포기되고 개인의 이론적 의견이 ‘헌법의 의미’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이상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을 자신의 견해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를 결

정할 수 있어서 헌법의 개념을 선언할 수 있는 개인이 곧 정부인 상태에 놓이게 될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언

급했다. 20세기 Lochner v. New York 사건에서는 법원은 “개인의 권리에 간섭하는 간섭”과 “개인의 자유와 계

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제시 한 주 법령을 무효화했다. 홈즈 대법관은 “법은 특정경제이론을 구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정 의견을 자연

스럽게 받아들인 결론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된다.” 고 언급했다. 로크너의 판결 후에 법원은 200여개의 법률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효화시켰는데, 법률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하는가 하

는 우리의 신념에 따라 헌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법원 판사들의 지위가 헌법적 가치인 자유에 의해 사법부로서의 기능이 입법부의 지위로 승급되는 효

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입법부가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

다고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법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은 폐기되었다. 우리는 헌법적

제안은 사법부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신념에 따라 법안을 통과하는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를 대체하는 기능

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으로 돌아갔다. (Ferguson v. Skrupa) 따라서 법원이 단순히 특정한 사고의 틀에

기반해 법률이 현명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다는 등의 결론을 내리고 위헌으로 선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을 받아들였다. 개인적인 선호도가 헌법적인 판단을 좌우하는 로크너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 적법절차

의 원칙은 사법부의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선례는 기본권은 객관적이고, 우리 국가의 역사와 전

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의 개념을 극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것의 뿌리부터 뽑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절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적 교

훈, 사회의 견고한 가치관, 연방주의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 권력분립 등과 같은 가치관을 존중하는 일이다. 

다수의견이 다투는 주제는 동성결혼이 바람직하고 원고가 원하고 있다는 점으로 몰고간다. 그러나 헌법적인

문제는 원고들이 원하는바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결혼할 권리를 논의하는 선결례에 의존하여

판결하고 있다. 선결례에서는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언급을 하

고 있지 않다. 러빙판결은 법원은 결혼할 권리에 대한 인종적 제한이 강제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결

했다. 자 블로키판결은 아동양육비 부채에 의한 결혼 제한을, 터너판결은 수감자 상태에 따른 결혼 제한을 허

용하지 않았다. 어떤 법적 사례에서도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중심적인 개념을 변경시킨 적이 없다. 인

종간의 결혼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혼의 개념을 바꾸지 않는 것은 마치 단일학교가 통합학교로 바뀌는 것

과 유사하다. 다수의견이 언급한 바대로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간주되어 왔다. 요약하자면 결혼할 권리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범위 안에서 그 침해의 문제를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다룰 수

있다. 위 선례들은 주정부가 결혼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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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선례인 “피임약의 사용을 금지한 형법”을 무효판결한 사건은 “경찰이 결혼 침실을 수색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남색하는 자를 형

사처벌하는 법률을 무효화 한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도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

한 판결이다. 요약하자면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케이스는 원고들이 프라이버시를 청구한 것

이 아니므로 다수의견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프라이버시권이 동성 결합자들의 친밀한 관계에 중요

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권리가 결혼의 정의를 바꿀 확실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며 지금 논의되고 있

는 법적 이슈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기준도 되지 못한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결정을 한 다수의견은 동성 결

합자들이 자신의 결혼을 원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확신에 의존하여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정책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 로크너 사례의 재현이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수의 의견에 의할 때 결혼의 정의가 두사람간의 결합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이다. 실제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복수결혼(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제)의 인정보다 더 큰 승격에 해

당한다. 왜 세사람 간의 결합은 덜 신성하고 심오한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다수는 결혼의 개념

을 동성결합까지 확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나 제3자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같은

주장은 법적인 언급이 아닌 철학적인 언급으로 생각된다. 로크너 판결에서 Holmes 판사가 언급한 바대로 연

방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의 원칙이 존스튜어트 밀이 언급한 자유에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기본

권은 사람의 역사와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적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민주적인 과정

에 입법화 된 법률을 폐기하는 것이 판사들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다. 법원은 오늘 우리전체의 역사와 전통을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④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고집스럽게 평등권의 개념이 본 사건의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대

다수의 사람들은 평등 보호 조항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 독립적인 무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설명하는 단 한

문장조차도 제공하지 못하거나 헌법상의 질문을 불필요하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정당화하려

고 시도하지 않는다. 어떤 사례에서도 판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혼법률이 입법 활동과 결혼의 전통에 기반하

여 이성결합과 동성결합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들의 소송목적은 결혼제도에서 부수하는 권리가 아

니라 결혼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평등권의 문제는 “결혼의 혜택에 관한 권리”에 있는 것일 뿐 “결혼의 정

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법업무 개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은 결국 자신들을 다스리는 소중한 권리를 위해 자신의 삶과 운명에 위험을 감수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에게 사회 정책의 문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은 판사가 “상당히 광범위한 토론”을 한 후에 정책 판단을 무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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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은 권리를 창출 할 때 무딘 도구이다. 그들은 구체적인 경우나 논쟁을 해결할 수있는 헌법적 권한만

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법원이 아닌 당사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권리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를 예상 할 수 있는 입법부의 유연성을 보유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결정은 종교 자유에 관

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많은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동성 결혼을 신앙의 교리로 반대하며, 종교 운동

의 자유는 과반수가 상상 한 권리와 달리 실제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데 동성결혼을 인정하게되면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종교대

학에서 동성 결합자들에게 기숙사제공을 거부하는 사례와 같은 경우이다. 오늘의 결정을 하는데 다수의견은

토론의 상대방을 억압하는 느낌을 갖는다. 다수의견에서 기술된 내용 가운데 “전통적인 결혼개념”은 동성 결

합자들을 가치저하하고 낙인찍는다는 표현과 같은 사례에서 말이다. 다수의견의 결정을 축하한다. 그러나 헌

법을 축하하지는 말라. 

3. 이 사건 판결의 역사적 배경 

미국 법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 위 사건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사전적으로 동성결혼

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왔는바 헌법적인 차원에서 관련법제제정과 판결이 축적된 과정을 살펴보고자한다. 

1)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칙과 평등권 보호의 원칙7)

미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제1항 제3문은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지배권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

호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주 정부에 대한 헌법적 제한으로서 “적법절차”를 규정하

고, 주에 의하여 생명· 자유 및 재산에의 제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기본권에 의

하여 주정부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동조항에 의하여 직접 주 및 지방

정부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조항을 통하여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통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주 또는 지방정부에 효력을 가진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떠한 기본권이 이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이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조항이 보호하는 생명, 자유, 재산 중 ‘자유’에 어떠

한 범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채택목적이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기본권이 적법절차조항에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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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편입된다고 보았으나, 다른 입장에서는 적법절차조항에 포함되는 자유에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아

니라 근본적인 성격의 일부만이 편입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서의 자유란 자신의 모든 능력을 향유하고 합법적

인 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권리, 생계수단이나 직업에 종사할 권리 ,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에

서 언급한 목적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하며, 불가결한 모든 계약을 체결할 권리 등의 시민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고 하여, 적법절차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 속에는 근본적인 권리만이 편입되

어 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2) 법률적 논의8)

가. 연방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ge Act, DOMA)의 제정

① 법률의 의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부터 동성커플들이 이성커플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소가 실패했음에도 결혼할 권리라는 “기본적인 권리(fundamental right)”는 이성커플들에게만 인정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 (州)입법부들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2014년 7월 19개 주와 D.C가 주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또 2012년 7월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주 등 미국의 12개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과도기적

단계인 동성결합 또는 가정 파트너라는 제도를 두어 결혼과 유사한 동성 간의 법률상 결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

러한 주에서는 동성커플들에 대체로 이성커플들에게 주어지는 결혼에 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주의 태도와 관련하여 연방의회는 동성커플들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는 오로지 각 주가 결정

할 문제이며, 따라서 동성결합, 동성결혼 등에 대한 주의 입장이 무엇이든간에 연방정부는 동성결합에 대해

어떤 혜택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ge Act, DOMA)을 제정하였고, 1996

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성립됐다. 

DOMA의 중요한 두가지 규정 중 하나는 연방법률 차원에서의 ‘결혼’과 ‘배우자’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각 주로 하여금 다른 주에서 행해진 동성결혼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DOMA의 주된 입법취지는 두 가지인바, 하나는 연방차원에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법적인 결합만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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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성애 결혼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주에서 동성커플에게 발행한

결혼증명서에 대한 승인의무 없이 동성애 결혼제도에 대한 주 고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② DOMA의 합헌성 여부 분석

DOMA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첫째, DOMA가 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친족법의 내용

형성에 관한 주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점, 둘째, DOMA는 편견에 기인하는 것으로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원리에 위반된다는 점, 셋째, 헌법 제1조 제8항의 세출조항에(Spending Clause)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다.

2010년 DOMA는 지방법원의 Massachusetts v.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s. 사건 판결과 Gill v.

office of pers. mgmt. 사건 판결에서 위헌으로 선언된바 있다.

가) 세출 조항 위반 여부

연방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매사추세츠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성 배우자에게도 동 프로그램상의 혜

택을 부여하자 연방정부가 자금지원을 철회한 Massachusetts v. U.S. Dep’t of health & Human Servs. 사건

에서 매사추세츠주는 세출조항(Spending Clause)과 연방 수정헌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DOMA의 위헌성을 주

장했다.

세출조항과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면 연방의회는 오직 헌법에 열거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DOMA의 제정은 연방의회의 권한을 유월 한 것이라는 메사추세츠

주의 주장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세출조항에

근거하여 DOMA가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사추세츠주는 세출조항에 근거한 입법은 5가지 Dole 요건

(Dole requirements)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DOMA는 평등보호조항에 어긋나므로 Dole 요건의 네 번째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DOMA가 헌법상의 세출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메사추세츠주의 주

장에 동의했다. 즉 , Dole 요건의 네 번째 요건의 의미는 지출권력이 주(州)로 하여금 위헌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므로, 동성커플에게 기혼자로서의 혜택 제공을 거부하는 조건으

로 연방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DOMA는 메사추세츠주로 하여금 주민에 대한 헌법상의 평등보호의무를

위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연방의회가 지출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 주(州)의 주권침해 여부

결혼문제에 관한 결정은 주(州)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법원은 DOMA가 연방 내에서 독립적인 존재

로서의 주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만큼 주의 기본적인 권능과 주권행사를 방해하는가를 검토한 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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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가 주권(州權)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메사추세츠주가 동성 간의 결혼에도 이성 간의 결혼에 주

어지는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권을 행사한 결과이고, 그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원자금

을 회수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주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

라서 메사추세츠주로서는 동성결혼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연방자금을 포기하든지 동성커플의 

요구를 거부하고 연방자금을 획득하면서 주헌법을 위반하든지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법원은 연방정

부가 메사추세츠주에 대하여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주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DOMA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 평등권보호조항의 위반 여부

Gill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사건에서 원고는 DOMA에 의하여 동성커플에게 결혼자 혜택의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연방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내재된 평등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리성 심사(rational basis) 기준하에서도 DOMA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엄격성

심사(Strict Scrutiny)에 의해 DOMA의 위헌성 심사를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책임

있는 출산과 양육의 장려, 이성애 결혼제도의 보호, 도덕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의 유지, 그리고 희소자원의 보

호 등 DOMA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DOMA에 내재된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은 정당화하기에는 그

입법취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정부도 출산의 장려라는 취지는 DOMA의 운영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

정했고, 법원은 이성 간의 결혼제도를 보호한다는 취지도 실제로 DOMA가 이성 간의 결혼을 장려하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려워 DOMA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이성 간의 결혼촉

진이라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성커플을 차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자원의 보호가 합법적인

국가목적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동성커플에 대한 자원의 차등배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

다. 결국 DOMA에 내재한 동성커플과 이성커플 간의 차별과 그 차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적 사

이에는 합리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법원은 합리성심사기준하에서도 DOMA를 평등보호조항에

어긋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다. 

나. 연방헌법의 개정시도 

2002년 5월 15일 결혼 조항을 추가하자는 연방헌법 수정안이 처음으로 연방하원에 제출되었고, 다시 2003년

5월 21일과 11월 23일에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각각 제출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월 연두교서에서 헌

법수정안에 대한 지지의사 표명을 했고, 2003년 수정안이 다시 수정되어 2004년 7월 7일 상원에, 같은 해 9월

23일에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 새로운 수정안은 “미합중국에서의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헌법 또는 어느 주(州)의 헌법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어떠한 결합에도

결혼 또는 결혼의 부대(附帶)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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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부결되었다. 

2)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의 판례 분석
① 동성결혼에 대한 보통법의 확립

법원이 처음으로 동성결혼 문제를 다룬 것은 1971년 Baker v. Nelson 사건에서이다. Baker 사건에서 메네소타

대법원은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이유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미네소타주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은 곧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법률에 동성결혼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州) 입법부가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 일반적인 용어사용법을 채택한 것이고, 그것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을 예상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미네소타법주 대법원은 단순히 인종을 근거로 하여 결혼을 제한하는 것과 성(性)에 있어서

의 근본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결혼을 제한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함으로써 인종 간의 결혼 금지

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시한 Loving v. Virginia 사건 판결과 달리 Baker 판결에서는 동성결혼의 금지를 합헌이

라고 하였다. 미네소타주 대법원 판결 이후 동성결혼의 일반적 금지라는 보통법(Common law)이 확립되었고,

Baker 사건 이후로 25년 동안 동성결혼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보통법에 대하여 중대한 도전은 없었다.

② 동성결혼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례
가) 평등보호조항의 위반 여부

1) Baehr v. Mike 사건

1993년 Baehr v. Mike 사건은 결혼 증명서 발부가 거절된 3쌍의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하와이 주

법률을 문제 삼은 사건이다. 어린이들의 건강 및 복지의 보호와 결혼 관계 내에서의 출산장려에 대하여 주정

부는 긴절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정당화한다는 주정부의 주

장에 대하여, 주대법원은 주(州)가 동성결혼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

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은 주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Baehr판결이 있은 지 1년 후 하와이 유권자들은 결혼을 이성 간의 커플로 한정할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는

헌법 개정을 승인하였다. 

2)Lewis v. Harris 사건 

뉴저지주에서는 2004년 7월 초에 동거법(Domestic Partnership Act)이 시행되면서 동성커플의 동거가 허용되

었다. 이 법률은 동거관계로 등록한 동성커플들에게도 세금, 유산상속, 보험 등에 관하여 결혼자로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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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성결혼 합헌판결(Obergefell v. Hodges 판결)에 대한 분석과 위 판결이 한국의 혼인제도에 미칠 영향

를 부여하였다. 2006년 Lewis v. Harris 사건 판결에서 뉴저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로서 자리 잡을 만큼 뉴저지주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주민들의 양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판

단했다. 그리하여 법원이 쟁점으로 삼은 것은 동성커플들에 대하여 결혼의 권리 및 결혼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州) 헌법상의 평등보호권리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법원은 평등권을 분석함에 있어서 동성커

플의 권리, 그 권리가 침해되는 범위, 동성결혼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등 세 가지 요소를

형량하였다. 법원은 동성커플에게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교대상인 이성 커플들에 비

하여 동성커플도 평등하게 취급받아야 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동성커플은 

이성 커플에 비하여 불평등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정부는 결혼의 전통적 개념 유지와 다른 주의

법률과의 통일성을 공익상의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적법절차조항의 위반 여부 - Lawrence v. Texas 사건

2003년 미연방 대법원은 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텍사스주의 남색행위처벌법(sodomy law, 이하 계간 鷄

姦처벌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집필

한 케네디(Kennedy) 대법관은 “게이와 레즈비언들도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적

인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 또한 적법절차

조항은 그들에게도 국가의 간섭 없이 행동할 완전한 자유를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아가 케네디 대법관

은 미연방헌법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보장하고 있고, “텍사스주가 계간처벌법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에 관여하는 것은 더 이상 합법적인 국가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라

고 설명하고 있다. Lawrence 판결이 선고된 지 3일 만에 애리조나주 마리코파(Maricopa) 카운티에서 동성커

플에 대한 결혼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건이 있었다. 원고들은 Lawrence 선례에 근거하여 동성결혼을 금

지하는 애리조나주 법률은 그들의 근본적 권리인 결혼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 및 연방헌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동성결혼을 할 근본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는 출산 장

려에 대한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위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동성결혼의 장래를 밝게 해 줄 것 같았던 Lawrence 판결의 취지를 하급 법원이 좁게 해석

한 예가 된다. 

③ 동성결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

뉴욕주 주민인 Edith Windsor와 Thea Spyer는 모두 여자이고 1960년대부터 동성애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뉴

욕시가 1993부터 법적으로 인정한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s)로 등록하였다. 2007년 Spyer의 건강이 악화

되어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로 가서 법적인 결혼을 하였다. 2009년 2월에 Spyer는 그녀의 전 재산을 Windsor에

게 남기고 죽었다. 연방 차원에서는 DOM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Windsor는 연방 상속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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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363,053달러를 연방 상속세로 납부한 후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반환을 청

구하였으나 생존 ‘배우자(spouse)’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Windsor는 연방 지방법원에 DOMA의 제

3절(Section 3)이 수정헌법 제5조를 통하여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평등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

세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 United States v. Windsor사건이다.

Windsor 사건은 주로 평등권에 관련되는 사건이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평등권의 법리에 근거하지 않았

다. 다수의견이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원리는 연방주의가 가장 가깝다. 즉, 결혼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개별 주(州)의 권한 영역이라는 것이 미국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다. Kennedy 대법관은 예컨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이 버몬트주에서는 16세인 반면에 이웃 뉴햄프셔주에서는 13세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주는 

4 촌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오와주에서는 4 촌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처럼 결혼에 관한 법률은

주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점은 Windsor 판결은 평등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 권한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다수의견의 이러한 결론은 누가 결혼할 수 있으며 누가 결혼해서는 아니 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주

정부에 있다고 함으로써 연방대법원 스스로가 각 주로 하여금 결혼에 관한 평등권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4. 평가 및 한국의 판결에 미친영향

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동성 결합자들이 결혼할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해준 점, 동성 결합자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전에 개별 주(州)마다 동성결합자의 결혼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이 있

었던 것이 변하여 연방정부는 일괄적으로 모든 주는 동성결혼을 허가하여야 하도록 입법화한 점 등에서 판결

의 의의가 있다. 다만 다수의견은 다음과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결혼의 정의에 대

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성 결합자들의 결혼을 인정해준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둘째, 소수의

계층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 셋째, 다수의 주가 동성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방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넷째, 종교적 전통적 관점에서 남

녀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기존 관념을 법률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가능한지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이

에 대해 다수의견은 결혼의 개념이 역사가 변천함에 따라 바뀌었고 선조들은 권리의 개념에 관해 후대에 위

탁하였으며 원고들이 처한 상황이 긴절하고 급박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입법절차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헌법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법원도 김조광수 부부의 혼인신고 수리신청(실질적으로 혼인신고불수리처분 취소소송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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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에 대한 결정문을 살펴보면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

존 혼인의 내재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혼인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결합

을 결혼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사법부의 역할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비중이 크기에 동성 결합

자들이 결혼제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일상가사대리권, 국민연금법상 유족보상 혹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

리,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신청인들의 권리를 입장에 공감이 가기에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언급한 점, 나아가 동성결합을 결혼으로 받아들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친절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추후 한국사회에서도 동성결합을 결혼제도로 수용할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향후 한국의 결혼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사

회에서 많은 토의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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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6534판결-

1.서설

‘토지’ 속에 있는 ‘돌’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통은 토지와 분리하여 그 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토지 속에 있는 돌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신고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던 중에 어떠한 사유로 토석채취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와 별개로 ‘돌 자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에 속한 돌의 손실보상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

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흙·돌·모

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

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

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2002두4518판결에서 밝힌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구

체적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토지에 속한 ‘돌’에 대한 
손실보상 판단기준 

변호사 이 남 길



후술하듯이, 대상판결은 행정적 조치(허가)의 존속 또는 취득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 또는 공익사업과 영업 손실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타당한 결론에 이른 것으

로 보여 진다.

2. 사실관계1)

가. 피고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009. 12.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서 분할된 토지이다)와 그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66,180,300원, 수용개시일을 2010. 2. 9.로 하는 수용

재결을 받았다.

나. 원고의 망부(망부) 소외인은 1983. 12. 24. 익산군수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1986. 2. 8. 익산군수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그 허가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1. 2. 7.까지,

채석수량을 화강암 116,431㎥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86. 11. 1.경부터 위 토지에서 ‘○○채석장’이라

는 상호로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후 소외인은 위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일인 1991. 2. 7.경 다시 익산군수로부터 허가기간을 1991. 2. 7.부

터 2001. 2. 8.까지, 채석 수량을 화강암 12,000㎥로 하는 내용의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1994. 5. 30.

에는 허가 내용 중 채석면적을 종전의 3,846㎡에서 4,426㎡로, 채석수량을 12,000㎥에서 14,900㎥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소외인이 1998. 2. 15. 사망하자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수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

고는 1998. 3. 30.경 익산시장에게 위 채석허가에 대한 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1. 2. 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익산시장으

로부터 채석수량을 화강암 172,594㎥로, 허가기간을 2001. 2. 3.부터 2006. 2. 2.까지로 하는 채석허가를 받

았고, 2006. 1.경 다시 채석수량을 15,510㎥로 하고, 허가기간을 2009. 2. 2.까지로 연장하는 채석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가 2009. 1. 23. 익산시장에게 허가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채석수량

을 240,128㎥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자, 익산시장은 2009. 3. 3. 피고의 의견을 좇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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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공사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이 추진 중이고, 사업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토석채취변경신고 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9. 10. 15.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259호로 익산시장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이후인 2011. 5.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인 철도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고속철도

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

려하면 익산시장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제1심 및 제2심 판결 : 원고청구 기각

비록 원고와 그 망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약 23년간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는 하나, 그 허가기간은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향후에

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석·채취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속한 토석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별도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3

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대법원판결(대상판결) : 원심판결 파기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앞서 이미 그 지상에서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

하여 왔고, 비록 위 수용재결 당시에는 위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상태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아니었다면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

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

나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의 보상을 정하는 공익사업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

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

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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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5.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제1심과 제2심 판결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선행 대법원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

24545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두2672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비록 위 대법원 96다24545판결, 대법원 2009두2672판결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에 속한 돌

에 대한 토석채취연장허가신청이 “반려”된 주된 원인에 착안하여, 그 주된 원인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때문

이라면 행정적 조치(채석허가)의 존속 또는 취득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돌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는 행정적 조치(채취허가)의 존속 또는 취득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영업 손실보상에서 논의되는 “보상의 대

상이 되는 영업 또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과 영업(허가) 소멸 사이의 인과관계”로부터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제2호).

돌에 대한 채석은 관련법상 이에 대한 “허가나 신고”의 형식으로 발현되고, 영업 손실보상에서의 영업 역시

대부분 “허가나 특허, 신고”의 형식으로 발현되는바, 영업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 외에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면 당해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것처럼, 돌

에 대한 채석허가 역시 수용개시일 이전에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불허된 이상 그러한 채

석허가 영업 및 그 대상인 돌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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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영업 손실보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3) 허가기간 연장의 불허가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기인되었고 그 공익사업이 아니었다면 허가기간 연장이 되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로 보아 영업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로는, 이선영,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제2판), 리북스, 2008. 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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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영업에 종사한 점, 소외 익산시장은 이 사건 공

익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의견을 좇아 원고의 토석채취변경을 반려한 점, 원고가

토석채취연장허가조치를 득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 때문인 점(인과관계), 비록 토석채취연장

불허가처분이 있고 그러한 재량처분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불허가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할 것인가”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인 점 즉 전자는 행정청의 재량권4)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

나 후자는 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개인의 재산권보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대상판결이 타당하다고 본다.

6. 여론

만약 이 사건 토석채취연장허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 때문에 불허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석채취허

가처분에 붙은 기한 즉 1986년부터 2009년까지의 “허가기간” 중 “종기”가 도래하고 위와 같은 허가기간 전체

를 보았을 때 위 채석허가사업의 성격상 부당하게 짧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불허가처분에 이

른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돌에 대한 수용보상을 요할 것인가?5)

이 경우에는 토석채취연장불허가의 주된 원인이 허가기간의 종료에 따른 결과이므로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토석채취연장허가신청이 반려된 주된 원인은 토석채취허가처분에 붙은 종기의 도래에 따

른 결과이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종료할 당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이라는 사정이 우연히 시간적으로 가까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연장허가가 불허된 원인이 “허가기간의 종료”에 따른 것인지 “공익사업의 시행”때문인지 불명확한 경우

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불허가처분통지서에 나타난 행정

청의 의사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추가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의

미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토석채취연장허가가 수용개시일 전에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아닌 “다른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불

허된 경우에도, 손실보상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개별법에 따라서는 공익상의 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의

무 및 그 의무자를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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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석채취허가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판결).
5) 이는 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강학상의 부관이나 법정부관과 결부되어 종종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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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07. 12. 7.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이 태안 앞바다에 투묘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HEBEI

SPIRIT, 이하 ‘허베이호’)를 충격하여 허베이호 유조창이 파공되어 1만 2547kl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

생하였다. 

대상결정은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책임제한절차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인정한 결정으로서, 상법 제76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2가지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첫째, 대상결정은 전권이 위임되지 않은 선박관리회사의 고

의 또는 무모한 행위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과거 대법원은 포

장당 책임제한 사건에서(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차장, 대리급 직원의 행위를 회사 자신의 행

위로 보아 책임제한을 배제하였는데, 대상결정에서는 선박관리회사의 행위를 회사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대상결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라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 이 평석에서는

대상결정에서 문제된 쟁점 중 부선인 삼성1호가 상법상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책임제한 배제요

건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의미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한다.

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배제사유 -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1. 쟁점

2. 책임제한배제사유의 행위주체 -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가. 선박소유자 등의 피용자나 대리인의 행위

나. 선박소유자 등이 법인인 경우

다. 선박관리회사를 선임한 경우

라. 대상결정의 의미

3.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주관적 요건 -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가. 연혁

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다. 대상결정의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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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2010. 1. 20.자 2009라1045 결정), 대상결정(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해양

안전심판원 재결(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자 중해심 제2008-26호 재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추15 판결)을 참조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이 사건 예인선단은 ① 3,000톤급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crane barge) 삼성1호(총톤수 11,828톤), ② 위

부선을 예인하는 주예인선 삼성T-5호(292톤), ③ 보조예인선인 삼호T-3호(213톤), ④ 양묘작업선 삼성A-1

호(89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 책임제한절차 신청인(삼성중공업, 이하 ‘신청인’)은 1995. 12. 29.경 이 사건 예인선단 중 삼성T-5호, 삼성1호

및 삼성A-1호를 삼성물산으로부터 임차기간을 1996.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

차기간 동안 선단의 위탁관리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7. 3. 1.경 보람 주식회사(이하 ‘보람’)와 사이에 위탁기간을 2008. 2. 29.까지, 용역비를

1,002,875,000원으로 정하여 삼성T-5호, 삼성1호 및 삼성A-1호의 관리 및 운항을 위탁하는 내용의 장비관

리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보람은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로서 그 소재지를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에 두고 위 선박들의 관리·운영 외에는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예인선단의 인천항 출항

가. 삼성물산은 2007. 11. 19.경 삼호 아이앤디(이하 ‘삼호’)로부터 예인선인 삼호T-3호를 임차기간을 2007. 1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삼호는 삼성물산의 작업 총괄 지시에 따라 삼호T-3호를 운항하기로 하였다. 

나. 삼성물산은 삼성 1호를 예인할 보조 예인선으로 삼호 T-3호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아래 그림과 같이

해상 크레인이 장착된 삼성 1호와 삼성 1호의 선미부 양현 쪽에 각각 하나씩의 예인줄을 연결하여 삼성 1호

를 역방향으로 끄는 예인선인 삼성 T-5호(주 예인선) 및 삼호 T-3호(보조 예인선), 그리고 삼성 1호의 선수

부 중앙에 예인줄을 하나 연결한 채 뒤따라가면서 삼성 1호의 진행방향을 보조적으로 조절하는 앵커 보조

선 삼성 A-1호(양묘작업선)가 일체를 이루어 이 사건 예인선단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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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예인선단 중 삼성 T-5호의 선장은 보람이 고용한 신청외 1이, 삼호 T-3호의 선장은 삼호가 고용

한 신청외 5가, 삼성 1호의 선두는 보람이 고용한 신청외 2가 각 담당하였는데, 보람은 예인선단의 운항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나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인력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예

인선단의 운항상 안전관리업무는 선장이나 선두에 일임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예인선단은 2007. 11. 27. 거제시 삼성조선소를 출발하여 12. 1. 인천항에 도착한 후, 12. 2.부터 12. 6.

까지 인천대교 교량설치공사에 투입되었다. 

마. 신청외 1은 2007. 12. 6. 13:46경 보람 소속 직원인 신청외 6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기상 악화에 대한 문자메

시지(당일 오후 최대풍속 13m/s, 파고 1-2m, 다음 날 오전 최대풍속 13m/s, 파고 1.5-2.5m)를 받았다. 그러

나 당시 인천항의 기상이 예항검사증서의 항해권고에서 출항을 금지하는 ‘풍력계급(Beaufort wind scale) 5’

에는 미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예인선단의 예정항로는 연안으로부터 약 10마일 이내였으므로 신청외 1

은 풍랑으로 인하여 항해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예인선단은 2007.

12. 6. 14:50경 인천항을 출항하였다. 

3. 기상악화 및 이 사건 해상사고

가. 이 사건 예인선단은 2007. 12. 6. 23:30경부터 외해의 풍파에 노출되어 보침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2007. 12. 7. 04:00경이 되자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편류각(drift angle)이 90도에 이를 정도로 예항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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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신청외 1은 출발항인 인천항으로 피항을 시도하였으나 삼성 1호가

예인되지 않고 오히려 예인선들을 끌고 가기에 이르자 2007. 12. 7. 05:17경 피항을 포기하고 최초 예정항로

방향으로 삼성 1호를 예인하려고 시도하면서 계속 표류하였는데, 당시 신청외 1은 이 사건 예인선단이 위

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는데도 이를 인근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주변 선박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2007. 12. 6. 19:18경 원유 약 302,640㎘(약 263,944t)를 적재한 채 충남 태안군 원

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36-52.5N, 126-03.0E)에서 정박하고 있었다.

다. 신청외 1은 2007. 12. 7. 06:40경 삼성 1호가 허베이호로부터 약 0.3마일에서 최근접점에 이르자 충돌을 피

하기 위하여 최대출력으로 삼성 1호를 예인하였으나 같은 날 06:52경 삼성 T-5호와 삼성 1호를 연결하는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삼성 1호는 허베이호 방향으로 약 600m 밀려갔다. 결국 같은 날 07:06경 삼성 1호에

장착된 크레인 후크 부분이 허베이호의 선수 돛대 부분과 충돌한 후 이어서 약 9회 충돌이 연쇄적으로 발

생하여 허베이호의 화물탱크가 파손되었고, 총 1만 2547kl의 원유가 유출되는 이 사건 해상사고가 발생하

였다. 

라. 참고로, 허베이호의 선주는 2008.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대전

지법 서산지원은 2013. 1. 16.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절차 사정재판1) 에서 피해액을 7,341억원이라고

산정하였다[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산정한 1,824억원을 넘는 금액이나, 주민들이 책임제한절

차에 신고한 채권액은 4조 2,271억원이었다. IOPC펀드 보상한도액은 SDR 203,000,000, 약 3,216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책임제한과 별도로 3,6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였다.

Ⅲ. 대상결정의 판단

1.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의 대상

구 상법 제740조는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선박법 제1조의2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선

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

용으로 사용되는 선박(단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제34호 부산법조

1) 사정재판은 정식 민사소송에 앞서 손해금액을 따져보는 일종의 예비재판이다.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된다.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가 아닌 부선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

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한다.

2. 책임제한배제사유 -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구 상법 제746조 단서2) 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무

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무모한 행위

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

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

임제한 배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신청인이 선박들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람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가 신청인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의 관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책임제한배제사유 -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구 상법 제746조 단서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

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

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그 선박

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법이 책임제한 배

제사유를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해 두고 있는 이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 등이 있다

고 하여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자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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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사항

이 사건은 여러 쟁점이 있으나, 주요한 쟁점은 ① 부선인 삼성1호가 상법상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선주책임제한 배제요건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해석, 특히 선박관리회사를 선박

소유자 자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평석에서는 부선의 선박여부,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해석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Ⅳ.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

1.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의의

우리 상법은 해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배상책임을 일정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라 한다(상법 제769

조 내지 제776조). 

국제해사기구는 1976년 런던회의에서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

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약칭하여 LLMC)’을 채택하였고, 현재 동 조약 및 동

조약 1996년 개정의정서가 세계 선박소유자책임제한법의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3) 중요 해운국 중 동 조

약을 수용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과 미국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이들 조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1976년 조약

을 상법에 수용하고 있다.4) 

한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의 대형화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

임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약칭하여 CLC)이

제정되어 일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CLC 및 우리나라 국

내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유배법’)은 책임제한액수를 LLMC에서의 동일한 톤수에 비하여 높게 책

정하고,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5)

102•제34호 부산법조

3) 송상현·김현 공저, 「해상법원론」, 박영사 제4판, 2008, 105면 이하
4) 김인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의 쟁점과 개선방향”, 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2011. 1.), 600면
5) 김인현(註 4), 600면



2. 책임제한의 대상

가. 쟁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상법(제769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예인선단이 상법상의 선박에 해당하는지

가 문제된다. 제한채권자는 허베이호를 충격한 해상크레인은 본질적으로 건설장비에 해당하고 삼성T-5호, 삼

호T-3호 및 삼성 A-1호는 삼성1호에 종속된 종속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예인선단은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

이 적용되는 선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나. 상법상 선박의 의의

상법 제740조는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하고, 제741조는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1)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 목적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와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가 포함된다. 기본적 상행위를 목적으

로 하는 선박에는 주로 해상운송을 하는 선박(상법 제46조 13호)이 해당될 것이나 그 이외에 해난구조선, 예인

선, 해상작업선 또는 도선안내선 등도 이에 해당한다.6) 보조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은 예컨대 무역업

자의 자기운송선, 제철회사의 광석운반선,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운반선, 정유업자의 유조선 등이 있다.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는 예컨대 수산회사의 어선이나 임업회사의 목재운반선 등이 있다. 상법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상법 제741조

제1항). 따라서 유람, 오락, 어로작업등에 종사하는 선박7) 및 학술탐사선, 스포츠용 선박8) 등은 해상법상의 선

박은 아니지만 이들에도 해상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2) 항해에 사용

상법상의 선박은 ‘항해’에 사용되어야 한다(ocean-going ship). 여기서 항해라 함은 호천과 항만을 제외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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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제2판, 2014, 36면
7) 김인현, “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 -대법원 2012. 4.17. 선고 2010마222 결정-”,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2호(2014.), 119면
8) 최종현(註 6),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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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의 항행을 말하므로, 상법상 선박은 호소, 하천 및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을 제외한 해상에서의 항행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 부선의 선박여부

자체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barge)도 선박인지 문제된다. 우리

나라는 선박법 개정(1999년) 이전에는 선박의 정의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고, 종전 선박법 규정 하에

서 우리 대법원은 부선은 선박법상의 선박으로 볼 수 없고 선박법상의 등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9) 그러나, 1999년 개정된 선박법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라고 정의하고, 이를 다시 기선, 범선, 부선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10)

따라서 현행 선박법 제1조의2는 부선도 선박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부선도 선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대상결정도 부선도 선박에 해당하며, 삼성1호에 해상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예인선단의 선박여부

이 사건 예인선단이 상법 제740조와 제741조를 충족하는 선박인지 문제된다. 이 사건 예인선단이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예인선단이 ①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② 항해중인 선박이

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① 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인천대교 교량설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을 운영하였

고, 신청인이 교량설치공사를 마친 이 사건 예인선단을 인천항에서 신청인의 사업지인 거제시로 옮기기 위하

여 운항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상법 제46조 제5호). 나아가 선박법 제29조는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단의 운항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항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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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10) 선박법(2015. 3. 27. 법률 제1326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

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부선이 예인선과 결합이 없는 상태라면 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11) 그러나 부

선은 예인선(tug)이 이를 밀거나 끌어주면서 부선의 적재 공간이 활용될 목적으로 사용되고, 현실에서 부선은

해상화물의 이동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선도 예인선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경

우는 선박으로 인정된다(선박법 제1조의2). 따라서 선박법 제29조의 항행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결국, 부선은 자항능력은 없지만 선박법 제1조의2에서 선박으로 인정하고 있고 예인선에 의해 이동되는 경우

항해 중인 선박으로 인정되며 그 선박이 반드시 상행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예인선단에 상법 제769조 이하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상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배제사유 
-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1. 쟁점

이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면 보람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

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람의 무모한 행위를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이론구성하여야 한다.12) 즉, 첫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고, 둘째 보람의 행위가 선주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서는 삼성중공업이 운항과 관련된 본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의 업무에 해당되는 모든 권한을 보람에게 일임하였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상법

상 책임제한배제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의미와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2. 책임제한배제사유의 행위주체 -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우리 상법상 선박소유자등은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상법 제769조 단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와 관련하여 1)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나

대리인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2)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회사에 선박관리를 위

임한 경우는 어떤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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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인현(註 7), 120면
12) 정하윤,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기업법연구 제29권 제3호(2015. 9.),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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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소유자 등의 피용자나 대리인의 행위

선박소유자등 자신의 행위만이 책임제한사유이기 때문에 선장, 선박사용인 그 밖의 피용자나 대리인의 행위

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13) 다만 후술

하듯이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이지만 법인의 대표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한 전적인 권

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예외이다.

나. 선박소유자 등이 법인인 경우

선박소유자등이 법인인 경우 누구의 행위를 선박소유자등의 자신의 행위라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점에 관

하여 대표기관의 행위만을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14) 와 대표기관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도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5)

대법원은 2004다27082판결(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에서 수출화물을 갑판에 선적하도록 지시한 직원(차장,

대리)이 대표기관은 아니지만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운송인 자신의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책임제한을 배제한바 있다.16) 그 사건 운송인은 갑판적 특약이 없음에도 임의로 화물 일부를 갑

판적으로 운송하였고, 해수가 침투하여 화물이 손상되자, 송하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운송인은 구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책임제한을 주장하면서, 갑판적을 결정한 자는 운송인 회사의 관리직

담당직원 2명(대리, 차장)이었는데, 이들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위 직원들이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서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책임제한을 배제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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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등.

14) 송상현·김현(註 3), 126면.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어도 이사 이하의 지위에 있는 자의 고의 또는 무모함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만약 선박소유자가 그 의무를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행위 자체가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
야 하며, 수임자의 고의 또는 무모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15) 최종현(註 6), 155. 법인이 더욱 대형화되고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표기관이 스스로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만을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본다면 사실상 책임제한배제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는
견해이다.

1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
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의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
사유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
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
는 사람은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영국판례로는 ① 회사의 책임에 소위 분신이론(alter ego doctrine)을 최초로 도입한 레너드 운송

회사(Lennards Carrying Co.) 사건,18) ② 레이디 궨들린(Lady Gwendolen)호 사건,19) ③ 마리온(Marion)호 사건20)

등이 있다. 위 사건들은 피용자의 과실이 회사 자신의 과실이 되는 책임의 연결고리가 어느 직책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여주는 판례들이다.

다. 선박관리회사를 선임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관리를 선박관리회사에게 위임한 경우 선박관리회사의 행위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

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선박소유자등이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모두 문제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

선박관리가 관리회사에 위임되어 있다면, 관리회사의 행위를 선박소유자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선박의 관리를

명백히 유능한 관리인에게 위임한 선박소유자는 책임제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21)

2)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선박의 관리를 위임받은 선박관리회사의 행위, 즉 선박관리회사의 대표기관이나 그로부터 전적으로 선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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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해판결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① 데인트 쉽핑(운송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로서 소외 1(차장)보다 상급직위에 있는 인물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에 관
하여 대표기관이 아니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인물을 운송인 자신과 동일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결국 당해 운송계약에 관하여는 의사결정을
한 바 없어서 구체적인 관련성이 결여된 대표기관 외에는 운송인 자신과 동일하게 볼 인물이 사실상 없게 되어서 이는 개인이 운송인이 되어 운송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와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③ 회사의 운송계약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대표기관
을 그 지위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다른 인물들과 취급을 달리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대한 예외로 하는 것이 운송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④ 소외 1(차장)과 소외 3(대리)은 대외적인 대표권을 갖는 데인트 쉽핑의 대표기관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운송계약
과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 데인트 쉽핑의 직무분장에 의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아야 하고, 이 사건 수출화물의 갑판적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운송인 자신으로 평가되는 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18) 자세한 내용은 이창희, “선주책임제한 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제20권 제2호(2008.),
78면. 레너드 운송회사의 선박이 보일러 문제로 침몰하여 화물이 멸실된 사건에서 영국법원은 운송인의 이사이자 선박관리회사의 상무이사인 레너
드가 선박의 보일러 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 후, 레너드는 회사의 분신이라고 판단하여 책임제한을 배제하였다.

19) 자세한 내용은 김기창,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 비교사법 제15권 제3호(2008. 9.), 15면; 이창희(註 18), 82면. 기네스 맥주회
사의 선박인 레이디 궨들린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하던 중 짙은 안개 속에서 묘박 중이던 상대선박을 침몰시킨 사건이다. 영국법원은 기네스 맥
주회사의 부이사인 윌리엄스가 선장이 과속을 일삼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레이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
히 교육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후 윌리엄스가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alter-ego)이므로 선장에 대한 교육을 해태한 것은 회사 자신의 잘못이라
고 판단하여 책임제한을 배제하였다. 

20) 자세한 내용은 이창희(註 18), 85면. 새로운 해도를 갖추지 못한 마리온호의 선장이 해저 파이프라인이 새로 설치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닻을 놓았다가
파이프라인이 파손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선박 관리회사의 상무인 다우나드가 마리온호의 해도관리업무 및 필요한 보고서가 자기에게
보고되도록 하는 적절한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회사의 분신인 그의 과실이라고 판시하였다.

21) 송상현·김현(註 3), 126면



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이나 직원의 행위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박의 관리를 외부에 위임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22)

3) 선박관리회사의 종류를 나누는 견해

실무상 선박관리업은 선원관리형23), 자가형(자회사형) 선박관리업24), 제3자형 선박관리업25)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선원관리형의 경우, 선박관리회사에게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선박관리회사의 행위는 선박소

유자 자신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 ② 자가형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선박소유

자가 선박관리를 하므로 책임배제사유는 선박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26) 권한이 일임된 경우라면 선박관리회

사의 무모한 행위는 곧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가 된다.27) 28) ③ 제3자형 선박관리업인 경우 선박관리회사의

행위는 독립된 법인의 행위로서 선박소유자와 무관하며 선박관리회사 자신이 책임제한을 신청하는 지위에 있

다고 한다.29)

라. 대상결정의 의미

대상결정은 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전권이 위임되지 않은 보람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삼성중공업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용자에

해당하는 보람, 보람의 대표기관, 보람이 고용한 선장 또는 선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① 보람이 외형상 제3자형 선박관리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선박관리회사에까지 이

르지 못한 점이 강조되어 마치 선원관리형 선박관리회사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평가30), ② 보람이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자회사 내지 사내(in-house) 선박관리팀에 불과한 것으로 봄으로써 선박관리회사로서 독립된

법인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31) 3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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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종현(註 6), 157면
23) 김인현(註 7), 123면. 선박소유자로부터 단지 수수료만 받으면서 선원의 수급에 대한 중개를 하는 경우로서 선원들은 선박소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고 한다.
24) 김인현(註 7), 123면. 모회사가 자회사 형식으로 선박관리회사를 두는 것으로, 한진해운의 선박관리회사인 한진SM, 현대상선의 선박관리회사인 해영

선박 등이 그 예라고 한다.
25) 김인현(註 7), 123면. 선박소유자와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서, Wilhelmsen Ship Management, V-ship Management가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26) 양석완, “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2012. 4.17.자 2010마222 결정-”,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2015.), 381면; 김인현

(註 7), 125면
27) 양석완(註 26), 391면.
28) 다른 의견으로는 김인현(註 7), 125면. 자가형 선박관리회사에서 전권이 위임된 경우 선박관리회사의 행위는 독립된 법인의 행위로서 선박소유자와

무관한 것이 되며, 선박관리회사가 독립된 주체로서 책임제한을 신청하게 된다고 한다.
29) 자세한 내용은 김인현(註 7), 125면 
30) 김인현(註 7), 124면
31) 양석완(註 26), 391면
32) 정하윤(註 12), 288면



생각건대,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삼성중공업이 보람에게 그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보

기는 어려웠고, 삼성중공업이 여전히 선박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대상결정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박관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박소유자

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었다고 여겨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박관리회사의 운영행태를 나누어 구체적

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3.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주관적 요건 -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선박소유자 등은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

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상법 제769조 단서). 위 책임제한배제사

유는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인데,33) 우리 상법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문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다소 변형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다.34) 아래에서는 위 책임제한배제

사유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에 관하여 검토한다.

가. 연혁

상법 제769조 단서의 배제사유는 1976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고, 1976

년 책임제한조약은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을 참조한 것이다.35)

개정 전 바르샤바협약 제25조는 고의적 위법행위(wilful misconduct)을 책임제한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

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각국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책임제한배제사유를 ‘그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써 또

는 손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규정하게 되었고,

이를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이를 채택한 것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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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판단기준

33) 1957년 책임제한조약은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actual fault or privity of the owner)’로 규정하였는데, 1976년 책임제
한조약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로 변경했다.

34) 최종현(註 6), 154면
“1957년 책임제한조약은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actual fault or privity)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선박소유자 자신의 과실을 널리 인정하여 책임제한을 쉽게 배제하는 국가들이 생겨남으로써 책임제한제도가 본래의 기
능을 하지 못하고 또한 이로 인해 책임제한을 깨뜨리고자 하는 소송이 남발되어 분쟁해결이 장기화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책임한도액을 인상하
여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를 사실상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탄생되게 되었다. 이
러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연혁으로부터 살펴볼 때 동 조약상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이 배제될 수 있는
바, 이러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장은 우리 상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다.”라고 설명한다.

35) 최종현(註 6), 158면
36) 최종현(註 6), 158면 



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1) ‘손해발생 염려’의 인식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라고 규정하는데 비하여, 우리 상법은 ‘손해발생의 염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것이 동일한 의미인지에 관하여, 대상결정은 이를 동일한 의미라고 판시하였다.37) 한편,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 법원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란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50%를 넘는 경우

를 말한다고 판시한바 있고,38)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라고 설명된다고 한다.39) 따라서 우리 상법상으로도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50%를 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40)

2) 무모한 행위

종래 ‘무모한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중과실설, 준고의설, 준중과실설, 미필적 고의설, 인식있는 중과실설 등의

견해가 있었다.41)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조약 제25조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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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책임제한조약 우리 상법

조문 

전체

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조약 제4조)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제769조 단서)

‘고의’ 

부분

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한 작위 또는 부작위

고의

‘무모한 행위’

부분

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그러한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

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37)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손해발생의 개연성
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38) 최종현(註 6), 161면
39) 김인현(註 7), 126면. 일본에서도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불발생의 개연성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40) 김인현(註 7), 126면; 최종현(註 6), 161면
41) 자세한 내용은 정하윤(註 12), 297면



용된 동일한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

도적인 행위’라고 판시한바 있다.42)

대상결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배제사유와 관련하여 무모한 행위를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

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다. 

대상결정의 입장에 대하여, ① 손해발생을 인용하면서 한 작위 또는 부작위(즉 미필적 고의)와 손해발생의 염

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믿고 한 작위 또는 부작위(즉 인식있는 중과실)가 포함한다고 평가하는 견해,43) ② 중과실보다는 높고

미필적 고의보다는 낮은 주관적 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44) 45) 등이 있다. 

생각건대, 고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모한 행위이므로, 미필적 고의보다는 낮고 중과실보다는 높은 인식있

는 중과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대상결정의 검토

대상결정의 원심은 ‘보람의 행위가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대상결정은 ‘신청인이 항행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사정이 있고 기상악화 상황을 예상한 적절한 대비조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지

만,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가 소명되었으므로 책임제

한절차의 개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대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자체는 적법하

다고 보았지만, 보람의 행위가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보람의 무모한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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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의 판단기준

42)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제25조에 규정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
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
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3) 최종현(註 6), 162면
44) 김인현(註 7), 126면
45) 양석완(註 26),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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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이 사건에서 ① 충분한 인장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예인줄(tug wire)을 구비한 상태로 항해를 개시한 행위, ②

기상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출항을 결정한 행위 등은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삼성T-5호

의 파단된 예인줄은 1995년 제조·선적되어 삼성1호의 크레인용 러핑와이어(Luffing Wire)로 사용 후 선내에 보

관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약 5개월 전인 2007. 6.경에 교체한 것이고46), 항해 전 전문회사에 점검을 의뢰했

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보람의 직원은 출항 전 삼성T-5호 선장에게 기상악화에 대한 문자메시지

를 보냈는데, 적극적으로 출항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의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행위는 무모한 행위

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람의 조직규모와 업무분장,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출항을 허락한 직원을 보람 자신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무모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행위

이 사건에서 ① 기상상황이 악화되어 대피하려 했으나 대피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

시도한 행위, ② 선장이 VHF 교신설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행위, ③ 충돌을 모면하려고 투묘한 닻의 길이

가 너무 짧아 정지력을 확보하지 못한 행위 등은 삼성중공업, 보람 자신의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1957년 선주책임제한조약을 개정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액수를 대폭인상하면서 책

임제한배제사유를 강화하여 책임제한 배제를 어렵게 하였다. 즉,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급적 허용

되도록 하되,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높여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책임제한조약의 개정취지를 잘 살린 판결로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상결정은 상법 제76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선박관리회사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

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주관적 요건인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내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람의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일부 존재하지만, 보람의 행위를 신청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 않은 대상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46)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자 중해심 제2008-26호 재결, 10면. 예인줄의 시험성적일은 1995. 3. 23.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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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올랐다. 난 연극 <오이디푸스 왕>을 보고 있다.

지금 그 잘난 오이디푸스가 살인자에게 저주를 퍼붓

고 있다. ‘이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신들의 분노는 돌아가신 선왕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살인자를 찾

아 엄중한 죄를 묻겠다. 그 살인자를 숨겨주거나 말

을 나눈 자도 같이 처벌받을 것이다.’ 

난 이 장면에서 오이디푸스에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미운 존재가 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난 중얼거렸다. ‘잘났어, 정말! 네가 저

주하는 그 살인자가 바로 너잖아! 네가 길에서 만난

선왕과 수행원을 모두 때려 죽였잖아.’ 

밤이 깊어갈 무렵 오이디푸스는 그 나쁜 살인자 놈

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스스로 칼을 꺼

내어 자신의 눈을 찔러 버렸다. 영광의 왕좌에서 파

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시간은 그저 한 순간이었다. 

연극이 끝났다. 나의 모습도 하나가 아닐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처럼, 내 속엔 잘난 놈, 미운 놈, 나쁜

놈이 공존할 것이다. 거리로 나섰다. 바람이 분다. 광

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엔 2016년 법조뉴스가 흐르

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구속, 김홍명 검사 자살, 최

유정 변호사 구속, 홍만표 변호사 구속, 김수천 부장

판사 구속,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우병우 전 민정수

석 수사. 그들은 과연 어떤 순간에 잘난 놈, 미운 놈,

나쁜 놈이 됐을까. 2016년에 펼쳐놓은 그들의 이야

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대규모 ‘직급 역진’ 인사

검찰 조직 인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6

년 1월 6일 발표한 상반기 고검 검사급 인사 결과에

서 ‘진급 역진’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보·승진 인사 대

상 560명 중 26명이 부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직

급이 내려간 것이다. 

과거에도 ‘부장검사→부부장검사’의 인사 발령은

종종 있었다. 지청의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의 부부장검사로 발령

을 내기도 했다. 검찰청의 규모 차이 때문에 지청에

선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였지만, 그보다 규모가 큰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으로 가면서 부부장검사가

됐다. 

예를 들면 이렇다.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

단장(검사장)은 2006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 지

청장을 한 후,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것은 좌천이 아니라 차기 보직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조직은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

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등의 단계를 밟아 올라간다. 통상 14∼15년

변호사 이 일 권

잘난놈, 
미운놈, 

나쁜놈
〔 법조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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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 부부장검사까지는 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맡고,

부장검사부터는 중간 관리자로서 수사에 손을 놓고

사건이나 업무 결재를 담당한다.

일부 부장검사 ‘강등’ 인사 

하지만 새해에 단행된 검찰 인사는 전혀 달랐다. 부

장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을 당한 것이

다. 4명의 부장검사가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부장검

사 2명은 다른 검찰청으로 이동조차 없이 그 자리에

서 부부장으로 내려앉았다.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

진’한 후배 기수와 반대로 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

등’된 선배 기수가 같은 검찰청에 소속되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서울○○지검 형사○부장검사) → 같은 지

검 부부장검사

다른 2명은 더 작은 규모나 비슷한 규모의 검찰청

으로 옮기면서 부부장검사가 됐다. 이번 인사만 놓

고 보면 결재권을 행사하던 부장검사가 수사 업무에

직접 투입된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직급 역진’ 현상

에 대해 ‘고참 검사들의 경륜과 역량 활용이라는 원

칙에서 해석해달라’고 밝혔다. 주로 결재 업무를 맡

는 부장검사 보직보다는, 피의자 신문을 비롯해 직

접 수사 업무를 하는 부부장검사 보직을 주어 일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

이는 사람은 드물다. 법무부는 한 술 더 뜬다. ‘부장

검사나 부부장검사는 직급이 아닌 보직일 뿐이다. 과

거에도 지청장에서 부부장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좌천이다, 강등이

다, 아니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속으로

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 말뜻을 곧이곧대로 들으

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인사 실험

3∼4년간 결재 업무만 담당하던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부장검사로 전보된다고 수

사를 더 잘 하기 어렵다. 해 본 사람은 안다. ‘결재’ 머

리와 ‘수사’ 머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부장

으로 강등된 선배가 부장으로 승진한 후배의 결재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 또한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기수와 서열을 최대한 존중하는 검찰 인사에

서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강등 인사는 사실상의 ‘사표’를 요구하는 인사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 인사 적체 해소 차

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강등’ 이라는 새로운 인

사 실험을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질적

인 인사적체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는 것이다. 부장 보직은 한정돼 있는데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조직을 떠나는 선배는 줄고, 승진을 기다

리는 후배는 갈수록 늘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부장들

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수파괴 또는 직급강등 인사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도 현장에서 후배들과 경쟁해야 하는 적

자생존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검

찰 조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던 부장 검사를 강

등 인사로 모욕을 주거나 사실상 사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찰 인사가 갈수록 모질게 변하고 있다. 마

음이 아프다. 이번에 사직한 부장검사께 멀리서 응

원과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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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박형철 검사

고등검찰청을 줄여서 고검(高檢)이라고 부른다. 고

검, 즉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의 상급 기관이다.

하지만 고검은 검사 입장에서 보면 한직(閑職)으로

분류된다. 주로 항고사건을 처리하고 직접·인지수사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검사가 고검에 오면 소외감을 느낀다. 고검을 고독

한 칼이라는 의미의 고검(孤檢)이라고 말하거나, 숫

제 낡은 칼이라는 의미의 고검(古劍)이 맞다는 우스

개를 하기도 한다. 인사 때 검사장 숫자가 부족하면

고검 차장 자리부터 비워둔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도

현재 공석이다. 최윤수 차장검사가 2016년 2월 5일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법무부는 아직

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 고검 차장검사는 있어

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자리인 것이다. 

박형철 검사는 윤석열 검사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수사를 이끌다가 대전고검으로 전보

됐다. 2016년 1월 6일 검찰 인사에서 다시 부산고검

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인사 명령의 속뜻을 바로

읽었다. 이틀 뒤인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

을 떠났다. 박수도 받지 못하고 떠났다. 하지만 떠나

는 뒷모습은 아름다웠다. 

윤석열 검사도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전보됐

다. 일부 언론은 ‘정권이 주는 메시지’ ‘보복 인사’라

고 평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국

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검찰을

떠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짐을 꾸려 대구를 떠났다. 

임은정 검사는 아직도 평검사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다. 동기 중 남상

관, 정종화, 김도형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부장검사

로 재직중이다. 임 검사는 아직 평검사다. 2001년 인

천지검 검사로 임관된 후 16년째 평검사다. 검찰 역

사상 최장기 평검사로 재직중이다. 2년째 부부장 승

진에서 탈락했다. 후배인 사법연수원 31기가 부부장

으로 승진했지만, 임 검사는 2년째 승진대상에 포함

되지 않고 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 공

판에 참여했다. 검찰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

고 ‘무죄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은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

두 이겼다. 항소심은 ‘공판2부 부장검사가 임 검사에

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상

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며 ‘공판부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구형하는 업무는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판

검사에게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루어지도록 구

형에 관한 재량권이 존재하므로, 임 검사가 부장검

사의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의견을 진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에서 심리중이다.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서 임 검사를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렸다. 임

검사가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

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사

무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

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퇴직 위기

에 몰렸지만 가까스로 심사를 통과했다.

〔 법조칼럼 〕

잘난놈, 
미운놈,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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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제도

임 검사 건을 계기로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용된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

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

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9

명 중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

됐다. 12년을 거치는 동안 탈락자는 단 1명 뿐이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박 모 부부장검사는 2015년 2

월 25일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받고 검사직에서 물러

났다. 하지만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

대로 소송을 냈다. 퇴직명령을 받았지만 퇴직 사유

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목

소리를 높였다. ‘내가 어떤 사유로 퇴직을 당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

진경준 검사장 재산 156억원

진경준 검사장은 2016년 3월 25일 공직자 재산 공

개에서 15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법조계 1위였다.

이 재산의 대부분은 그가 서울대 86학번 친구인 김

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2005년에 받은 비상장 주

식을 10년 뒤인 2015년 126억원에 팔아 생긴 것이다.

진경준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2015

년 2월이었다. 그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검찰 안팎에선 ‘파격’ 그 자체라고 했다. 우병우 민정

수석의 영향력 덕분이라는 말이 나왔다.

우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진경준에 대한 인

사 검증 작업을 주도했다. 진경준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만 이뤄졌다면 도저히 검사장이 될 수 없는 인물

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상장주식 보유는 인사 검증

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우

수석은 진경준의 비상장 주식 보유 문제를 사실상 그

냥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히려 진경준과 관련

된 의혹 제기에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 게 무슨 문제

냐’는 반응을 보였다. 진경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우 수석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진경준을 봐준 것이

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진경준에 대한 수사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검찰 수

사가 이루어졌고, 진경준은 2016년 7월 17일 구속됐

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경준은 넥슨의 김정주 회장

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았고, 넥슨 측에 자신과

가족들의 여행 경비까지 내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

(內査)를 종결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이 세운 청

소 회사에 147억원 어치 일감을 받아낸 혐의까지 드

러났다. 68년 검찰 역사상 최악(最惡)의 비리이자,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기록됐다.

김정주 회장은 진경준 검사에게 주식도 공짜로 주

고, 해외여행 경비까지 대 준 일을 떠올리며 ‘정서적

으로 강간을 당한 심경’이라고 털어놓았다. 서울대

86학번 친구인 두 사람의 인연은 결국 악연이었다. 

우 수석 처가 
강남역 땅 매매 의혹

검찰 수사에서 진경준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땅을 넥슨이 사줬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 수석이 진경준의 넥슨 주식 보

유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데는 진경준이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땅을 파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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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무성했다.

우 수석 처가는 기흥CC(골프장)를 소유한 수천억

원대 자산가다. 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이

될 때 42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공직자 가운데

1위였다. 건설업자였던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씨가

2008년 6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우 수석과 그 처가

는 밀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서울 강남역 인근 1,020

평의 땅을 내놓았다. 

넥슨은 2011년 3월 이 땅을 1,326억원에 사들였다.

이 거래를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고, 우 수석 처가는 500억원 가량

의 상속세를 낼 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

땅을 사실상 급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10년 2월 인터넷 카페에 ‘매매가는

1173억원, 관리는 사망한 땅주인의 사위인 검사가

한다’는 급매 광고를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강

남역 땅을 넥슨은 급매 광고보다 153억원을 더 주고

계약했고, 잔금을 치른 지 9개월 만에 다시 팔았다.

넥슨 입장에선 이득은커녕 사실상 손해를 본 거래

였다.

우 수석은 처음에는 '입장문'을 내고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 추적 보도를 통해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이던 그가 계약서 작성 장소에 4시간 동안이나 머물

며 계약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우 수석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 수석에 대한 강남역 땅 거래 의혹은 검찰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태는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부실의혹에

서 촉발된 논란이 불붙은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불

이 크게 나버렸다.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김영한(5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8월 21일

간암으로 투병중 별세했다. 그는 유족에게 ‘아무에게

도 알리지 말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했다. 이에

따라 장례는 유족들이 조용히 치렀다. 경북 의성 출

신인 김 전 수석은 1982년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주로 공안 검사로 일했고, 수원·대구지검장 등을 지

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6월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발탁됐다. 당시 민정비서관이 우병우였다. 

2015년 1월 정윤회씨 등 현 정권의 이른바 ‘비선 실

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졌다. 그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

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하자, 그는 ‘나쁜 선례

를 남기면 안 된다’며 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직접

상의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된 데 따른 불만이 있었다

는 말도 나돌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가 사직하자

우 수석을 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시켰다. 민

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 인사를 한 것도 초

유의 일이었다.

우병우는 2015년 2월 민정수석이 된 후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사정라인을 틀어쥐었다. 우 수석은 검찰

인사 개입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진

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거쳐 청와

대에 보고하면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민정수석실이 인사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맡는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중 누가 더 힘이 셀

까. 그 때 그 때 다르다. 만약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신

임을 받고 있다면, 민정수석의 입김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 민정수석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민정수석이 우장훈 (조승우 역) 검사에게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데 휴대폰 진동음이 울린다. 그는 천

천히 휴대폰을 집어든다.

잘난놈, 
미운놈, 

나쁜놈
〔 법조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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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장관님, 전화를 다 주시고.”

그 순간 우장훈은 움찔한다. 

젊은 평검사는 장관이라는 말에 바짝 긴장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여유롭게 전화를 끊으며 툭 내

뱉는다.

“××놈, 누구 보고 오라 가라 그래. 이 ×같은 새끼.” 

그리곤 우장훈을 보며 씨익 웃는다.

우장훈은 더욱더 움찔한다. 민정수석의 힘을 알았

기 때문이다.    

우병우의 흥망성쇠

우병우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2009년 노무

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노 전 대통

령 기소 여부를 놓고 한달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

간을 끌다가 결국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

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 

검찰 책임론이 불거져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

인규 중수부장은 사표를 냈고,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지방으로 전출됐다. 하지만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우병우는 살아남았다. 당시 김준규 변호사가 검찰총

장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다. 김준규 총장은 우병우를

잇따라 중용하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1년에 이어

수사기획관까지 1년을 더 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부

천지청장까지 보내주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

동욱 검찰총장 체제에서 발표된 박근혜 정부 첫 검

사장 승진 명단에 우병우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옷을 벗은 지 1년여 만인 2014

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그런데 그가 민정비서관으로 오기엔 검찰 서열상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전임 민정비서관은 우병우의

검찰 후배인 이중희 부장검사였다. 이중희는 사법연

수원 23기이고, 우병우는 사법연수원 19기다. 우병

우가 2015년 2월 민정수석이 된 후, 후임 민정비서

관은 사법연수원 24기인 권정훈 부장검사였다. 우병

우는 왜 검찰 서열을 깨면서까지 민정비서관으로 입

성했을까.   

그 당시 우 수석은 ‘자신이 청와대까지 오게 된 건

자력으로 한 일이지 누구의 도움도 받은 것이 아니

다’라는 말을 사석에서 했다고 한다. 최근 조응천 의

원은 ‘우병우의 발탁은 최순실과의 인연에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병우의 부인이 최순실과

아는 사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최순실과 우병우.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밤

에, 다른 한 사람은 낮에 가장 의지하는 인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박철언 전 체육부 장관이 ‘6공 황

태자’였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황

태자’ 쯤으로 통한다고 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언젠가 실체가 되고 말

이 모이고 또 모이면 민심이 된다고 했다. 과연 우병

우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실체에 근접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에서 우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두터

운 신임을 받았다. 검찰 조직 내에 이른바 ‘우병우 사

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철옹성같은 우 수석도 순식간에 밀려오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쓰나미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10월

30일 사퇴했다.

우 수석 후임에 최재경 전 검사장이 민정수석에

올랐다. 그는 지난 17대 대선 때 이명박 BBK 주가조

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후 검사장에 올랐다. 인천

지검장으로 일하던 당시 유병언을 검거 직전에 놓

쳤고, 이후 유병언이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사퇴했

다.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선 박근혜 대통

령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 수석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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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명 검사 자살

‘NOT MY FAULT.’ 

김홍명(33) 검사의 오피스텔 자취방 벽에는 ‘내 잘

못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극심한 자책

감과 패배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소리없는 아우성이

었다. 김 검사는 5월 19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김 검사가 자살한 이후, 상사인 김대현(48) 부장검

사로부터 일상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받았다는 의혹

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감

찰 결과 김 검사는 상습적으로 김 부장으로부터 인

격모독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술을 마시다가

등을 손바닥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인생에서 만나서는 안 될 악연을 만났고, 피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김 부장이 조금만이라도 부하 직원을 배려했더라면

젊은 검사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하 직원의 고통을 무시했다. 어쩌면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진상 짓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

했을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상관의 폭언·폭행이 비일비

재한 것일까.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물다. 다만 1993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2011년 대전지검의 젊은 검사가

자살한 원인도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

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8월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 부

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옛말에 ‘위이불

맹(威而不猛)’이라는 것이 있다. 즉 상사는 부하에게

위엄은 있게 하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김 부

장은 그저 사납기만 했다. 사나운 기세에 김 검사는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난 이렇

게 말해 주고 싶다. ‘김 검사,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

니야.’  

살아남은 자의 슬픔

젊은 검사의 자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검사라는 직업이 주는 무게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성공의 상징과도 같다. 수많은 경쟁, 험난한 시험에

서 살아남은 사람이 차지한다. 하지만 검사의 일상

은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격무에 시달린다. 우아한

삶이 결코 아니다. 사실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

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김홍명 검사의 SNS에

잘 드러나 있다.

“거의 이틀 밤을 새웠다. 매달마다 시험을 치는 느낌”

“숫자 몇 개 남았는지로 모든 걸 평가한다. 99와

100은 천지 차이라고 (김 전 부장검사가) 지적했다” 

“맨날 실적을 취합해서 일일보고를 만들고, 매주

화요일마다 주간업무보고를 만들고, 매월 중순에

월간업무보고를 만들고, 매월 말에 4대악 실적 보

고를 만든다. 각 실적 취합 시점도 달라서 만들 때

마다 계산해야 한다”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다”

“너무 울적해서 유서 한 번 작성해 봤는데, 엄마·

아빠·XX랑 여기 있는 친구들밖에 생각이 안 나” 

김 검사는 한 번 크게 울어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 버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오랫동안 울고, 울고 또 울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더 슬픈 법이다. 

잘난놈, 
미운놈, 

나쁜놈〔 법조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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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슬픈 자화상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

부 10명 중 8명이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

장들의 주거지가 강남에 몰려있는 배경엔 애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집안이 여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강남에 살려면 적어도 10억원은 필요한데,

순전히 검사 월급만 모아서는 어림없는 일이기 때

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판사 생활 10년 하고도 전세를 살거나 애가 셋이라

고 말하면 ‘곧 돈 벌러 나갈 요주의 인물’로 보고 중

요보직에 발령을 안 낸다는 말이 있다. 젊은 판사

들은 돈 많은 고위 법관들의 재산공개내역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아하, 저 분은 집안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법관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 부

유한 집안은 법조인 배출 가능성을 높이고, 집안의

부는 다시 고위직까지 버티는 힘이 된다. 부와 권

력, 학력이 맞물려 계층이 대물림되는 불균형이 법

조계에도 만연하고 있다. 

부자 검사는 엘리트 검사이기도 하다. 소수 엘리

트 검사들이 검찰의 요직을 독점한다. 특별 수사나

기획 업무를 맡으며 지방에서 근무하는 대신 서울

과 수도권을 오간다. 특수부와 기획ㆍ공안 출신 검

사장은 많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이 일하는 형사부

에서는 검사장이 적게 배출된다는 사실도 같은 맥

락이다. 

영화 ＜내부자들＞의 우장훈 검사는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의 코스인 대검 중수부에 가기 위해

큰 사건에 집착한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인

사에 대한 욕망’이다. 검사가 ‘이너서클’에 끼지 못

하면 소위 ‘승포검’ 대열로 간다. 승포검은 승진을

포기한 검사라는 말이다. 승포검이라는 신조어는

검찰에서도 학연ㆍ지연 없이는 더 이상 성공이 어

렵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부자와 엘리트 검사들

틈바구니에서 승진은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얼어

붙은 변호사시장에 발을 내디딜 여력조차 없어 그

저 묵묵히 눈치만 보며 일하는 검사들이다. 비슷한

말로 ‘출포검’도 있다. 즉 ‘출세를 포기한 검사’라는

말이다. 

최근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부부장검사 승진인사

도 적체가 심해지면서 소신을 감추는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말을 안 듣는 부

장에게는 알아서 나가라는 암묵적인 압력이 들어

온다”면서 “승진하려면 침묵하는 게 상책이다. 과

거 뜻있고 고집 있는 검사들이 할 말은 하고 지방

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어딜 가나 영전’이라고 말

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푸념했다. 

변호사시장에 불어 닥친 불황도 검사들을 위축시

킨다. 10년 전만 해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검사들

사이에선 ‘안 되면 개업하겠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요즘은 개업의 부담이 적지 않다. 한 해에 50억

~100억원을 벌어들인 것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이야기

일 뿐,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해

도 검사 때 소득에서 크게 나을 게 없다고 입을 모

은다. 검사도 출구를 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여기

저기서 검사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



최유정 변호사 100억 수임료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 최유정 변호사

(46·여)의 측근인 브로커 이동찬(44)의 통화 녹취록

에 담긴 말이다. 이동찬은 2015년 6월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를 언

급하며 “독하게 마음먹고 뜯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송창수로부

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

사법 위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정운호 게이트는 2016년 4월 정운호 대표와 최유

정 변호사의 50억원 수임료 분쟁에서 촉발됐다. 정

운호는 최 변호사에게 왜 사건 수임료로 50억원을

주었을까. 그는 “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와의 친

분을 과시하며 보석이 100% 된다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은 더 흥미롭다. “최 변호사가 보

석은 100% 보장하고, 수임료는 50억원에서 한 푼

도 깎아 줄 수 없다고 말해 묘하게 믿음이 갔다”며

“법원 직원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게 해야 한다고 재촉해 사건을 맡겼다”고 덧

붙였다. 또 “최 변호사가 익명의 법원 ‘인사권자’를

언급하며 ‘인사권자가 항소심 담당 성모 부장판사

와 만나 식사를 했고, 나도 해당 재판부 배석판사와

자주 식사하는 등 친분이 깊다’고 말했다”며 최 변

호사가 끊임없이 재판부 로비를 시사했다고 주장했

다. 한편 “최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에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돈을 빨리 달라고 독촉했다”며 “최 변호

사가 ‘나는 회장들 사건만 하는데 50억원이면 싸게

해 주는 것이다. 이 사건을 얼른 끝내고 신원그룹과

동국제강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

건이었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홍만표 변호사도 구

속됐다. 홍 변호사는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한 사건이

3년 동안 62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몰래 변론’이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인맥을 이용해 부적

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법조비리다. 음

지에서 벌어지다 보니 좀체 드러나지도 않는다. 

검찰은 ‘몰래 변론’을 전면 금지했다. 검찰은 변호

사가 변론하는 경우 선임계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일체

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임서 미제출 변

론으로 확인되면 감찰담당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신

고하도록 하고, 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

계개시를 신청한다.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허용한 검

사나 검찰 직원도 징계한다.

또한 일선 검찰청에 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변호사의 구두 변론 사실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

문할 때에도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해 출입통제시

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변호사가 어떤 검사실을 방

문하는지 등을 모두 체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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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의 거짓말

정운호는 구치소로 면회온 회사 자문 고 모 변호

사에게 “(수사받을 때) 홍만표 변호사가 청와대 민

정수석과 차장 검사를 다 잡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수석을 뜻하고,

차장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최윤

수 국정원 2차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변

호사와 우 수석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중수부 1과장으로 함

께 근무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된 이후엔 같은

건물의 위·아래층 사무실을 썼다. 우 수석과 최 차

장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다. 

한편 홍 변호사가 정운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공개된 문자메시지는 ‘지금 영장 청구했

다고 하니까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최소화에

힘써보자’ ‘차장(최윤수), 부장 통해 추가 수사 진행

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검

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홍 변호사는 검찰

에 정운호 소환 날짜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한

차례 냈을 뿐’이라며 ‘해당 문자메시지는 홍 변호사

가 정씨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

다. 과연 홍 변호사의 문자메시지는 거짓일까, 진실

일까.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

원 17기)다. 정운호로부터 1억 7,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혐의

로 2016년 9월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어떻게 정운호를 만났을까. 2004

년경 한 법조인의 소개로 점을 빼러 성형외과를 찾

았다가 정운호와 친분이 깊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를 만났다. 정운호, 이 원장 등과 교분을 가지

며 베트남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까워졌다. 여행 경

비의 상당 부분은 정운호 측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

됐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유명 상품을 위

조해 판매한 일당들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의 형을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만일 정운호가 원

하는 대로 판결을 해 주었다면 희대의 사법비리를

자행한 것이다. 

더 비판을 받았던 사실은 김 부장의 수뢰 의혹이

나왔을 때 법원이 ‘살펴봤더니 양형 참작 사유를 충

분히 고려한 판결이었다’거나 ‘불공정한 재판 결과

가 나타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뭉갰다는 것이다. 진

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에 대하여 ‘제 돈 가지고

투자한 게 뭐가 문제냐’는 검찰의 반응과 거의 같았

다. 정의의 칼을 자부하는 검찰도, 최후의 보루를 자

처하는 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국민의 신

뢰를 잃어가고 있다. 가장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국

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125

〔 법조칼럼 〕

잘난놈, 
미운놈,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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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김형준(46) 부장검사는 친구인 김희준 씨와 30년

지기 고교 동창이다. 김 부장은 학생회장을, 김씨는

반장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에는 둘 사이의 살가움이 느껴진다.

‘심심해 친구야.’

‘친구 주말 잘 보내고 있지？’

두 사람은 잦은 술자리를 가졌다. 김씨가 스폰서를

자처하며 친구인 김 부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

다. 김씨는 주변에 김 부장을 ‘나중에 검찰총장과 국

회의원이 될 사람’이라고 자랑했다. 

김 부장은 법무부장관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다. 사법연수원 동기 내 선

두 주자로 꼽혔다. 박 전 의장은 김영삼 정부 첫 법

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차

녀가 미국 이중 국적을 이용하여 이화여대 동양화과

에 해외국적자 정원 외 입학한 것이 알려져 사퇴했

다. 김 부장은 그녀와 결혼하였다. 때문에 김 부장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보직을 맡으며 ‘승승장구’

하자 개인적 능력뿐만 아니라 장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나돌았다. 

흔들린 우정

김 부장은 친구인 김씨와 함께 단골로 가던 강남구

압구정동 술집 여종업원 곽 모 씨를 내연녀로 둔 것으

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2015년 11월 17일, 25일 두 차

례에 걸쳐 김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달 말 26일 (○○가) 생일이라니까 (오피스텔) 계

약해 주면 선물로 주고 (유흥업소) 일 안 하게 하고 타

이밍 좋겠다’ 

‘(서울) 광진 자양 사거리 ○○ 오피스텔 1000만원에

65만원으로 하려구.’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김 부장이 자신의 내연

녀로 추정되는 여성을 위해 오피스텔과 차량을 지원해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친구인 김씨는 나중에 김 부장

의 약점인 여자 문제를 쥐고 악마처럼 돌변하게 된다.

김 부장은 친구인 김씨로부터 2016년 2월 3일에 내연

녀로 추정되는 곽 모 씨의 계좌로 500만원을, 3월 8일

에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의 아내 계좌로 1,000만원

을 송금받았다. 사업하는 동창이 검사 동창에게 수시로

향응·접대를 하는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이때까진 둘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2016년 4월 15일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씨

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부장에게 방패막이가 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열심히 손쓰고 있다면서) 정작 가보면 왜 이리 추궁

하느냐’, ‘왜 검사실 옆방에서 따로 더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김 부장을 다그치는 내용이 나온다. 

김 부장은 로비 자체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밥 먹이

며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수사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

서 접촉했다. 사건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결국 9월 29일 구속됐다. ‘스폰서’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여만원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였다. 언론은 그를 ‘스폰서 부장검사’로 불렀다.

한 사람은 그를 ‘악마’라고 불렀고, 또 한 사람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둘 사이의 30년 우정은 이렇게

흔들렸다. 악마와 배신자는 모두 구속됐다. 구치소 문

이 쿵하고 닫혔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 법조칼럼 〕

잘난놈, 
미운놈,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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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리고 너

인생은

피고 졸다 지는

한 송이 수련(睡蓮)이라네

나는 듯 살다가

어느 날 지치면

초록 연 밭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고

백련이나 보는 거지

잊은 듯 살다가

문득

세상이 그리우면

길을 나서

발그레한

홍련을 찾는 거지

그

연잎에 웃다가

연꽃에 울다가

연실에

한숨을 실어 보내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연꽃처럼

2016. 7. 10. 13:06  

※ 철마 곰내 연밭을 찾았습니다.

늘 새로우면서도 여일합니다. 

진 병 춘 변호사7월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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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릇 한여름 무더위 
다 지나고
파아란 하늘에
가을이 깊다

간밤에 불던 바람
임 소식 전혀 없어
귀뚜리 소리에
시름만 깊다

사무친 그리움은
슬픔이 되고
임 그리던 맹세는
하늘을 향해
가슴만 빨갛게
타오르누나

기다림은
끝날 길 없고

서러움은

서러움은
가실 길 없는데

그 깊은 외로움을
어찌할거나
이 슬픈 그리움을
어찌할거나

2016. 9. 25. 11:37

※ 영광 불갑사의 꽃무릇은 

찬란한 슬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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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1. 

살갗 깊숙이 감추어진

쾌락의 기억과 고통의 기억

온몸 구석구석 남아 있는

삶의 추억들

부끄러워할 수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인간의 모습

주변을 머뭇거리는 추억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다.

2.

가릴 수도 가릴 필요도 없는

부끄러움을 왜 가리려고 했던가.

다 채울 수도, 다 채울 필요도 없는

욕망을 왜 채우려고 했던가.

원할 수도, 원하지도 않는

번다한 위선에 둘러싸여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3.

오랫동안 기다리다 마침내 다가온

저항할 수 없는 그 순간의 무서움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다.

고 경 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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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 1. 

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 사람에게 줄까, 저 사람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그런데

자기 마음도 무거울 텐데, 

내가 내 마음을 주면 

받는 사람은 더 무겁겠지.

도로 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2. 

내 마음을 집으로 가지고 오니

둘 데가 없다.

아이들이 내 마음을 보면 

부끄러울 것 같고

읽던 책 속에도 숨겼다가

쓰다만 시 속에서도 끼워 넣었다가.

결국 도로 내 마음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3.

내 마음속 홀로 있는 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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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뜻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될까

한 줌 내 뜻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니 그 조차도 하늘의 뜻이었다

지금 걷는 건 내 발걸음인데

나아가는 건 정작 하늘이다

눈송이로라도 내려오면 “종”이요

용이 아니라도 솟아오르면 “주인”이다

늙어가서가 아니라 종인 줄 알고 나니

저절로 허리가 구부러진다

그래서 종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단지 우러르며

홀로 고개 끄덕일 뿐이다

류 도 현 변호사

2014. 2. 6.

찬바람 맞으며 출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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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약속
속마음 숨긴 채 무심히 먼 산만 바라보시더니

막상 떠난다 하니 그만 눈물을 보이신다

고아원에 맡겨진 세 살 배기는

돈 벌어 데리러 오겠다는 빈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아빠 모습에

단 하루도 고아원 문 앞 떠난 적이 없었다

몸 좀 나아지는 대로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가겠다는 그 빈 약속을

지금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게다

아이야 덩치 커지면 홀로 박차고 나올 수나 있는 게지만

이 곳에서는 숨 넘어가기 전 빠져나올 수나 있을까 싶어 가슴이 아프다

순리(順理)라고 되뇌이며 뻔뻔하게 발길 돌려보지만

무의식에서조차 남아있지 않은 에덴의 악행이 어제 일처럼 불현듯 떠오른다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그 꺼지지 않은 불길 같은 고통을

또 어찌 날이 새도록 기어이 품고 앉아 견디어낼 수 있을까

가슴속 만져보니 벌써 거덜이 나 버렸는데

이 덜컹거리는 조각배로 저 시커먼 파도 속을 어떻게 또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2014.  3.  21.

하루 전 벌교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아버님

찾아가서 뵙고 묵묵히 되돌아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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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변호사

열하일기 체험기

우리에게 中國1) 이란 무엇인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대부분을 차지하여 국토면적

세계 4위, 인구수 세계 1위인 나라로서 일찍이 인류

4대문명의 하나인 황하문명을 발생시킨 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문명국가를 영

위하여 왔기에 그에 이웃하여 있는 우리는 지대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음은 물론 상당한 기간동안

소위 속국이라는 정치적 종속관계까지 맺어왔다.

그런데 그들이 고답적인 인문주의에 입각하여 형

식적 명분론을 앞세우며 권위주의적인 신분적 위

계론을 강조하는 유교에 너무 집착하여 정체상태

에 빠져 있던 나머지 과학문명을 앞세운 서세동점

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만 근대에 이르러서야 우리

는 그들과의 정치적 굴종관계를 벗어나게 되었거

니와 그후에도 그들이 인류평등의 이상적 사회를

실현한답시고 공산주의를 채택하여 공산당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재를 취함에 따라 계속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동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

도 아래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비약적인 경제발

전을 이루어 그들에 대하여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

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1980년대에 들어 등소평의 영도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대내개혁, 대외개방정책

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경제규모로 보아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인 경제대국을 이룸과 동시에

군사력 세계 3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므

로 우리로서는 그들과의 역사적 관계를 면밀히 반

추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야만 할 운명적 시

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1) 3,000년전 西周시대부터 中華사상에 입각하여 세상의 중심나라란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하나 정식으로는 손문이 중심이 되어 1911년 신해혁명
을 일으킨 다음 남경을 수도로 한 중화민국을 수립하자 이를 약칭한 호칭으로 불리다가 모택동 중심의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장개석 중심의 중국
국민당정부를 대만으로 축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1971. 10. 25.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대륙의 유일·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되기에 이르자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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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라고 하

였다든가.(마침 본인이 근자에 읽어본 이춘근의

“미·중의 패권전쟁과 한국의 전략”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에 관하여 자세

히, 그리고 예리하게 논술되어 있어 일독하여 볼 것

을 감히 권하고 싶다.)

나는 2016년 4월경 존경하는 송문일 변호사님으로

부터 중국의 “열하(熱河)”를 답사하는 여행을 함께 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기꺼이 동참하여 2016. 5. 13부

터 5. 17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열하를 답사하였다.

열하란 북경의 북쪽에 있는 고도로서 현재는 하북

성의 승덕시(承德市)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대개 연

암 박지원(燕巖,朴趾源)선생이 저술한 “열하일기”

의 바로 그 열하로 알고 있다.

나는 열하를 갔다오기까지는 열하일기를 읽어본 적

이 없는데 열하를 가본 즉 그 곳의 풍광이 아름답기

도 하였지만 청의 최전성기 시대를 이룩하였던 강

희제, 옹정제, 건륭제 3대에 걸쳐 북쪽의 몽골족을

통제하고 국경방어를 굳건히 할 목적으로 그곳에

다 별궁인 피서산장(避暑山莊)을 건축하여서는 여

름 한 철 그곳으로 옮겨가서 정무를 보기 시작하여

1912년 청 멸망때까지 유지되어 온 유서깊은 곳임

을 알게되어 열하를 갔다온 후 비로소 열하일기를

읽어보게 되었다.

연암선생은 44세이던 1780년 삼종형인 박명원(朴

明源)이 청의 건륭제의 만수절(70세 생일) 축하사

절로 갈 때 개인비서격인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참가하여 연경2)으로 갔다가 건륭제가 열하의 피서

산장에 가있다는 바람에 다시 열하까지 방문하고

연경으로 돌아온 체험담을 3년 후 열하일기라 하여

필사본으로 간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사신이나 그 수행원들이 연경에 다녀오

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연행록(燕行錄)”이

100여개 있지만(인평대군의 연도기행, 홍대용의 담

헌일기 등) 그 중 단연 뛰어난 것이 열하일기라 한

다.아니 단순히 연행록 중 가장 훌륭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여행기 가운데 가장 뛰어

난 것이라고 극찬하는 이도 있다.

연암은 중국의 지리, 풍속, 풍물, 기예, 의술, 천문

등의 사회생활상 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문학, 역

사등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되, 단순히 이국

을 여행하는 중에 보고 느낀 바를 평면적으로 나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질적인 사물과 생활상

을 눈 부릅뜨고 관찰하고서는 그 우수한 점을 우리

의 생활에도 돌리려는 “실사구시적 이용후생의 담

론”을 신선하면서도 예리하며 감동적인 문체로 서

술함으로써 소위 실학파 중 북학파의 선구적인 모

범을 보였던 것이다.

한문을 잘 모르는 내가 비록 번역문일지라도 간혹

한문원본과 대조하여가며 읽어보아도 그러한 것 같

다. 그렇기에 당시 유교경전의 경구나 고상한 한문

시가의 구절을 읊조리기만 하던 사대부들의 문풍

을 과감히 혁파하는 문체반정(文体反正)의 시도였

2) 지금의 북경, 춘추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로서 연경이라 불리운 때문인지는 모르나 조선시대에는 보통 연경이라 하였고, 그곳으로 가는 사행을 연
행이라 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도 연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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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2016. 5. 13. 08:15. 송문일, 김백영, 이상근 변호사

님들의 각 내외분, 박근수 변호사님과 나, 그 외의

동행 2명 등 우리 일행 10명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현지시각 09:50경(부

산과의 표준시가 1시간 늦음) 북경의 수도공항에 도

착하였다.

나는 기내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 후 세계유명맥

주 중 제일이라는 버드와이저 맥주 1캔을 느긋이 음

미하면서 창 너머 아득히 펼쳐진 구름너머의 짙푸

른 하늘을 감상하는 사이 어느덧 북경에 도착하였

지만 236년전 연암일행은 1780. 5. 25 한양을 출발

하여 6. 24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넌 후, 요동벌판을

지나 성경(지금의 심양)에 이르러 남서쪽으로 방향

을 틀어 만리장성의 시발점인 산해관으로 가서 다

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행진을 계속한 끝에 8.

1에야 연경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 여정은 2천여리가 되는 길이도 길이거니와 때가

여름인지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건륭제의 만수

절인 8. 13에 맞추어 연경에 도착하기 위하여 하루에

도 근 100리길을 도보로 강행군하기도 하고 강을 대

여섯개나 건너기도 하며, 심지어는 폭우가 내려 계

곡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곳을 목숨걸고 건

너기도 하는 등 고난에 찬 역정이었던 것이다.

연암은 요동벌판 초입에 있는 어느 산모퉁이를 돌

아나가서 1,200리에 걸쳐 아득히 펼쳐져있는 요동

벌판을 보고는 “훌륭한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통

곡할 만한 곳일진저”라고 외쳤다. 일행중 부사인 정

원시가 “하늘과 땅 사이의 트인 경계를 보고 별안간

통곡이라니 무슨 말씀이요?”라 묻자 “사람들은 다

만 칠정(七情 : 喜, 怒, 哀, 樂, 愛, 惡, 欲)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칠정 모두 사무치

게 되면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오.

지극한 정이 발현되어 나온다면 울음이나 웃음이

무엇이 다르리오.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

지 못하다보니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는 슬픔

에다 울음을 짝지은 것일 뿐이오”라고 설파하였다.

이 대목은 “호곡장론(好哭場論)”이라 불리는 것으

로서 열하일기가 세상에 나온 당시에도 문장가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거니와 훗날 추사 김정희

도 여기에 대한 시 한수를 남긴 바 있다.

나는 15년전 쯤 여름, 중국의 이도백하쪽에서 백두

산을 올라 눈이 시리도록 짙푸른 에메랄드 빛의 천

지와 그를 둘러싼 백두산 영봉들 너머로 아득히 전

개되어 있는 만주벌판의 원시림 위에 뭉게구름이

하염엾이 떠가는 것을 보고는 일순간 숨조차 못쉬

고 망연자실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약 한바탕 통곡

이라도 하였더라면 주위사람들이 나를 실성한 사

람으로 보지 않았을까?

아아! 사람이란 그 심성의 그릇에 따라 이렇게 차이

가 나는 것인가?

연암일행은 7. 10. 오후 늦게 청의 초기(태조, 태종

시대) 수도였던 성경(盛京, 지금의 심양瀋陽)에 도

착하여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호기심 많은 연암은

혼자 빠져나와 거리구경을 하다가 태종이 건설케

한 고궁을 둘러보기도 하고 형부(刑部)에 들러 우리

조선시대의 원님재판과 거의 같은 방식과 절차로

재판하는 광경을 관찰하기도 한 후 거리의 점포 중



시
|  수

필
|  기

행
문

|  수
련

회

부산지방변호사회•137

예속재(藝粟齋)라는 골동품 상점과 가상루(歌商樓)

라는 비단상점에 들러 이것저것을 물어보던 중 상

인들과 마음을 통하게 되어 성경에 머무는 이틀동

안 밤마다 하루는 예속제에서, 하루는 가상루에서

상인들과 술자리를 벌이며 교환한 것을 속재필담,

상루필담이라 하여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연암이 어떻게 필담만으로

상인들을 감동시켰는지 모르지만 상인들이 연암을

자신들의 점포로 초대하여 좋은 음식과 귀한 술을

대접하면서 밤새워 환담을 나누었는데, 연암 스스

로의 자기자랑인지 상인들 모두 연암의 인품과 학

식을 칭송하고 종내는 연암의 휘호를 간곡히 청하

여 써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 환담 중, 연암이 오, 촉지방에서 성경으로 와 장

사를 하고 있다는 상인들에게 “이렇게 먼 곳까지 장

사를 나와 해를 보내고 계시면 고향생각이 간절하

지 않느냐?”고 물은 즉, 한 상인이 “고향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산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늘 끝,

땅 끝만큼 먼 곳에 와서 쪼잔하게 이문이나 다투는

동안, 늙은 어머니께선 저물녘 문지방에 기대어 하

염없이 저를 기다리시고, 젊은 아내는 홀로 방을 지

키겠지요. 사람으로서 어찌 머리가 하얗게 세지 않

겠습니까? 더욱이 달 밝고 바람 맑은 때나 잎 지고

꽃 피는 때면 애끓는 정을 주체하기 어렵지요.”라

고 답하여 연암이 “아니 그렇다면 진작 고향에 돌아

가서 몸소 밭을 갈아 위로는 어버이를 섬기고 아래

로는 처자를 거느릴 계획을 세워야지 어찌하여 이

토록 멀리 고향을 떠나 하찮은 이문을 좇아 헤맨단

말입니까?”라고 되물었더니, 그 상인이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우리 고향사람들도 더러는 반딧불

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송곳으로 정강이를 찌르

면서 글공부를 하여 하찮으나마 벼슬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만리타향에서 벼슬살이를

해야하니 고향 떠나 사는 건 매한가지지요. 관직에

있는 자는 마땅히 그 일터에서 죽어야 하고, 혹 허

물이 있을 땐 장물을 도로 토해내야 할뿐더러 가업

마저 기울게 될 때 그제서야 탄식을 한들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학문이 미미하니 벼슬살

이 할 가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피땀 흘리며 공장

이 노릇으로 일생을 보낼만 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

렇다고 쌀 한톨 얻기위해 갖은 고생을 다하는 농민

으로 한 평생을 보내자면, 좁은 고장을 한 걸음도

떠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마쳐야 하지요. 가게를

내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 생계를 잇는 것을 두고 남

들은 비록 하류로 치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넓

은 대도시라도 마음 가는 곳이 곧 집이요, 드높은

처마와 화려한 방 안에 몸과 마음이 한가롭고, 모진

추위나 가혹한 더위에도 방편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저 농사일과 벼슬살이에 비하여 그 괴롭

고 즐거움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동업을 하는 등

으로 여러 벗을 사귈 수 있으니 천하의 지극한 즐거

움 가운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하는 대화부분은 너무나 적절하고도 감동적인 인

생담론이다. 도대체 230여년전 제대로 된 상업도

시가 없었던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상업을 이렇

게 높게 쳐 줄줄 아는 혜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

던 것일까?

연암은 성경에서 몇십 리 나아간 신민둔이란 곳을

지나면서 점포의 문설주에 기상새설(欺霜賽雪 : 희

기가 서리를 능가하여 백설을 걸고 내기한다)이라

쓴 액자가 붙어있는 곳을 보고 흰눈처럼 마음에 거

리낌이 없이 양심껏 물건을 판다라는 뜻이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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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걸어놓을 만한 글귀라고 생각하고 다음 동네

를 지나던 중 한 전당포에서 냉차 한잔을 대접받고

는 주인으로부터 문 위에 붙일만한 글귀를 하나 써

달라고 청을 받게되어 멋을 부려 가상새설 4자를

써 주었더니 주인이 “이 글귀는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며 뜨악한 표정을 짓길래 속으로 ‘하긴 이

런 촌동네에서 장사나 하는 녀석이 좋은 글귀인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나와버렸다가

다음 여정의 소흑산이란 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달

밝은 밤이라 산보를 나가 장식품 상점에 들러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본 끝에 또다시 휘호를 하나 써 달라

는 청을 받고 기상새설을 써 주었다가 주인으로부

터 그 글귀는 국수집에나 어울리는 것이지 장식품

상점에는 적당치 않은 글귀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 글귀가 ‘면발이 서릿발처럼 가늘고 눈보

다 희다’라는 뜻임을 깨닫고는 “나도 모르는 바 아

니지만 그저 시험삼아 한 번 써본 것이오”라고 둘러

댔던 실수담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한다.

연암은 당시 연경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본 것 중 무

엇이 제일 장관이었는지를 물어보면 그 대답들이

분분하지만 선비중 하사(선비를 上士,中士,下士 3

등급으로 나눈다)에 속하는 자신으로서는 ‘중국의

제일 장관은 저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에 있다’고 단

언하고는 위 여정에서 본 풍물중 우리나라가 시급

히 받아들여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 수레, 벽돌로 축

조된 집과 성곽, 돌로 높이 축조된 교량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당시 중국에서 쓰이는 수레들의 얼개도와 작

용원리 내지 사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는 중국

에서는 고대부터 수레가 널리 쓰여왔기 때문에(그

래서 천자를 萬乘之君, 제후를 千乘之君이라 하였

다) 산악지역에도 수레가 다니는 길이 닦여져 각지

의 재화가 유통되어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

지만 중국보다 몇십배 적은 우리나라에는 수레가

쓰이지 않아 넓은 길이 나지 않은 관계로 영남아이

들이 새우젓을 모르고, 서북사람들은 감과 감자를

구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메기나 미꾸라

지를 밭에 거름으로 쓰고 어쩌다 이것이 한양까지

올라올 양이면 한웅큼에 한푼이나 될만큼 비싸다

고 한탄하면서 이 모두는 소위 지배계층이란 양반

들이란 게 주례(周禮)는 성인께서 지으신 글이라며

읊조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윤인, 여인, 거인, 주

인(輪人, 輿人, 車人, 輈人)을 입으로만 들먹일 뿐

그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탓이라 질타한다.

그러면서 연암은 중국인들의 상술의 교묘함도 지적

하고 있다. 연암이 일행과 뒤떨어져 어느 시골길을

지나가던 중 한 노파가 다가와 참외를 팔아서 근근

히 연명해가고 있는데 조금전 조선인 사오십명이

처음엔 참외값을 내고 참외를 사 먹은 후 떠날 때 양

손에 참외를 한 개씩 쥐고 내빼버려서 급히 뒤쫓아

갔더니 그 중 한명이 길을 막고 자신의 낯에다 참외

를 던져서 눈에 번갯불이 일었다면서 참외를 사달

라며 하도 애걸복걸을 하길래 하는 수 없이 참외 9

개를 사고 그 대금을 후하게 쳐서 50푼을 주었더니

그 노파가 80푼을 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30푼을 더 주고는 다음 역참에 이르러 일행에

게 참외를 나누어 주며 노파의 참외 빼앗긴 이야기

가 사실인지를 물었더니 일행들 모두 그런 일은 없

었고 노파가 참외를 팔려고 간교한 술책을 쓴 것이

라고 하여 연암은 그제서야 속은 것을 알았고, 그 중

한명이 “그 노파가 한인(漢人)인게 틀림없어요, 만

인(滿人)은 그렇게 요악한 짓은 안하거든요”라고까

지 하였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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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상술로는 유태인, 중국인이 가장 뛰어나

다는데, 연암은 230여년 전에 이미 중국인의 상술

이 교묘함을 간파하였던 것 같다.

연암일행은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인 산해관을 지

나 연경으로 나아가던 중 벽돌집으로 구성되어 있

는 중국인들의 마을과는 달리 초라하게 초가집들

로 구성되어 있는 촌락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곳에

들렀더니 병자호란때, 포로로 끌려온 동포들이 포

로 신세를 면한 후 함께 모여사는 ‘고려보’라는 동네

였다.

그 동포들은 얼마전 까지는 조선의 사신일행이 들

르면 술과 음식을 팔고 때로는 공짜로 대접하며 고

국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짓기도 하였으나 사신

을 수행한 하인배들이 술값, 음식값을 제대로 치루

지 않거나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하여 차츰 고국사람들에 염

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사신일행들에게 술

과 음식을 잘 팔려고 하지 않거나 사정사정해서 겨

우 팔게 되더라도 바가지를 씌우거나 선불을 요구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피눈물나는 사연으로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불쌍한 동포들을 등쳐먹는 짐승같은 사람들이 상

당수 있었나 보다.

아! 그런자들에겐 형벌 이전에 하느님의 천벌이 마

땅히 내려졌어야 할지언저! 

한가지, 연암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2박

이나 하면서 그곳의 풍물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밤

새워가며 술자리를 벌여놓고 교환한 경험담을 상

세히 기술하였으면서도 정묘·병자호란때 우리 양

민 50만이 당시 후금의 수도인 성경에 포로로 끌려

가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사망하거나 면

천을 받아도 귀국하지 못하고 대부분 피눈물나는

생활을 한 끝에 생을 마치게 되었고, 인조의 왕자 2

명(소현세자, 봉림대군)도 볼모가 되어 성경으로 끌

려가서 8년간의 억류생활을 한 끝에 겨우 귀국하게

되었던 한많은 우리의 과거사에 대하여는 한마디

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쉽다.

연암은 연경을 200여리 앞둔 옥전성이란 곳에서 숙

박하던 중 들른 한 점포의 벽에 기이한 글이 쓰여져

있는 격자(格子)를 보고는 그것을 베껴두었다가 열

하일기에 호질(虎叱)이란 제목을 붙여서 그대로 소

개하고 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때 연암이 저술한

대표적 소설이라고 잘못 배웠던 것이다.

그것은, 저술한 책이 1만 5천권이나 되고 교감(같은

책을 비교해서 차이나는 것을 바로 잡음)한 책도 1

만권이나 되어 온나라에서 흠모를 받음에도 벼슬

을 마다하고 고고히 살아가는 유학자인 북곽(北郭)

선생이란 자가 청춘에 남편을 여의었으나 아들 다

섯을 거느리고 수절을 함으로써 나라에서 봉지까

지 받은 미모의 동리자라는 과부(그러나 다섯 아들

의 성이 모두 달랐다)와 몰래 운우지락을 나누다가

그 다섯아들들에게 들켜 도망을 치던 중 벌판의 똥

통에 빠져 똥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올라와 본 즉

범 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범에게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였더니 범이 인간의 모순점

여러 가지를 통렬히 지적한 다음, 일장훈시를 하고

는 똥물을 뒤짚어 쓴 그의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며

떠나 버렸다는 내용의 콩트형식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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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짧은 한문소설이긴 하지만 그 구성이 아주 치

밀한데다 인간사회, 인간문명의 모순점을 예리하

게 그리고 근원적으로 파헤쳐놓되, 특히 상류지배

층에 속하는 선비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

면서 절묘한 해학과 풍자가 가득찬 문장으로 이루

어져 있으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히 일

독하여 보기를 권유하고 싶다.

연암은 1780. 8. 1에 연경에 도착하여 8. 5까지 머

무르면서, 원래는 황실에서 사용하는 유리기와를

굽는 곳이었으나 서적, 문구, 골동품을 사고파는 문

예의 거리로 된 유리창 거리, 황제가 제천의식을 지

내던 천단, 라마교사원으로서 세계 최대의 통목조

미륵불이 봉안되어 있는 옹화궁, 명나라 때 자금성

북쪽에 있는 인공호수인 북해(北海)를 만들면서 파

낸 흙을 쌓은 동산으로서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

제(崇禎帝)가 이자성의 반란군에 의하여 자금성이

함락되자 아들들은 탈출시키되 처첩과 딸들을 살

해한 후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곳인 만

수산(지금은 경산이라 함), 명나라때 북해 연안에

세워진 오룡정과 청나라 때 건립된 것으로서 아홉

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 구룡벽, 국립대학격인

태학과 그곳에 부속되어 있는 공자묘, 도교사원인

동악묘, 많은 천체관측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관

상대와 과거시험을 본 시원(試院), 둘레가 160리나

되는 커다란 동물원인 남해자(南海子), 회교사원인

회자관(回子館)등을 둘러본 소감을 간략히 적었으

나 정작 자금성에는 건륭제가 열하로 가 있었기 때

문에 들어가보지 못하고 자금성을 포함한 연경의

도성(都城)체제를 간추린 황도기략(皇圖記略)을 싣

고 있다.

우리 일행은 10:00경 북경수도공항에서 짐을 찾은

후 점심을 먹기 위하여 버스로 북경의 외곽지대에

속하는 곳으로서 한인타운이라 불리기도 하는 망

경(望京, 중국어로 왕징)으로 갔다.

예전엔 멀리 자금성을 바라볼 수 있다하여 망경이

라 불리운 농촌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서울의 강

남지역 못지않게 고급스런 고층아파트들이 빽빽이

들어서 북경에서 인기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었는

데, 북경의 한복판에는 워낙 집세가 비싼 관계로 현

재 이곳에 약 10만의 한국인이 거주하게 되어 한인

타운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거리에는 한글

로 종로떡방, 파리바게뜨, 초원갈비, 발마사지, 컴

퓨터 게임장이라 쓴 점포들이 즐비하고 현대자동

차도 많이 보였으므로 새삼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을 실감할 수 있어 가슴 뿌듯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커다른 규모의 한국

식당에서 김치와 상추쌈이 곁들여진 한식을 먹은

후 서태후의 여름별장으로 유명한 이화원(頤和園)

으로 향하였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려니 하였는데도 우리나라 못

지않게 차량들이 밀려서 오히려 예정시간보다 늦

게 이화원에 도착하였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실감

할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이화원이 있는 곳은 연경의 북서쪽으로 원래 옹산

이라는 야트막한 동산과 그 앞에 서호라는 조그만

호수가 있을 뿐이었으나 원나라의 쿠빌라이칸이 연

경을 대도라 개칭하고 그곳으로 천도를 한 후 궁중

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호를 확대하면서 그

준설토를 옹산에 쌓아 올려 놓은 후 청의 건륭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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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이곳에다 청의원이라는 황실의 여름별장을

짓고는 서호를 곤명호, 옹산을 만수산이라 개칭하

였는데, 1860년 제2차 아편전쟁때 영·불 연합군이

청의원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려 폐허로 변했다가 서

태후가 동치제의 섭정이 되어 수렴청정을 하면서

1884∼1895년 사이 청의원을 복구시킨 후 이양충

화(頤養衝和)의 뜻을 취해 이화원이라 개칭했지만

또다시 1900년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

병한 영·불등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하여 훼손되었으

므로 서태후가 1902년 연경에 돌아와 복구를 하였

던 것이다.

서태후가 거의 자신만의 여름행궁인 이화원을 중

건하느라고 거액의 해군 군자금을 빼서 써버렸기

때문에 청의 해군이 최신 군함을 도입하지 못함으

로 말미암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참패를 하게된

서글픈 역사가 깃든 곳이지만 어쨌든 이화원은 넓

이 2.2㎢나 되는 광활한 곤명호를 둘러싸고 전통적

인 중국양식을 잘 나타내주는 행궁과 정자, 전각,

사원이 조화롭게 건축되어 있고, 그 배산으로 별로

높지 않은데도 제법 웅장스럽게 보이는 만수산이

우뚝 솟아있어서 그 풍광이 그지없이 아름다우므

로 소주의 졸정원, 열하의 피서산장과 더불어 중국

의 3대정원에 속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

정되어 있다.

우리 일행은 시간관계상 전체를 다 둘러보지 못하

고 동쪽정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경극극장이었

던 이락전(頤樂殿), 4개의 정자를 이어주는 길이

728m의 행랑으로서 처마 밑에 14,000여폭의 그림

이 그려져 있는 장랑(長廊), 서태후의 생일축하연을

열던 곳으로서 찬란한 황금기와가 얹어져있는 배

운전(排雲殿)과 그 뒤쪽의 만수산 비탈에 8각, 4층

처마의 3층 목탑인 불향각(佛香閣)까지만 보고 그

앞의 곤명호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동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동문으로 나오는 반쪽 코스만 답사

하였다. 나는 불향각 앞의 난간에 서서 곤명호를 바

라보면서 서글픈 역사의 사연은 접어두고 보면 크

기도 크기지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역사적인 공원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공원이 하나쯤 있

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이화원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승덕으로 향하였다. 도착해 보고 안 사실이지

만 승덕이란 곳이 무슨 큰 산업도시도 아니고 단지

풍광이 좀 아름답고 피서산장이 있는 역사적 도시

일 뿐이라서 봄·가을 피크타임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는 곳임에도 북경에서 승덕

까지 험준한 산악지대를 뚫고 고속도로가 건설되

어 있었고, 주행하는 차량들도 우리나라 남해고속

도로만큼 붐비고 있엇다. 그러나 도로밖에는 관목

수준의 나무들만이 성글게 심어져 있고 시뻘건 황

토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는 황량한 산야가 끝없이

이어져 있을 뿐이어서 중국의 경제발전은 아직은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어둠이 깔리는 승덕에 도착하여 상당히 규모가 큰

중국 음식점에서 백주(白酒)를 반주하여 중국요리

로 저녁을 먹었다. 역시 중국요리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에 속한다더니 맞는 말인 것 같았고 백

주 역시 그 맛이 일품이라서 몇잔을 마셨더니 바로

거나하게 취기가 올라왔으나 호텔로 가서 샤워후에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깨끗하게 취기가 사라졌다.

다음날인 2016. 5. 14 09:00 버스로 답사에 나섰다.

현재 중국의 인구구성은 약 92%의 한족(漢族)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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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몽고(蒙古)족, 회(回족), 장(藏)족, 묘(苗)족,

조선(朝鮮)족 등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

만 중국의역사는 국가라고 볼만한 최초의 고대국

가인 주(周)나라때부터 근대 청나라때까지 한족과

중국대륙을 노리는 외세민족과의 쟁투사라고 하여

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한족은 그 외세민족을 4

부류로 나누어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

동이(東夷)라고 불렀는데 청나라 초기에도 북적에

속하는 몽고족과 첨예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었

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희, 옹정, 건륭제가 몽

고족을 제압하기 위하여 이곳에 피서산장을 세우

고 여름철에 이곳에 와서 정무를 보기 시작한 후 아

울러 서북쪽의 장족을 회유하기 위하여 피서산장

바로 옆에 티베트의 포탈라궁을 본따 라마교사원

인 보타종승지묘(현재는 오히려 소 포탈라궁이라

고 많이 불리운다)를 건립하고 그곳에 티베트의 판

첸라마3)를 데려와 거주하게 하면서 라마교를 전파

하게 하는 한편 그 외에 피서산장 주위에 보녕사 등

11개소의 라마교 사찰을 세우고 그 중 7개소에도 라

마승을 거주하게 하면서 급료까지 지급해 주었는

데, 위 보타종승지묘와 더불어 이들을 ‘외팔묘(外八

廟)’라 불렀다.

피서산장은 그 넓이가 이화원의 2배나 될 정도의

광대한 행궁으로서 황제의 집무실과 거소, 서재등

이 들어서 있는 궁전구, 강남지방의 호수를 본따서

인공호수를 설치해 놓은 호수구, 황제의 사냥놀이

터인 평원구와 그 외곽의 산악구로 구성되어 있는

데, 우리들은 시간관계상 궁전구와 호수구만을 둘

러보았다.

먼저 둘러본 궁전구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

다. 중국의 궁전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자금성이 떠오르고 비록 행궁이라 하더

라도 이미 본 이화원 정도의 궁전시설이 있으려니

했는데, 우선 그 정문부터 예상과 달랐다. 3개의 출

입구가 뚫려있는 나지막한 성곽 위에 3칸짜리 단층

누각을 얹어 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출입구 위에

한문자로 여정문(麗政門)이라 쓰고 그 좌우에 만주

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몽골어 문자가 병기되어

있어 비록 청나라가 만주족에 의하여 통치되긴 하

지만(麗자는 만주족 자신을 가르키는 것으로 생각

됨) 다수민족인 한족과 그 외의 북방외세족을 포용

한 국가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

여정문을 통과하여 보아도 내부의 건물들은 거의

모두 그리 크지않은 평범한 벽돌집에다가 궁궐이

라면 으레껏 쓰이는 황금색 유리기와가 아니라 회

색기와가 얹어져있고 단청도 되어있지 않았기 때

문에 전혀 중국황제의 황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

을 정도였다.

심지어는 황제가 정무를 보고 외국의 사신들은 접

견하는 정전(正殿)이라서 건륭제가 한문으로 피서

산장이라 쓴 그 액자가 걸려있는 건물만 하여도 그

리 다르지 않았고 그 뜰악마저 우리나라 대가집의

마당 정도에 불과하여, 이런 곳에서 어떻게 건륭제

가 자신의 만수절에 축하하려 온 여러나라 사신들

의 하례를 받았을지 의아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건물들이 조촐하되 세밀하고 짜임새있게 주

위와 어울려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분하면서도 엄

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기에 건륭제

3)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라마 다음가는 제 2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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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위 정전을 담박경성전(澹泊敬诚殿)이라

명명하였다던 것이다. 강희, 옹정, 건륭제가 자신

들의 행궁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절약하였으니

그 때의 청나라가 어지 번성하지 않았겠는가!

궁전구 뒤쪽의 호수구로 나아가 본 즉 처음에는 그

저 평범스런 조그만 호수로만 보여서 이런 것을 두

고 중국의 3대 정원에 속한다고 하나? 의아해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여러 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었

기 때문에 작게 보였을 뿐이었다. 궁전구 쪽의 호수

가 제일 큰 것 이었는데, 그 중간에 큼직한 섬을 앉

히고는 그 곳에다 여러채의 누각을 짓고, 수양버들

등의 수목을 심어 멋들어진 조경을 해 놓았고, 전체

호수의 연변과 각 호수를 구획하는 물막이 길을 따

라서도 수양버들이 휘늘어진 산책로에다가 군데군

데 처마가 하늘로 쳐오르는 전형적인 중국풍의 누

각과 정자가 서 있어 뒤쪽의 수려한 산야를 배경으

로 조망해 보면 정말 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궁전구에서 바로 내려가 제일 큰 호수의 물

막이 길을 따라 중간의 섬으로 걸어 들어가서 유람

선을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그쪽에서 도로 궁전구

로 회귀하는 산책길을 걸었는데, 봄날이라서 그런

지 그 정취가 너무도 좋았다. 아마도 강희, 옹정, 건

륭제도 우리와 같은 정취에 젖어 그 길을 걸으며 정

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쓰다 보니 우리회에서 요구하는 원고

분량을 넘고 있다.

우리는 열하에서만도 이국풍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라마교사원인 소 포탈라궁과 보녕사, 정말 기이한

바위 봉우리인 경추봉과 쌍봉 등을 더 보았고, 북경

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북구장성이란 곳에 들러

아득히 산봉우리들을 이어가는 만리장성의 진수를

보았으며, 북경에 돌아와서도 자금성, 천단공원,

북해공원, 경산공원, 유리창 거리와 왕부정 거리,

스치하이 거리, 옹화궁, 중국 국가박물관 등 많은

곳을 더 살펴보았다.

내가 이글을 시작할 때는 20여 년 전 박신일 변호

사님과 홍콩으로 관광 여행을 갔다가 현지 여행업

자의 주선으로 당시에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

話)에 따라 경제특구로 막 도시개발이 시작된 주해

시(珠海市), 심천시(深圳市)와 그 인근의 손문 고향

인 중산(中山)을 답사해 보고 온 이후 약 10회 정도

중국여행을 해본 경험에다가 이번 열하여행 경험

을 보태어 그동안 변화되어 온 중국의 실상을 내 나

름대로 분석해 보려고 첫머리부터 ‘우리에게 중국

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내걸었었는데, 이만쯤

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본론이 없는 용두사미의 글

이 된 점을 양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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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주 변호사

세상의 모든 문장
(동서고금의 명문을 찾아서)

인간에게 문장은 무엇인가 - 현대생활과 문장의 역할

1. 문장(文章, sentence)은 문자를 이용하여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문(文)이나 글이라고도

하나 포섭의 범위가 반드시 같다고만은 할 수 없다.

문장은 낱낱의 문자를 선택하고 배열함으로써 독

립된 하나의 생각을 질서정연하게 드러내는 의사

전달매체다. 그런 점에서 문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이나 글보다는 일정한 수준에 이른 사

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쓰는 일이 많다.

인간의 삶은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과 글을 통한 이

해와 표현으로 영위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내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내가 글을 쓰면서 살아가며, 누구나 이러한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 이해

를 통하여 사람은 성장하며, 표현을 통하여 사람은

자기를 실현한다. 역사 곧 히스토리(history)는 인

간이 주고받는 이야기(story)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는 또 사람이 (이해와 표현으로) 서로 주고받

는 언어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장이다.  

2.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언어장

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수화(手話)도 결국은 말

이다. 사람이 글자를 모르고 살 수 없는 것은 아니

지만, 그만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굳이 점자(點字)를 배워 책을 읽고 글

을 쓰고자 하는 것도 인간이 본래 지닌 표현욕구의

발로다. 사람은 결국 언어를 도구로 한 이해와 표현

없이는 사람에게 부여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

음은 물론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다. 역사

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무수한 말과 글을 쏟아냈

고, 그 중 상당부분은 기록으로 남아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현대인들은 아주 오래전에 살다간 사람들

이 남긴 말을 듣고 읽을 수 있으며, 그런 자료로 우

리는 당대의 삶과 그런 말과 글이 표현된 현장의 사

정을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옛날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

함에 있어 언제나 처음부터 스스로 생각해 냈어야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은 또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야 했을 것이다. 글이 있

고, 문장이 있어 그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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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하고, 문화의 창달과 삶의 질과 여건을 개선한

다. 이런 저런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만큼의 번영과 편익을 누리는 것은

오직 문장으로 기록된 과거 자료의 힘이자 그 자료

에 숨어있는 고귀한 정신의 힘이다.  

3.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한 인간의 삶은 어찌

보면 후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남기

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전 생애

를 통하여 터득한 오직 하나의 문장, 한평생의 메시

지가 응결된 다이아몬드 같은 문장은 우리를 숙연

하게 하며 전율하게 한다. 그 도저(到底)한 문장 앞

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신발을 벗기도 한다. 그

리하여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오직 피로 쓴 문

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고, 작가 프란츠 카프

카는 얼어붙은 인간의 내면을 깨뜨리는 도끼 같은

문장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그걸 읽어야 하는지 모

르겠다고 하였다. 유대인 수용소에 살아남은 엘리

비젤은 자기가 쓰는 글은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

의 가슴에 새기는 슬픈 비명(碑銘))이라고 했고, 동

양의 어느 선비는 글은 모름지기 대리석에 한자 한

자 새기듯이 심혈을 기울여 자기를 주입하여야 한

다고 썼다.      

4.널리 세계를 통하여 SNS(Social Network Serv-

ice)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가히 만인소통의 시대

가 되었다. 말이 넘쳐나고, 그 말의 변형인 짧은 문

자들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세상을 휘젓고 다

닌다. 그러나 초음속의 몇 배나 빠른, 순간 전송의

속도에 실리는 (문장이라고 할 수 없는) 문자에 담

긴 내용은 얼마나 경박(輕薄)․단소(短小)한 것들인

가. “문장을 보낸다”고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낸다”

고 하는 말은 그런 세태에 관한 일말의 진실을 내포

하고 있는 셈이다. 촌철살인의 비수(匕首)같은 문장

은 사라지고, 시니컬하고 빈정거리는 얄팍한 문자

들의 파편만 활개를 치고 있다. 에밀리 디킨슨이

“나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하는 문장, 그것이 바

로 시(詩)”라고 했지만, 지금 그런 문장은 어느 곳에

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5. 그러나 ‘풍요속의 빈곤’이긴 하지만, 지금도 정신

이 번쩍 들게 하는 문장들이 간혹 눈에 뜨이고, 과

거로 갈수록 좋은 문장들은 여기저기서 더 많이 발

견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신간을 훑어보는 일보다

옛날 책을 거듭 읽는 일에 더욱 신명이 난다. 좋은

글은 대부분 직접 손으로 필사를 하고, 그걸 다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시간이 수

월찮게 소요되는 일이지만, “내게 벌목작업을 위한

여섯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 네 시간은 도끼날을

갈겠다”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 일

을 내 정신의 연마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우

직하게 명문을 베껴 쓰는 일에 세월을 탕진하였다.

이 경우의 ‘탕진’이라는 말을 나는 기분 좋게 쓴다.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아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밥을 벌어먹

고 사는 것은 모두 그런 미련한 작업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쭙잖은 내 문장의

힘은 모두 그와 같은 수많은 은인들이 피와 땀으로

쓴 명문(名文)이라는 나무의 수액(樹液)을 빨아먹고

커온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갖 꽃에서 모아와

단 꿀이 되지만, 이 단맛이 어느 꽃에서 왔는지를

나는 잘 모른다. 모든 꽃에서 조금씩 따왔을 것이

고, 어떤 꽃에서는 그보다는 더 얻었을 것이다. 명

문은 그 중에서 아마도 후자의 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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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스칼 키냐르 원작의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이라는 제목이 좋아 이를 차용하여 이 글의 제목을,

'세상의 모든 문장'이라고 하였다. 세상의 모든 문장

이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목이란 말인가? 내

가 세상의 모든 문장을 다 읽었거나(언감생심 어떻

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의 모든 문장을 제

목만으로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터에(그것만으로

도 한평생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도 감히 용기를

낸 것은, 내가 사랑한 그 문장들은 세상의 모든 문

장들을 대표하는 문장이라고 상찬(賞讚)받기에 족

한 글들이라고 보기에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내 인생의 노변에 핀 향기로운 꽃들과 그 너머 숲에

우람하게 서있는 멋진 나무들을 나는 그리 표현하

였다. 동서고금의 명문들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나의 취향에 맞는 문장들이고, 내 한정된 시야에 포

착되었던 소수의 자연(自然)이 그 문장들이다. 수집

장소는 스스로 ‘무중력의 공간’이라고 이름붙인 나

의 서재다. 나는 오래 전부터 책을 또 하나의 자연

이라고 생각해 왔다. 좋은 책은 내게 늘 신선한 공

기(산소)를 공급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이 명문(名文)인가  

7. 책이 자연이라면, 역으로 자연 또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은 사람이 지은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한 자연 안에도 존재한

다. 오히려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계에 존재

하는 일체의 삼라만상, 산과 강, 나무와 풀, 새와

꽃, 햇빛과 바람과 비와 바위와 수많은 벌레들이 모

두 문장이 아니겠는가. 인간이 쓰는 문장은 다만,

자연 속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본래의 문장들을 베

낀 것이고 변형한 것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문장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저 자연을 가장 잘 모사(模

寫)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어떠한 문장이 명문인가 하는 점은 사람에 따라

그 평가 기준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을 닮아 자연스러운 문장을 가

장 좋은 문장이라고 한다면, 명문이 지녀야 할 요건

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편안하게 다

가갈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하되, 일정한 품격과

향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리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글을 귀로 쓴다는 말이 있다). ③ 그림이 있

어야 한다(동양의 선비들을 이를 先景後情이라고

표현하였다), ④ 지성과 감성을 아우르되,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품고 있어야 한다. ⑤ 어법

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⑥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그 가슴에 비명(碑銘)처럼

새겨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9. 사람이 자연의 품에 안겨있을 때, 그 중에서도

햇빛과 물, 바람과 나무와 꽃들 곁에서 안식을 누리

고 있을 때, 혹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

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의 기쁨과 평안을 한껏

누리게 된다. 그 이유는 자연이 위에서 본 여섯 가

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위대한 문장이기 때

문이다. 자연의 풍경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며, 그

리고 그 그림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

각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고, 언제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원할 때마

다 품을 열어줄 뿐 아니라 우리는 자연의 이법과 모

습을 통하여 삶의 모든 이치를 터득한다. 자연 속에

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위로받고, 활기를 되찾는

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자연은

인간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모습으

로 인간을 그릴 수 있다. 인간의 삶을 표현함에 있

어 자연이 품고 있는 만물은 그 양과 질에 있어 조

금도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넘쳐날 지경이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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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사물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아내는 시인의

눈을 가졌느냐 하는 점이다.  

10. 사람이 지은 문장 가운데 위와 같은 자연이 들

어와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는 네 벽으로 둘러싼

방안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혜택을 상당한 정

도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상상력이 필자가

묘사한 자연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

가 쓴 문장이 핍진하고 진실할수록 더욱 실감나고

생생하게 현장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명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숨찬 사람

들이 한줄기의 시원한 바람으로 심호흡을 하고, 목

마른 사람이 한모금의 맑은 물을 들이키듯, 그리고

놀랍고도 신비로운 풍경 앞에서 사람이 갑자기 호

곡(號哭)을 하듯 명문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정신

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다. 

11. 오랜 세월에 걸쳐 내가 해 온 독서편력은 좋은

문장에 목말라하면서 이를 하나하나 수집해온 한

간서치(看書痴, 이덕무의 표현)의 지칠 줄 모르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내 정

신은 그 문장들로 알게 모르게 성장하였다. 마치 물

을 모두 흘려보내고 말지만 이윽고 토실한 콩나물

이 족히 한 뼘이 넘게 자라나듯이. 까칠까칠한 뽕잎

을 마치 장맛비 쏟아지는 소리로 마구잡이로 먹어

치운 다음, 서너 차례에 걸쳐 깊은 잠을 자고난 후

하얀 잡을 짓고 그 안에 천연덕스럽게 들어앉는 누

에처럼. 이제 나는 그런 내 인생의 문장들 중 일부

를 이 짧은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내게는 그럴 수

없는 명문(名文)으로 평생을 가슴에 지니고 싶은 문

장, 나로서는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 없는

그런 문장을. 그리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문장을 쓴

그런 명문의 필자들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간절

히 불러봄으로써, 그간 내가 그들에게 진 빚의 지극

히 작은 한 부분을 갚는다는 일념으로. 말하자면 내

정신의 스승들에 대한 일종의 헌사(獻辭)인 셈이다.   

전도서(BC 935년, 솔로몬 왕) - 삶의 덧없음을 어떻

게 극복할 것인가

12. 인생은 짧고 덧없다는 깊은 탄식에서 시작하여

구구절절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부질없음을 읊

조리고 있는 구약성경의 전도서(Ecclesiastes)는 모

두(冒頭)에서 저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

고 지칭하고 있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저작(著

作)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용된 언어가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고, 제3자가 유명인에 가탁

(假託)하여 글을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BC 250년

경의 저술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마도 유사 이래 사

람으로 태어나서 그보다도 더 세상의 모든 부귀영

화를 완벽하게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13. 그런 왕이 얼핏 보면, 깊은 허무주의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와 같은

한탄은 영원한 것을 절절히 사모하는 나약한 한 구

도자의 신앙고백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렇

다고 왕이 현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선을 행하

면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을 언급하

고 있으며, 특히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하는 부

분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극복하

고자 하는 평범한 한 지아비의 작은 소원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의 구절은 명문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두고두고 읽거나 외우면서 그 의

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쓴 글이 이 정도라니, 그간에 사람이 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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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기서 극점을 향하여 얼마나 더 나아갔는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

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

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

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

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

지 아니 하는 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

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것

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

미 있었느니라. 이젠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

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

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

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

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

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

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

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

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

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

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

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

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

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

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

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

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이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

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

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

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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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 네 헛된 평생

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

이니라.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그곳에는 일도 없고 계

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

거워 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

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

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

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

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 은줄이 풀리

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

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

로 돌아가고 육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

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장자(BC 290, 장주) - 나비가 된 우언(寓言)의 철학자      

14. “언젠가 나 장주는 나비가 되어 즐거웠던 꿈을

꾸었다. 나 자신이 매우 즐거웠음을 알았지만, 내가

장주였던 것을 몰랐다. 갑자기 깨고 나니 나는 분명

히 장주였다. 그가 나비였던 꿈을 꾼 장주였는지 그

것이 장주였던 꿈을 꾼 나비였는지 나는 모른다.”

후대의 선비인 장조(張潮)는 자신의 저서 유몽영(幽

夢影)에서,“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니 이는 장자의

행복이었다.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니 이는 나비의

불행이었다”라고 썼다. 나라가 나라와 더불어 전쟁

을 일삼는, 상시 도처에 전운(戰雲)이 감돌던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주의자였

다. 당대의 사상가 장주(莊周)는 세상에 널리 자신

의 호접몽(胡蝶夢)을 소개하면서, 물아일체(物我一

體)를 사상의 바탕으로 깔고, 우주의 경지로 확장

된, 선이 굵고 호쾌하며 장대한 소요유(逍遙遊)의

철학을, 우화(寓話)를 차용하여 삶과 죽음의 가치를

재정립하면서, 당대에 통용되던 공맹(孔孟)의 도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15. 그의 문장을 중국 역사상 제1의 명문(名文)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임어당(林語堂)이다. 장주는

유학의 무리들이 내세우는 도덕의 허위의식을 질

타하고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참으로 편안하고 자

유롭게 사는 하나의 이상 사회를 그려냈다. 언어는

물이 흐르듯이 거침이 없었고, 자연물을 빌어 인간

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를 가르쳤다. 이렇다 할 수사

(修辭)가 없으면서도 그의 글은 재기발랄하고 시인

의 감성으로 빛난다. 고교시절에 처음 그의 문장과

대면한 이후 이 나이에 이르도록 아래와 같은 글들

을 통하여 철학자 장주가 내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

다.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은 마치 거울인 듯 그의

잠언에 내 삶을 비쳐보면서 살아온 시간들이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근심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이란 혼자 떨어져 사는 날이 오래 될수록 사람

이 그리운 정은 점점 깊어지게 된다. 옛날 월(越)나

라에 섬으로 유배된 사람이 고국을 떠난 지 오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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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났을 때 전에 조금 안면이 있던 사람을 만나니

친하고 반가웠다. 수개월이 지나니 아는 사람이 아

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적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

게 생각되었다. 수년이 지나자 사람 비슷한 것만 보

아도 기쁘고 반갑다고 했다. 

사람이 아는 바는 모르는 것보다 아주 적으며 사는

시간은 살지 않은 시간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짧다. 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지극히 큰 것을 다 알

려고 하기 때문에 도(道)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려

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남아 있다. 

샘물이 얕아서 물고기가 땅위에 모여 있으면서 서

로 물기를 끼얹고 물거품을 내어 적셔주는 것은 드

넓은 강이나 호수에서 상대를 잊고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생(生)은 죽음의 동반자요 죽음은 생의 시작이다. 어

느 것이 근본임을 누가 알겠는가. 생이란 기운의 모

임이다. 기운이 모이면 태어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는다. 이와 같이 사(死)와 생(生)이 같은 짝이 되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근심하랴.

생(生)을 존중하는 사람은 비록 부귀에도 몸을 상하

는 일이 없고, 비록 빈천해도 사리를 위해 몸에 누

를 끼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 사람들은

고관대작에 있으면 그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고 이

권을 보면 경솔히 날뛰어 몸을 망치고 있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하면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세상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 여겨지

는 것에도 인과관계가 있다.

신인(神人)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나타내지 않는다. 무용(無用)이 대용(大用), 즉 쓸모

없는 물건이 되었을 때 그 생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할 수 없고 사람이 지

껄인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할 수 없다.

거울이 깨끗하면 거기에는 먼지하나 묻지 않는 법

이다. 마음을 잘 닦고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생각은

깃들이지 않는다. 

곧게 자란 나무는 먼저 벌채되고 물맛이 좋은 우물

은 먼저 마르게 된다. 쓸모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재

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탓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 안달하지 않고

일과 때에 적절하게 응하여 마음속에 찌꺼기를 남

기지 않는다.

꿈을 꾸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지금 꾼

꿈의 길흉을 점친다. 인생은 결국 꿈속의 꿈이다. 사

람은 좋은 꿈을 꾸면 기뻐하고 흉한 꿈을 꾸면 걱정

한다. 그러나 결국은 꿈속의 일임을 알아야 한다. 

산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제자가 장자에게 어째서

저 나무는 저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장자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을 내려

와서 장자의 일행이 친구 집에 묵게 되었다. 친구는

반가워서 그 아들에게 울지 않는 오리를 잡아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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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을 만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장자에게

산에 있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해서 제 명을 다할

수 있고, 오리는 울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니,

사람은 재(才)와 부재(不才)의 어느 쪽을 취해야 하

느냐고 물었다. 장자는 재(才)와 부재(不才)의 중간

에 있는 것이 좋다. 재(才)는 필요할 때 이것을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음악 소리는 피리건 종이건 모두 그 빈곳[空虛]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참된 마음은

나오지 않는다.  

위에 앉은 관리는 단지 높이 뻗어있는 나뭇가지처

럼 높이 앉아 있을 뿐 별반 일은 없고, 명리(名利)도

바라지 않고, 백성들은 들에서 노니는 사슴처럼 불

평도 없이 유유자적하고 있다. 이런 것이 노장(老莊)

의 이상적인 사회다.  

이름이라는 것은 손님이다. 이름과 실(實)은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에 있다.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도

안 되는 것 같이 이름만 있고 실(實)을 갖추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우주에서는 정말로 어떤 주재(主宰)가 있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신(神)이건 하

느님이건 어느 것이나 대자연에는 불변의 조리(條

理)가 존재한다. 

위(衛)나라 현인 거백옥(遽伯玉)은 나이가 육십이

될 때까지 그 사상과 태도가 육십 번이나 변했다. 그

는 일진월보(日進月步)하여 정지하지 않고 육십에

서 오십구의 비(非)를 깨달았다. 

영달하여도 그 지위를 명예로 하지 않고 궁핍하여

도 그 경우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것이라도 보는 처지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

럴 수도 있다. 시비나 선악의 의론은 있어도 처지를

바꿔보면 시(是)는 비(非)가 되고 비(非)는 시(是)가

된다.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

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재물에 있어서는 그

것이 더욱 심하다. 

아침에 나는 버섯은 그믐날도 초하룻날도 모른다.

사람의 생명도 이 버섯처럼 덧없는 것이다. 

아름답고 좋은 일을 이루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

린다. 나쁜 일이란 그것을 고칠 여유도 없이 다가온

다. 친해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나 친한 사

이가 헤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아름다운 여인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교만하여 아름

답게 여겨지지 않으며, 못생긴 여인은 스스로 못났

다고 겸손하여 못났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유능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져오는 수가 있다. 쓸모 있

는 나무는 벌채되어 죽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는 자

연대로 천수(天壽)를 다하게 된다. 능력 없는 자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바가 없으니 따라서 평온무사하

게 이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기(BC 109-91 사마천) - 과연 누가 이 문장을 뛰

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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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기(史記)는, 중국 전한의 무제 시대에 사마천

이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다. 본기(本紀) 12권, 표

(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 30권, 열전(列傳)

70권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방대한 역사서로

서 그 서술 범위는 전설상의 요순시대부터 기원전

2세기 말의 한무제까지 200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서술 방식은 후대 중국의 역사서, 특히 정사

를 기술하는 방식의 전범(典範)이 되었고, 유려한

필치와 문체로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넘어 문학 작

품으로서도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원

전 99년, 사마천은 흉노에 투항한 자신의 친구 이

릉(李陵)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투옥되

고, 이듬해에는 궁형의 치욕을 받았다. 옥중에서 사

마천은 고대 위인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자신 또한

지금의 굴욕을 무릅쓰고서 필생의 과업인 역사 편

찬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 때 그가 쓴

글이 먼 후일, 조선의 선비 연암 박지원이 감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분지설(發憤之說)이다.“옛

글에서 문자가 간략했던 것은 쓴 이가 심중의 뜻을

이루려 마음을 다잡고 분기했기 때문이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유리(羑里)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분기함으로써) 『주역』을 지었고, 공자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애서 오도가도 못 하면서도 (분기함으

로써) 『춘추』를 지였으며, 굴원(屈原)은 초나라에서

강남으로 쫓겨나서도 (분기함으로써) 『이소(離騷)』

를 지였고, 좌구명(左丘明)은 눈이 먼 다음에도 (분

기함으로써) 『국어(國語)』를 지였다. 보라, 손빈(孫

臏)은 다리를 잘리고도 (분기함으로써) 『손자병법』

을 찬술하였고, 여불위(呂不韋)는 촉나라로 귀양

가고도 (분기함으로써) 『여시춘추(呂氏春秋)』를 남

겼다. 이들은 모두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낼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어서 앞날에다 희망을 걸었

던 것이다.” 

17. 기원전 97년 출옥하자마자 사마천은 집필에 몰

두했고, 기원전 91년경 사기는 완성되었다. 사기의

내용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하늘의 도

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하는 이른바

천도시비(天道是非)에 대한 심각하고도 통렬한 질

문이다. 현대 중국의 문화사학자 위치우위(余秋雨)

는, 섭석초(聶石樵) 선생이 『사마천 논고』에서, 중

국 고대에서 산문의 성취가 가장 높은 시기는 한대

(漢代)이며, 한대의 산문 가운데 가장 성취가 높은

것은 전기 문학이고, 전기문학 가운데 가장 성취가

높은 것은 사기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킨 후 이렇게

말했다.“내용을 제외하고 산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

소는 언어다. 이 점에서 사마천의 언어는 그야말로

천고의 명문이라고 할 만하다. 2천 년 전에 이미 문

학과 사학을 하나로 용해한 위대한 사람, 사실 그는

참됨과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전혀 참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며, 아름답지도 않았던 한밤중에 하나

로 정련해낸 인물이다. 그가 진선미를 하나로 정련

한 화로는 작은 호롱불이었다. 설마 그것이 진정으

로 꺼졌겠는가?”    

18.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항우본기(項羽本紀)다. 초한전의 대미(大尾)를 장

식하는 항우본기의 장면묘사에 나타나는 고대 영

웅들의 생사를 초월한 언동과 전투장면, 사랑하는

여인과의 애절한 이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전장

에서의 냉엄하고 참담한 결과, 한 시대가 저물고 새

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피비린 내나는 살육의

현장을 찬찬히 훑고 지나가는 역사의 그림자를 장

엄하고도 웅혼한 필치로 그려낸 사마천의 놀라운

문장은 가슴에 깊이 사무치고 소용돌이친다. 그의

필력은 태산(泰山)이 요동(搖動)하고 장강(長江)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난 힘과 기세로 사람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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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며, 그런가하면 한편으론 섬세하고 미묘한 사

람의 감정을 세세히 파고들어 장부라도 도리 없이

눈물로 볼을 적시게 한다. 명문으로 널리 알려진 항

우본기의 끝부분만을 일부 발췌하여 옮겨 본다.

항왕의 군대는 해하에 방벽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군사는 적고 군량은 다 떨어진 데다 한군과 제후의

군대에게 여러 겹으로 포위됐다. 밤에 한군이 사방

에서 모두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니 항왕이 크게 놀

라 말하기를 “한군이 이미 초나라 땅을 모두 빼앗았

단 말인가? 어찌해 초인(楚人)이 이리도 많은가?”

라 했다. 항왕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장중(帳中)에서

술을 마셨다. 항왕에게는 우(虞)라는 이름의 미인이

있었는데, 항상 총애를 받으며 시종(侍從)했다. 또

추(騅)라는 이름의 준마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이

말을 타고 다녔다. 이에 항왕은 비분강개한 심정으

로 비통함을 노래하며 스스로 시를 지어 읊었다.

“힘은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개는 온 세상을 덮을 만

하건만 시운(時運)이 불리해 추(騅) 또한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가 나가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우

(虞)여, 우여, 내 그대를 어찌해야 좋을까?”

항왕이 여러 차례 노래 부르니 우미인도 따라서 불

렀다. 항왕의 뺨에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니 좌우

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이때 항왕이 바로 말에 올라타니, 휘하 장사 중 말

을 타고 따르는 자가 8백여 명이 되었다. 그날 밤 그

들은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나가 질주했다. 날이 밝

자 한군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기장(騎將) 관영

으로 하여금 5천의 기병을 이끌고 추격하게 했다.

항왕이 회수를 건너니 그를 따라오는 자는 이제 1백

여 기(騎)에 불과했다. 항왕이 음릉(陰陵)에 이르러

길을 잃어버리자 한 농부에게 물으니 농부가 속여

말하기를 “왼쪽이오.”라고 해 왼쪽으로 가다가 큰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군이 바짝 쫓아오

게 되었다.

항왕이 이에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동

성(東城)에 이르니 겨우 28기만이 남았고, 추격하는

한군의 기병은 수천이었다. 항왕이 스스로 생각하

니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그 기병에게 말

하기를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지금 8년이 되었다.

몸소 7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는데 내가 맞선 적은

격파시키고 내가 공격한 적은 굴복시켜 일찍이 패

배를 몰랐으며, 마침내는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결국 이곳에서 곤궁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한 죄가 아니다. 오늘 정

녕 결사의 각오로 통쾌히 싸워서 기필코 세 차례 승

리해, 그대들을 위해 포위를 뚫고 적장(敵將)을 참

살하고 적군의 깃발을 쓰러뜨려, 그대들로 하여금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못

한 죄가 아님을 알게 하리라.” 하고는 기병을 넷으

로 나누어 사방으로 향하게 했다.

한군이 겹겹이 포위하니, 항왕은 그 기병에게 말하

기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저 장수를 베리라.”라고

하고는 기병들에게 사방으로 말을 달려 내려가도록

하고 산의 동쪽 세 군데에서 나누어 만날 것을 약조

했다. 그러고 난 뒤 항왕은 크게 소리치며 아래로 말

을 달려가니, 한군은 바람에 초목이 쓰러지듯이 모

두 전멸당했고, 항왕은 마침내 한나라 장수 한 명의

목을 베었다. 이때 기장(騎將)이었던 적천후(赤泉侯)

가 항왕을 추격하자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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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적천후는 사람과 말이 모두 놀라서 몇 리 밖으로

달아나버렸다.

이리하여 항왕은 산의 동쪽 세 군데에서 그의 기병

들을 만났다. 한군은 항왕의 소재를 알 길이 없자 군

사를 셋으로 나누어 초군을 다시 포위했다. 이에 항

왕이 말을 달려서 한나라 도위(都尉) 한 명을 참살

하고 1백여 명을 죽인 뒤 다시 그의 기병들을 모으

니 기병 2명이 죽었을 뿐이었다. 이에 항왕이 기병

들에게 “어떠냐?”라고 묻자, 기병들이 모두 엎드려

서 말하기를 “대왕의 말씀과 같습니다.”라 했다.

이때에 항왕은 동쪽으로 오강(烏江)을 건너려고 했

다. 그런데 오강의 정장(亭長)이 배를 강 언덕에 대

고 기다리다가 항왕에게 말하기를 “강동(江東)이 비

록 작으나 땅이 사방 천리요, 백성들의 수가 수십만

에 이르니, 그곳 또한 족히 왕이 되실 만한 곳입니

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얼른 건너십시오. 지금 신

(臣)에게만 배가 있어 한군이 이곳에 온다 해도 강

을 건널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 했다.

이 때 항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내가 건너서 무얼 하겠나? 또한 내가 강

동의 젊은이 8천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

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거늘 설사 강

동의 부형(父兄)들이 불쌍히 여겨 나를 왕으로 삼아

준다고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는

가? 설사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해도 내 양심

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정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후덕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

나는 5년 동안 이 말을 탔는데, 이 말에 대적할 것이

없었으며 하루에도 천리를 달렸다. 내 차마 이 말을

죽일 수 없어 그대에게 주겠소.”라고 하고는 기병들

로 하여금 모두 말에서 내려 걷도록 했다.

손에 짧은 무기만을 들고 싸움을 벌여 항우 혼자서

죽인 한군이 수백 명이었다. 항왕도 몸에 10여 군데

부상을 입었다. 항왕은 한나라 기사마(騎司馬) 여마

동(呂馬童)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는 예전에 내

부하가 아니었더냐?”라고 하자 여마동이 항왕을 바

라봤다. 여마동이 왕예에게 항왕을 가리켜 말하기

를 “이이가 바로 항왕입니다.”라 했다. 그러자 항왕

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한왕이 나의 머리를 천금

과 만호의 읍(邑)으로 사려고 한다 하니, 내 그대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리라.”라고 하고는 이에 스스

로 목을 찔러 죽었다. 왕예가 항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른 기병들이 서로 짓밟으며 항우의 몸을 쟁탈하

다가 서로 죽인 자가 수십 명이 되었다.

마지막에는 낭중기(郎中騎) 양희와 기사마 여마동,

낭중(郎中) 여승(呂勝)과 양무(楊武)가 각기 항왕의

몸 한 쪽씩을 차지했다. 다섯 사람이 모두 자신이 차

지한 항왕의 몸을 맞추어보니 모두가 틀림없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다섯으로 나누어 여마동을 중수

후(中水侯)에 봉하고, 왕예를 두연후(杜衍侯)로 봉

하고, 양희를 적천후(赤泉侯)에 봉하고 양무를 오방

후(吳防侯)에 봉하고, 여승을 열양후(涅陽侯)에 봉

했다.

항왕이 죽자 초나라 모든 지역이 모두 한나라에 투

항했는데, 유독 노현(魯縣)만이 항복하지 않았다. 이

에 한왕은 천하의 병사를 이끌고 노현을 도륙하려

고 했다. 그러나 노현 백성들은 예의를 고수하며 군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키려고 했다. 까닭

에 한왕은(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항왕의 머리를 가

지고 가서 노현 백성들에게 보였다. 그러자 노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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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들이 투항했다. 처음에 초 회왕이 항적을 노공

(魯公)으로 봉했고, 지금 그가 죽자 비로소 노현이

함락되었으므로 노공이라는 봉호에 대한 예우로 항

왕을 곡성(穀城)에 안장했다. 한왕이 항왕을 위해서

발상(發喪)하고 흐느끼며 떠났다. 한왕은 여러 항씨

일족들을 모두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항백(項伯)을

사양후(射陽侯)에 봉했고, 도후(桃侯), 평고후(平皐

侯), 현무후(玄武侯)는 모두 항씨였으나 그들에게 유

씨(劉氏) 성을 하사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내가 주생(周生)에게서 ‘순(舜)의

눈은 아마도 눈동자가 둘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또 항우도 눈동자가 둘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항우가 어찌 순(舜)의 후예이겠는가? 그러면 항우

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는가? 진나라가 실정

(失政)하자 진섭이 처음 난을 일으키고 호걸들이 봉

기해 서로 다퉈 그 수를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그러

나 항우는 세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진말(秦末)의 대세를 틈타 민간에서 흥기해 3년 만

에 마침내 다섯 제후를 거느리고 진나라를 멸망시

켰다. 그러고는 천하를 분할해 왕, 후를 봉하니 모든

정령(政令)이 항우에게서 나왔으며 자신을 ‘패왕(覇

王)’이라고 칭했다. 그 왕위가 비록 끝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이는 근고(近古)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그러다가 항우가 관중을 버리고 초나라를 그리워하

고, 의제를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왕후들이 자

신을 배반한 것을 원망하기에 이르자 상황은 어렵

게 되었다. 항우는 스스로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만을 앞세워 옛것을 스승삼지 아니하

며, 패왕의 공업(功業)이라고 하고는 무력으로 천하

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다가 5년 만에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 몸은 동성(東城)에서 죽으면서도 아

직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책망하지 않았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는 끝내 ‘하늘이 나를 망하

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한 죄

가 아니다’라는 말로 핑계를 삼았으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고린도 전서 13장(AD 55년, 사도 바울) - 사랑은 어

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19.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하의 시인묵객(詩人墨

客)으로 자처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필기도구를 들

고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치고, ‘사랑’이라는 제목이

나 주제를 글을 쓰거나 써보려고 하지 아니한 사람

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한 생애를 통하여 그만큼

진부하면서도 신물 나는 낱말도 없을 터이나, 반면,

그만큼 뿌리칠 수 없는 화제(話題)가 또한 사랑이

다. 본시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 가운데 살다가,

사랑으로 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

문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자신의 한 저서에 ‘태초

에 사랑이 있었다’는 제목을 붙였다. 우주의 존재원

리를 그렇게 감상적인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다. 그

러나 반드시 감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성서의 창세

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

였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였

다. 위 두 문장을 대소전제로 하여 삼단논법으로 결

론을 이끌어내면 결국, “태초에 사랑이 천지를 창

조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이 사랑이 정녕 신

의 속성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이에

신의 뜻이 내재한다. 길가에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흔하고 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또한 사랑

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불길 속에도 뛰어들고, 유대

인 수용소의 막시밀리안 콜베신부처럼, 죽음이 예

정된 낯모르는 한 젊은 남자를 위하여, 오직 사랑이

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그 대신 죽음을 향하여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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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도 한다. 사람의 정신이 사랑의 극점에 도달할

때, 그는 불멸의 역사가 된다. 

20. 종래 예수의 추종자들을 색출하여 죽음으로 내

몰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고관이 시리아의 다메

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임한, “너는 나를 왜 핍박

하느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한 사랑의 목소

리에 감전되어 삶의 방향이 급선회하였다. 그리하

여 그는 단신으로 유럽대륙을 사랑의 힘으로 정복

하였다. 사울에서 바울이 된, 언변에 능한 준비된

전도자였던 그는, 마침내 세계 정신사의 흐름을 바

꾸었고, 고대문화의 집결지였던 거대제국인 로마

를 뒤집었다. 그런 그가 소아시아의 고린토스에 있

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취지의

권면을 편지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기록

된 사랑의 찬가다.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여야 하

는지를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사랑에 넘치는 목

소리로 전하는 글을 나는 일찍이 본적이 없다. 그

중 일절을 노래로 만들어 회중이 더러 함께 부르기

도 한다. 

21. 그때마다 나는, 참수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

지, 자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그분을 결코 배반하

지 않았기에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바울사도의 그

시공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에 눈시울이 젖는다. 그

가 그런 사랑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에. 나

는 이 글이, 그리고 이 글의 정신과 뜻이, 내 가슴

에, 내 머리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말로 잘 정돈된 이 멋진 언어의 리듬이 내 입술

에 언제나 살아있기를 원한다. 오직 시작이 있을 뿐

인 이 사랑을 위하여, 훗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될, 그리하여 속절없는 한 페이지의 역사가 되

고야말 내 인생의 덧없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 사랑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문

장을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뼛속에 새겨두고자

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

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

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

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

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

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

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

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

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

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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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거래사(405, 도연명) -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22. 도연명은 전원으로 돌아가 술과 국화를 사랑하

며 살았던 육조시대의 대시인이다. 천성이 세상과

친하지 않아 41세에 10년간의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 머물면서 그로부터 20년을 은둔하면서, 중

국 산문의 거대한 한 물줄기를 만들어 냈다. 귀거래

사 외에도 오류선생전, 도화원기 등의 작품이 유명

하다. 그런데 전원으로 돌아가다니! 그것도 나이 불

과 41세에. 돈과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에서는 그야

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작고한 법

정스님이 무소유의 삶을 그 특유의 맛깔 나는 수필

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다 갔지만, 그건 산중에서 기

거하는 승려들에게나 합당할 이야기일 뿐, 복잡다

단한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허다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할 현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

은 주문이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대은은어시(大隱

隱於市)’라는 말이 있듯이, 도시생활의 한 가운데에

서 도잠선생과 같은 마음과 정신을 지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단

(事端)은 모두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고로 돈, 권력, 명예 등에 관한 과도한 추구와 경

쟁이 항상 문제였다. 

23. 어느 경제학자는 행복은 소유를 욕망으로 나눈

것(행복 = 소유 ÷ 욕망)이라는 공식을 제시하였다.

사람이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수식의 값을 크게 해

야 하는데, 결국 분자 값인 소유를 늘리거나 분모

값인 욕망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행복추구의 방식(욕망 감

소)이 고대 동양에서 주창하는 것이었다. 도연명이

추구하고 실천한 무욕(無慾)과 청빈(淸貧)의 삶은

바로 그런 소박하고 절제된, 간소한 삶의 한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심신을 정화하는,

그토록 샘물같이 맑고 서늘한 문장이 우러나온 것

이었다. 우리는 때로는 돈에, 때로는 명예에, 어쩌

다가는 권력에 부대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세월

이 지나다보면, 필연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속절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 사실을 깨달았

을 때는 이미 심신이 일생의 욕망에 시달리다 크게

피폐해진 다음이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다

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4. 나는 한때, 12세기 수피교의 유명 시인 잘랄루

딘 루미의 운(韻)을 빌려,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돈, 권력, 명예 등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하고 쓴 적이 있었다. 수많은 사

람 가운데 뒤섞여 번다한 일에 시달리기보다는 적

은 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적은 소유로 사랑을 나

누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경우가 많

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복잡한 인간의 도회에

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전원으로 물러난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면목의 경지에

서 고요와 침잠을 즐긴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잠

선생의 시구에 기대어 상상으로 나마 분망한 일상

의 틈바구니에서 짬을 내 그와 같은 정신의 자유와

일락(逸樂)의 여유를 누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고귀한 정신을 육

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어찌 슬퍼하여 서러워

만 할 것인가. 이미 지난 일은 탓해야 소용없음을 깨

달았다. 앞으로 바른 길을 쫓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

달았다. 내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 헤맨 것은 사실이

나 아직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제는 깨달아 바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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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았고 지난날의 벼슬살이가 그릇된 것이었음을

알았다.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바람은 한들한들

옷깃을 스쳐간다. 길손에게 고향이 예서 얼마나 머

냐 물어 보며, 새벽빛이 희미한 것을 한스러워한다.

마침내 저 멀리 우리 집 대문과 처마가 보이자 기쁜

마음에 급히 뛰어갔다.

머슴아이 길에 나와 나를 반기고 어린것들이 대문

에서 손 흔들어 나를 맞는다.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도 꿋꿋하다. 어린놈 손잡고 방에 들어오니, 언제 빚

었는지 항아리엔 향기로운 술이 가득, 술 단지 끌어

당겨 나 스스로 잔에 따라 마시며, 뜰의 나뭇가지 바

라보며 웃음 짓는다.

남쪽 창가에 기대어 마냥 의기양양해 하니, 무릎 하

나 들일만한 작은 집이지만 이 얼마나 편한가. 날마

다 동산을 거닐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문이

야 달아 놓았지만 찾아오는 이 없어 항상 닫혀 있

다. 지팡이에 늙은 몸 의지하며 발길 멎는 대로 쉬

다가, 때때로 머리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은

무심히 산골짜기를 돌아 나오고, 날기에 지친 새들

은 둥지로 돌아올 줄 안다. 저녁 빛이 어두워지며 서

산에 해가 지려 하는데, 나는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

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돌아왔노라. 세상과 사귀지 않고 속세와 단절된 생

활을 하겠다.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

시 벼슬길에 올라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는가. 친척

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거문고를 타고 책

을 읽으며 시름을 달래련다. 농부가 내게 찾아와 봄

이 왔다고 일러 주니, 앞으로는 서쪽 밭에 나가 밭

을 갈련다. 혹은 장식한 수레를 부르고, 혹은 한 척

의 배를 저어 깊은 골짜기의 시냇물을 찾아가고 험

한 산을 넘어 언덕을 지나가리라. 나무들은 즐거운

듯 생기 있게 자라고, 샘물은 졸졸 솟아 흐른다. 만

물이 때를 얻어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나의

생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아, 인제 모든 것이 끝이로다! 이 몸이 세상에 남아

있을 날이 그 얼마이리. 어찌 마음을 대자연의 섭리

에 맡기지 않으며 이제 새삼 초조하고 황망스런 마

음으로 무엇을 욕심낼 것인가. 돈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죽어 신선이 사는 나라에 태어날 것도 기대하

지 않는다. 좋은 때라 생각되면 혼자 거닐고, 때로는

지팡이 세워 놓고 김을 매기도 한다. 동쪽 언덕에 올

라 조용히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

잠시 조화의 수레를 탔다가 이 생명 다하는 대로 돌

아가니, 주어진 천명을 즐길 뿐 무엇을 의심하고 망

설이랴.

채근담(1573-1619, 홍자성) - 세상을 건너는 기술은

무엇인가      

25. 중국 명나라 신종 때의 불우한 선비인 홍자성

(洪自誠)은 채근담(菜根潭)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동양문학사상 불후의 이름을 얻었다. 유교를 근저

로 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불교와 노장사상을

받아들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지혜를 자연물과 사례를 차용하여 이를 멋진 대구

(對句)로 만들어 독자를 깨우치고 있다. 마치 채소

뿌리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거기에 밴 흙냄새를 비

롯한 자연의 냄새를 깊이 음미하듯이 한 구절 한 구

절 읽다보면, 마치 지혜로운 스승이 곁에 앉아 조곤

조곤 사리를 따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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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된다. 

26. 채근담에 관한 수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그중에

서도 시인 조지훈이 젊어서 번역한 초판본(1960년

현암사 간)이 가장 뛰어나다. 뒤에 젊은 독자들을

위하여 구투를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대거 사용하

고 어미를 바꿨으나 종전의 번역을 오히려 훼손함

으로써 저자와 역자가 바라는 채근(菜根)을 씹는 듯

한 담백하고 은근한 언어의 맛을 대부분 잃어버렸

다. 책의 첫 장을 펼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첫 구

절에 그냥 반해버리고 만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

람들이 바로 이 첫 구절을 외면서 채근담의 참맛을

소개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만큼 뜻도 좋거니

와 번역이 유려하여 운율이 우리말의 가락과 조화

롭게 어울려 갖가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바람이 성긴 대숲에 오매 바람이 지나가면 대가 소

리를 지니지 않고, 기러기가 차운 못을 지나매 기러

기 가고 난 다음에 못이 그림자를 머무르지 않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에 나타

나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나니라.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이를 맞을 것이요, 하늘이 나의 몸을 수

고롭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함으로써 이

를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나에게 곤궁한 길을 준다면

나는 나의 도를 형통케 함으로써 그 길을 열 것이니

이와 같으면 하늘인들 또 나를 어찌하랴.   

내가 귀하여 사람들이 받듦은 높은 관과 큰 띠를 받

듦이요, 내가 천하여 사람이 업신여김은 베옷과 짚

신을 업신여김이라 그렇다면 본대 나를 받든 것이

아니니 내 어이 기쁨을 삼으리오. 본대 나를 업신여

김이 아니니 내 어이 성내리오.

열 마디 말에 아홉 마디가 맞아도 반드시 대단하다

칭찬하지 않으되 한 마디만이라도 어긋나면 곧 허

물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모여든다. 열 가지 계략에

아홉 가지가 성공하여도 그 공(功)을 돌리려 하지 않

으면서 한 계략만 이루지 못하면 비방하는 소리가

사면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군자가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졸렬할지언정 교묘함을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은혜는 마땅히 옅음으로부터 짙음으로 나아가라.

먼저 짙고 뒤에 옅으면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다. 위엄은 마땅히 엄격함으로부터 관대함에로 나

아가라. 먼저 너그럽고 뒤에 엄하면 사람이 그 혹독

함을 원망한다.

사람들은 이름 있고 지위 있음이 즐거운 줄만 알고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즐거움[無名無位之樂]이 가장

참 즐거움인 줄은 모른다. 사람들은 주리고 추운 것

이 근심인 줄만 알고 주리지 않고 춥지 않은 근심이

더욱 심한 줄을 모른다.

기녀라도 늘그막에 양인(良人)을 좇으면 한세상의

분 냄새가 거리낌이 없을 것이요, 정숙한 부인(婦人)

이라도 머리털 센 다음에 정조를 잃고 보면 반생(半

生)의 깨끗한 고절(苦節)이 아랑곳없으리라.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을 보려면 다만 그 후반을 보라 하였

으니 참으로 명언이로다.  

낮은 데 살아야 높은 곳 오르기가 위태한 줄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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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어두운 데 있은 후에야 밝은 곳 향함이 눈부

심을 알 것이며, 고요함을 지켜보아야 움직임을 좋

아함이 부질없음을 알 것이요, 말 없음을 닦아 보아

야 말 많음이 시끄러운 줄 알 것이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일분(一分)을 감하면 그만큼

일분을 초탈하게 된다. 만일 교유(交遊)를 감하면 근

심을 면하고, 언어를 감하면 과실이 적으며, 사려를

감하면 정신을 소모하지 않으며, 총명을 감하면 혼

돈이 가히 완전으로 바뀌리라. 그럼에도 날로 덜함

을 구하지 않고 저렇듯 날로 더함만을 찾음은 실로

차생을 속박하는 일인진저. 

은일(隱逸)의 청흥(淸興)은 유유자적에 있다. 그러므

로 술은 권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을 삼고 바둑은 다

투지 않음으로써 이김을 삼으며 젓대는 구멍 없음이

좋다 하고 거문고는 줄 없음을 높다 하며 모임은 기

약 없음으로써 참되고 손은 마중과 배웅 없음으로써

편하다 한다. 만약 한 번 번문욕례(繁文縟禮)에 사로

잡히면 문득 진세고해(塵世苦海)에 떨어지리라.  

만상이 적적한 가운데 문득 한 마리 새소리를 들으

면 허다한 유취(幽趣)가 일어난다. 모든 초목이 잎

떨어진 뒤에 문득 한 가지의 꽃이 빼어남을 보면 무

한의 생기가 움직인다. 가히 볼지어다, 마음은 항상

메마르지 않고 움직이는 정신은 매양 물에 부딪혀

나타나는 것을.

영욕을 놀라지 않는지라 한가히 뜰 앞에 꽃이 피고

짐을 보노라. 가고 머무름에 뜻이 없거니 부질없이

하늘 밖에 구름이 뭉치고 흩어짐을 보노라. 하늘 맑

고 달 밖은 데 어딘들 날지 못하오리. 오만 부나비

는 홀로 촛불에 몸을 던지나니. 맑은 샘 푸른 줄기

있거니 무엇인들 먹지 못하랴만 올빼미는 썩은 쥐

를 즐 기나니. 슬프다! 세상에 부나비와 올빼미는 썩

은 쥐를 즐기나니. 세상에 부나비와 올빼미 되지 않

는 이 몇 사람이뇨.

열하일기(1783, 박지원) - 절경을 앞에 두고 사람은

왜 통곡하는가     

27. 조선 중기의 문인인 연암 박지원이 44세 때인

1780년(정조 5년)에 삼종형 명원(明源)이 청나라 고

종 건륭제의 칠순 잔치 진하사로 북경에 가게 되자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수행하면서 곳곳에서 보고 들

은 것을 남긴 기록이다. 당시 사회 제도와 양반 사

회의 모순을 신랄히 비판하는 내용을 독창적이고

사실적인 문체로 담았기 때문에 위정자들에게 배척

을 당했다. 책의 구성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

는데, 1~7권은 여행 경로를 기록했고 8~26권은 보

고 들은 것들을 한 가지씩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도

강록(渡江錄), 일신수필(馹迅隨筆), 관내정사(關內

程史), 태학유관록(太學留館錄), 환연도중록(還燕道

中錄), 반선시말(班禪始末), 곡정필담(鵠汀筆談), 환

희기(幻戱記), 구외이문(口外異聞), 알성퇴술(謁聖

退述)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박지원은 열하일

기를 통하여 이용후생을 비롯한 북학파의 사상을

역설하고 동시에 구태의연한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

는 경색된 사고방식을 효과적으로 풍자하기 위해

사실과 허구의 혼입이라는 복합 구성을 도입했다.

곧 여정과 관련시켜 삽입해놓은 일화들은 보고 들

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창작한 것이

기도 하다(호질문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이러한

실험적 구성은 당시에 이미 연암체라고 일컬어진

정통을 벗어난 문장과 함께 기문(奇文)으로 지목받

게 하는 요인이 되어, 정조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세

력이 일으킨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표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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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박지원은 종래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는 고문

(古文)에 집착하여, 정체상태에 빠진 종래의 전통적

인 문장작법을 탈피하기 위하여 금문(今文)의 청신

한 기법을 가미하여 이른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주창하면서 조정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왕이 나서서 음험한 패륜의 문장을 제거한다는 일

념으로 새로운 시류에 물든 신진소장 선비들에게

자성문(自省文)을 써서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혹한

통제를 가하였다. 이 때 연암도 왕명을 거역하지 못

하고 이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문장을 결코

바꾸지는 않았다. 당시 이옥과 같은 선비는 자성문

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왕에게 반발하여 지방관으

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연암은 좋은 문장은 자연의

성색정경(聲色情景)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소리(리듬)가 있어야 하고, 색(그림)이 있어

야 하고 인간의 정서가 배어있어야 하며, 풍경(배

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저

술한 조선 최고의 문학작품인 열하일기를 통하여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보였다.   

29. 프랑스 한 지방 호텔 방에 든 남자가 무심코 덧

문을 연다. 문을 열자마자 여행자는 펼쳐진 시골 풍

경에 숨이 멎은 듯 넋을 잃는다.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그 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아니

라 지독한 무력함 때문이다.“눈앞에 모든 것이 주

어졌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다.”고 작

가 장 그르니에는 썼다.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간혹 들려온다. 나는 2005년 아내와 함께

간 중국 장가계의 장엄한 풍경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연암 박지원은 1200

리 요동벌판이 시작되는 입구에서“참 좋은 울음터

로다. 한바탕 울만 하구나”라고 썼다. 그 이유가 무

엇인지 도강록(渡江錄)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보

기로 한다.  

산모롱이에 가려서 백탑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급

히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가서 겨우 산모

롱이를 벗어나자 눈자위가 어른거린다. 갑자기 검

은 공 한 덩어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나는 오늘에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디 아무런 의탁할 곳이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것

임을 알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아, 참 좋은 울음 터로

다. 한바탕 울만 하구나.” 하였다. 정진사가, “이렇게

천지간의 큰 시야를 만났는데 갑자가 울고 싶다니,

웬 말씀이요.” 하고 묻는다. 나는 “그래그래, 아니 아

니야. 천고에 영웅이 잘 울었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

지. 마치 쇠와 돌로부터 나온 듯한 울음을 듣지 못

하였소. 사람들이 칠정(七情)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 알고, 칠정 모두가 울 수 있는 것임을 모르오. 기

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

면 울게 되는 것이오.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풀

어버리기엔 소리보다 더 빠른 것이 없으며, 울음이

란 천지간에 우레와도 같은 것이오. 지극한 정이 우

러나오는 곳에 이것이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면 울

음이 웃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생의 감정은 일

찍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고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 울음을 배치했으니 이로 인하여

상사(喪事)를 당했을 때는 억지로 ‘애고’ ‘어이’ 따위

의 소리를 부르짖네. 그러나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

오는 지극하고도 참된 소리란 눌러 참아서 천지 사

이에 서리고 엉기어 감히 나타내지 못하는 걸세. 그

러므로 저 가생(賈生)은 일찍이 그 울 곳을 얻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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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참다못해 갑자기 선실(宣室)을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으니, 이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한다. 

정진사는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의

당 당신과 함께 한 번 슬피 울어야 할 것이나, 우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찾는다면, 다만 어느 것에 해당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 나는 “저 갓난아이에

게 물어보시오. 그가 처음 날 때 느낀 것이 무슨 정

인가, 그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에는 앞에 가

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습

니다. 이러한 기쁨이 늙도록 변함이 없다면 슬퍼하

고 노여워할 리 없고 의당 웃고 즐거워하는 정만이

있어야 하련만, 도리어 분하고 한스런 마음이 가슴

에 가득 찬 듯이 자주 울부짖기만 합니다. 이는 곧

인생이란 성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끝내는 죽어야만 하고, 또 그 사이

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골고루 겪어야 하기에, 이 아

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스스로를 애도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갓난아기의

본정이란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무릇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좁은 곳에서 막히고 캄캄

하여 갑갑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환한 곳에 빠

져나와 손과 발을 폈을 때는 그 마음이 시원할 것이

니, 어찌 한 다만 참된 소리를 내어 마음껏 외쳐보

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갓난이이의 꾸밈없는 소리를

의당 본받아서, 저 비로봉 산마루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어볼만 하고, 장연의 바닷가 금

모래 밭을 거닐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도 합니다. 이

제 이 요동 벌판의 경우, 여기서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 거리에다 사방에는 도무지 한 점의 산도 없

이 하늘과 땅만이 맞닿아 마치 아교풀로 붙인 듯 실

로 꿰맨 듯 오가는 비구름만 창창할 뿐인 곳이고 보

니, 이 역시 한바탕 울만한 곳이 아니겠소.” 하였다.  

소로우의 일기(1817-1864, 헨리 D. 소로우) - 자연엔

아름다움이 지천이다

30. 역자(譯者) 윤규상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

서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사는데 충실했던 소로우

는 자신을 자연의 관찰자라고 말했다. 그에게 중요

한 것은 언제나 자연이었다. 동료들이 한 말이나 우

연히 만난 여행자가 혼자서 한 생각보다는 측량 일

을 하면서 들은 메아리 소리가 그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곤 했다. 귀뚜라미의 지저귐,

버드나무에 깃든 개똥지빠귀의 소리도, 낙엽이 깔

린 산길을 걷는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도 그는 놓치

지 않았다. (…) 글을 쓰는 일은 그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그래서 되도록 자주,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

자신의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특히 일

기는 생각을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었다고 그는

고백한다. 일기를 쓰면서 관찰력이 날카로워지고

사고가 깊어졌으며, 가장 좋았던 때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이전의 경험을 오랫동안 되새겨봄으로써

자신의 진보와 후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31.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자, 미국의 초절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에머슨과도 교유하면서 불과 44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간 소로우는 뉴잉글랜드 콩코드

일대의 숲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독서와 사색

및 산책을 하면서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인간

의 삶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였으며, 주변의 자연을

아름다운 필치로 꼼꼼히 묘사여 보석같이 빛나는

문장을 남겼다. 흔히 그의 대표작으로‘월든’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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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나는 오히려 그가 평생에 걸쳐 쓴 일기에 나

타나는 멋진 표현을 더욱 좋아한다. 그런 그가 인두

세 미납으로 잠간 투옥된 경험을 바탕으로 쓴‘시민

의 불복종’은 이후 비폭력 저항운동의 교범이 되었

고. 간디, 톨스토이, 마르틴 루터 킹, 존 러스킨 등

의 사상적 스승이 되었다. 그의 깊고도 빛나는 사유

가 아름답게 직조된 글을 찬찬히 읽으면서, 지금부

터 150여 년 전, 북미대륙의 한 숲속을 조용히 산책

하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의 글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그와 더불어 행복한 한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 지금 소개하는 이 글은 소로우가 쓴

글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그가 쓴 글에는 그야말로“아름다움이 지천이다.”   

포도주 한 방울이 술잔 전체를 물들이는 것처럼 한

방울의 진실이 우리 전 생애의 빛깔을 결정할 수

있다. 

대중은 가장 나은 자의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반대로 가장 못한 자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극히 사소한 행동도 한 번 하고나면 어린 참게처럼

인과의 바다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간다. 그리고 영

원의 바다에 이르러 한 방울의 물이 된다. 

그래도 초목은 냇가에서 조용히 자라고 물결치는

숲은 여전히 무심하기만 하다. 땅은 너무나도 교요

하고 단지의 물을 끓어 넘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바쁘다. 

어떤 소리는 평원에 울려 퍼지다가 먼지처럼 땅으

로 가라앉는다. 소음이나 잡음에 불과한 소리다. 땅

으로 가라앉지 않고 하늘로 솟아올라서 우리가 첨

탑이나 언덕 위에 올라가야 겨우 붙잡을 수 있는 소

리야말로 진정한 본래의 음악, 탄식 소리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상의 음악이다. 

인간의 영혼은 성가대에 놓인 침묵하는 하프라고

할 수 있다. 현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 창조에 어

울리는 음이 나온다. 우리의 맥박은 벽 속에서 우는

살짝수염벌레의 똑딱 소리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에 맞추어 박동한다. 괜찮다면 양자를 바꿔놓아도

좋다.  

기우는 햇빛이 반사되어 금물결을 일으키는 들판과

그 들판의 현삼이 나의 양식이다. 자연의 현재 모습

을 ‘젖먹이는 어머니’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돛이 맥박 치는 모습을 본다. 마치 내 피가 파

동 치는 것만 같다. 먼 대기의 온도 변화가 돛의 눈

금에 새겨진다. 돛은 부력을 지닌 자유의 생물체이

고 하늘과 땅의 장난감이다. 공기는 그 위에서 오락

을 즐긴다. 돛이 팽팽하게 부푸는 이유는 태양이 바

람의 손가락을 그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하루의 조수여, 파도가 해변에 모래와 조개를 남기

듯이 이 일기장 위에 퇴적물을 쌓아다오. 그래서 나

의 육지를 키워다오. 이 일기장은 영혼의 물살이 오

고간 달력. 이 해안의 종이 위에 파도가 조개와 해

초를 토해 내리라.  

호수는 그의 일기장이다. 지난 밤 사이에 내린 눈이

그 일기장을 깨끗한 석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

아침 나는 한 정신이 지나간 길과 그 정신이 맞닥뜨

린 지평선을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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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기는 추수가 끝난 들판의 이삭줍기다. 일기

를 쓰지 않았더라면 들에 남아서 썩고 말았을 것이

다. 일기는 우편요금 선불로 신들에게 매일 한 장 씩

써 보내는 나의 편지다. 나는 신들의 회계사무소의

회계원이다. 밤마다 일일장부에서 원부로 그날의

계산을 옮겨 적는다. 일기는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길가의 나뭇잎이기도 하다. 가지를 붙잡아 잎 위에

나의 기도를 적는다. 그러고 나서 가지를 놓아준다.

가지는 제자리로 돌아가 잎에 적힌 낙서를 하늘에

게 보여준다. 일기는 강변에서는 파피루스 같고, 초

원에서는 푸른 서판 같고, 언덕 위에서는 양피지 같

다. 가을날 길을 따라 떼 지어 손을 흔드는 잎새들

처럼 어디에서나 값없이 얻을 수 있다.   

조용한 저녁, 누군가 뿔피리를 부는 소리가 들린다.

이즈음에는 뿔피리 소리가 자연의 탄식처럼 들린

다. 땅이 말을 하고 있는 듯싶기도 하다. 말을 하다

가 고개를 들었을 때처럼 지평선이 아주 먼 곳으로

물러나 있다. 지금 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동쪽

으로 오라는 초청 메시지 같다. 소리의 돛배로 지구

를 항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동양의 정신을 부

르는 서양의 정신이거나 시대의 행렬에서 뒤처진

채 길을 지체하면 덜컥거리는 수레의 소리다. 그 소

리는 초야에 묻힌 은자의 밤을 밝히기 위해 불붙인

양초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 소리가 떨며 파동

칠 때 하늘은 부서져 시간으로 변한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이들이 시인이다. 그의 세계

에서는 사랑이 통치자이며 아름다움이 지천이다. 

다락에서 잠자고 있는 소년에게는 가을날 아침 지

붕에서 노니는 참새 떼들의 발걸음소리가 비듣는

소리처럼 들린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시가 될 수 있을까. 삶이

시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삶이 아니라 죽음이다. 

경험이란 발꿈치로 사물을 짓밟지 말라. 감명을 받

더라도 기록하지 말라. 시는 인상과 표현 사이에 존

재한다. 시가 자연히 싹틀 때까지 기다려라. 

공기는 섬유질로 이루어져 퍼덕이는 비둘기의 날갯

짓 찢겨나갈 것만 같다. 저 시냇물은 미래를 예언하

는 신비한 문장이다.  

글을 쓰는 작가는 자연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다. 작

가는 글 쓰는 옥수수, 풀, 대기다. 

내 뒤 사과나무 꼭대기 어디선가 쌀먹이새 우는 소

리를 듣는다. 음이 가득한 목에서부터 한 두음이 둥

그런 액체 거품으로 떨어진다. 마치 액체 멜로디의

단지 속에 있는 그의 하프를 건드리는 것만 같다. 그

가 음을 꺼내자 음이 떨리는 현에서 거품처럼 떨어

진다. 내가 지금 들었던 소리 중에서 가장 선율이 아

름다움 액상(液狀)의 소리인 것만 같다. 목마른 자

가 멀리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처음 들었

을 때처럼 신선하게 들려다오, 제발 너의 기예를 이

정도에서 그쳐다오. 제발 너의 곡조를 완성시키지

말아다오, 새야. 그러나 그는 음을 멀리 내보내 초원

에 온통 멜로디가 뛰어다닌다. 

니체 저작집(1844-1900, 프리드리히 니체) - 기성의

가치관을 전복하다

32. 종래의 가치체계와 정신질서에 일대 파란을 일

으킨 인물로, 동양에 장자가 있었다면 서양에 니체

가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나의 때는 아직 오

지 않았다. 어떤 이는 사후에 태어나는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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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 그는 자신의 글은 희석되어야 하고, 액화되

어야 하며 물을 타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렇지 않

으면 소화할 수 없다면서. 천재의 광기와 놀라운 시

인의 감성으로 쓴 그의 아포리즘은 중독성이 강하

고, 날카롭다. 

33. 13세부터 아포리즘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된 제임스 기어리(James Geary)

는 아포리즘의 5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첫째, 간결

해야 한다(아포리즘의 세계에서 시간은 황금이다),

둘째. 단정적이어야 한다(아포리즘은 순간적으로

말해야 한다.‘x=y’라는 정의의 형식을 띤다), 셋째,

개인적이어야 한다(그 사람의 개인적 DNA와 경험

이 녹아 있는 기발한 주장이다. 아포리즘은 생각의

분자가속기와 같다), 넷째, 비틀어야 한다(언어의

반전이 있어야 한다. 의표를 찌르거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펀치라인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철

학적이어야 한다(아포리즘은 보편 철학의 진정한

형태이며,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많은 생각을 담아

낸다. 철학의 자연발화이다)는 것 등이다. 내가 알

기로는 자신이 이해한 세상을 이상과 같은 법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아포리즘으로 표현한 사람

이 니체가 아닌가 한다. 그가,“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혀지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산에서 지름길

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다. 하지만 그러자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아포리즘은 봉우리다. 높게 우

뚝 솟은 봉우리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또한 아포

리즘의 본령(本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34. 몇 개의 단어로 된 짧은 문장을 프랑스인들은

‘아페르쉬(aperCu)’라 칭한다. 맹렬하게 순식간에

파고드는 통찰이란 뜻이다. 한편 그들은 몇 문장으

로 된 비교적 긴 단락의 아포리즘을‘팡세(pensée)’
라 부른다. 약간은 여유로운 생각의 흐름이라는 뜻

이다. 어느 경우든 간결하면서도 생기발랄한 표현

이 중요하다. 니체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이상의

두 가지 표현방식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구사한 철

학자이자 시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어떤 사

람은 니체의 글을 일러“철학의 언저리에서 울부짖

는 통렬한 절규”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따뜻하고 애절한 갈망이 서린 에피그램도 드물지

않다.“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단언한 그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

리면서도 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끝까지 시인과

철학자로서의 타고난 운명을 기꺼이 감당하였다.

그가 병중에서 힘들게 적어나간 촌철살인의 잠언

들은 이제 불멸의 문장으로 후세 사람들의 입술에,

가슴에 살아있다. 생전에 그렇게 불우했던 그의 말

대로 사후에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기록된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

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피가 곧 정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언어다. 비둘기

처럼 고요한 사상이 우리의 세계를 뒤흔든다.

자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자신을 숨

기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최초

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한 긍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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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라고 하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

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곧 알 수 있다. 일부러 타인

을 흉내 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

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제 남은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왜? 라는

의문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등과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핵심을 명백

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창적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미 사람들의 눈

앞에 있으나 사림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름조차 가지지 못한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가

지고, 나아가 그것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름이 주어지고 비로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인간은 깨닫게 된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탄생한다. 

자신을 카리스마를 가진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

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일종의 어둠을 몸에 두르면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밑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끝,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종의 신비와 깊이를 느끼기 때문이

다. 연못과 늪이 그 혼탁함으로 인해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늪의 깊이에 두려움을

느낀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

한 두려움이란 그 정도의 것이다.   

경쟁에서 종이 한 장 차이, 즉, 간발의 차이로 상대

를 이기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다. 이길 것

이라면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래야 패자 역시 약간의 차이로 졌다는 분한

마음이나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 한다.   

까딱 잘못하면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계곡의

좁은 비탈길이나 다리 같은 곳에는 반드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난간과 함

께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난간으로 인해 그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부모, 교사, 친구는 우리에

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안정감을 준다. 비록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얼마 받을 수 없을지라

도 의지하고 기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지

탱하는 큰 지지대가 되어준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다음과 같다. 읽기 전과 읽

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책. 우리들을 이

세상의 저편으로 데려다 주는 책.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주는 책. 새로운 지

혜와 용기를 선사하는 책.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을 안겨주는 책.

읽는 것을 기술로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거의 잊혀져버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되새김이다. 그래서 나의 저작들

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

요하다. 나는 독자가 소처럼 읽어야 한다고 믿는다.   

독창적이란 말은 사람들은 쉽게 입에 올리지만 그

것을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내가 위대한 선인이

나 동시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덕보고 있

는가를 말한다면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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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

다. 그리고 자신이 극복해 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밖에는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최대의 사건과 최고의 사상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런 사건이나 사상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정작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곁을 지

나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별의 세계에서 벌

어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가장 멀리 떨어진 별빛은

가장 뒤늦게 인간의 발치에 닿는다. 그 별빛이 우리

의 뇌리에 닿기까지 인식은 진실을 부정한다. 시선

너머에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설

명하였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새로운 의견을

방해받은 정신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

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뿐이다.

20대는 열정적이고 지루하며 언제 소나기가 내릴

지 알 수 없는 시기다. 20대는 늘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삶이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지

만, 그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연령이다. 따라서

20대는 여름이다. 반면에 30대는 인생의 봄이다. 어

떤 날은 공기가 너무 따사롭고 또 어떤 날은 지나치

게 춥다. 언제나 불안정하고 자극적이다. 끓어오르

는 수액이 잎을 무성하게 만들고 모든 꽃의 향기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다. 30대는 지저귀는 새소리만

으로도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처음으로 향수와

추억을 구별하는 시기다. 40대는 모든 것이 정지된

연령이다. 바람은 더 이상 그를 움직일 수 없다. 구

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의 수확을 돕는다. 40

대는 한마디로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자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생각해보도록 하자.

먼저 5등급의 여행자는 남에게 관찰당하는 여행자

들이다. 그들은 여행의 대상이며, 장님이다. 4등급

의 여행자들은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는 여행자들이

다. 3등급의 여행자들은 관찰한 결과를 체험하는 여

행자들이다. 2등급의 여행자들은 체험한 것을 습득

해서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여행자들이다. 1

등급의 여행자들은 관찰한 것을 체험하고 습득한

뒤 집으로 돌아와 일상에 반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대는 친구를 위해 맑은 공기와 고독과 빵과 약이

될 수 있는가.  

파도에 발을 담그는 순간 땅 위를 걷던 기억은 무용

지물이다. 인간은 자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파도

에 몸을 맡긴 이상 인간은 헤엄을 쳐야 살아남는다.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수가 약간 높은 안경

을 미리 써두는 것이 좋다. 만약 20년 후의 그를 사

랑할 자신이 있는 여성이라면 아마도 일생을 평온

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고통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빈곤에서 빚어지는 고통이다. 이 고통들은 예술과

철학으로부터 안정과 침묵, 잔잔한 파도소리를

원할 뿐 아니라 때로는 도취와 경련, 마비를 원하

기도 한다. 그들은 이것으로 자신의 삶에 복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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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도 약간은 쓰다.  

나는 명성을 바라지 않는다. 많은 재물도 바라지 않

는다. 이것들은 나의 비장에서 염증으로 작용할 뿐

이다. 하지만 알맞은 명성과 약간의 재물이 없다면

잠자리가 불편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

을 때 가난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산다는 것은 위험 속에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인간 사회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갖가

지 잔으로 물을 떠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 사

회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는 자는 더러운 물로

몸을 씻는 법을 익혀야 한다.  

뛰어난 글은 어떻게, 시대를 막론한 수많은 인물의

사고와 행위, 미묘한 감정을 그토록 세세히 담을 수

있을까? 하나의 서사(敍事)를 말하면서도 처지와 성

격이 상이한 별개의 인간들을 어쩌면 그리 생생히

표현할 수 있을까? 뛰어난 글은 작가 개인만의 정신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벗의 마음

과 영혼, 나아가 무수히 많은 타인의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통합의 정신

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숨 쉬고 있다.  

사랑만이 구원할 수 있다. 사랑만이 굽은 것을 펴고,

회복하고 조정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인간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는가. 업무나 인간관

계, 직위, 능력과 재능 등으로 짙게 화장한 듯 가려

져 있을 때는 그가 진정으로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없다. 그러한 모든 것에서 떠나 있을 때 비로소 사

람들의 눈에 그가 어떤 모습인지 드러난다.  

자신의 가치관과 주장을 똑바로 말하라. 신조를 혹

은 자신의 의지나 의욕을 명명백백히, 부끄러워하

지 말고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말하라. 겁쟁이, 비겁한 자, 무력한 자, 기회주의자,

남 흉내 밖에 못내는 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 제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자들은 그조차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지상과 천상을 통하여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

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이다.

나는 기분전환을 위하여 세 가지에 의지한다. 나의

쇼펜하우어, 슈만의 음악,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산

책. 정말이지 훌륭한 기분전환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동안 당신은 아직 당신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남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가장 작은 것, 가장 나지막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

마뱀의 바스락거림, 숨결 하나, 미풍 하나, 눈길 하

나 - 작은 것이 최상의 행복을 만들어 낸다. 

4분의 3이 가지고 있는 힘 - 하나의 작품을 완벽한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작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4분의 3만 표현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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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시하고 작가가 자신의 극한까지 내달려 작품

을 완성한다면, 그의 작품은 독자를 흥분시키고, 작

품을 관통하는 긴장이 독자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

다. 완성은 어느 정도 여유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가

로이 들판에 누워 풀을 뜯는 암소처럼 인간을 평화

롭게 만드는 예술은 없다.

산촌 여정(1935년, 이상) - 백 년 전의 산촌을 현대

도시인의 감성으로 그리다

35. 한 시대를 앞서 우리의 천재 문인 이상(李箱),

오감도(烏瞰圖)라는 제목으로, “13인의 아해가 도로

를 질주하오”로 시작되는 시를 연재하기 시작하

자,“웬 미친놈의 개수작이냐”는 비난과 욕설을 퍼부

으면서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것으로 발표가

끝이었던 불우한 시인 이상은, 알고 보면, 적어도

100년은 앞서간, 탁월한 문인이었음을 내가 좋아하

는 두 편의 수필,‘권태’ 와 ‘산촌여정’으로 안다. 지금

부터 80년 전에, 그 즈음 우리의 한글 문학이 채 자

리를 잡기도 전에 쓴 이 눈부신 감수성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서른이 되기도 전에 요절한 그는 가히 천

재(天才)를 넘어 귀재(鬼才)였음을 실감한다.       

36. 이 글은 폐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이상이, 건강

을 추스르기 위해 1935년 여름을 평안남도 성천(成

川)에서 보내며 쓴 글이다. 성천에서 한 달 가량 머

물면서 보고 들은 것을 묘사한 이 글은 전원의 자연

체험이 도시인의 세련된 감성으로 표현되어 있어

가히 그가 쓴 글 중 백미(白眉)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어떻게 그 시를 광인의 잠

꼬대로 폄하할 수 있겠는가. 다만 범인(凡人)들의

인식과 지력이 뛰어난 그에 미치지 못할 뿐이리라.

그가 서울에 있는 친구(정형이라고 지칭된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글에는, 시골의

자연 정경을 도시의 풍물에 비교·대조하면서 묘사

하는 등 도시인의 삶과 감각에 익숙한 그의 빛나는

감수성이 잘 드러나 있다. 투박하고 따분한, 시골

풍경을 전혀 낯선 이국 단어들을 동원하여 표현해

냄으로써 지금 읽어도 전혀 옛 문장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글

문학사의 태동기에 이상과 같은 인물이 있었음이

가히 놀랍고도 기이하다. 우리 문학을 위한 크나큰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산촌여정의 일부만을

옮겨 적는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

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

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사람

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도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밖

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

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

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감

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칠

야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

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라도 넉

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

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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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객주 집 방에는 석유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

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형! 그런 석유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

도록 호까-연초갑지(煙草匣紙)-붙이던 생각이 납

니다. 베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더니 그 연두

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

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음악을 가

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

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

히 들어봅니다.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심해처럼 가라

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냄새가 나면서 폐

부에 한란계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싸

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靑石)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나려쪼이면 한겨울

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

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

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조

로 광음(光陰)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소리가 이

방안을 방채 시계로 만들어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짝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

합니다. 코로 기계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리다가 어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죽어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벽 못에 걸

린 다 해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천리(西

道千里)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그려! 

등잔 심지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 빛 모를 심어갑니다. 불행한 인구가 그 위에 하

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한 인구가.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탈지면에다 알콜을 묻

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

다. 너무나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

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

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

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 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당

콩넝쿨과 어우러져서 세피아 빛을 배경으로 하는

일폭의 병풍입니다. 이 끝으로는 호박넝쿨 그 소박

하면서도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 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B.데

밀의 영화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사치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청둥호박이 열렸습니다. 호박 꼬자리에 무시루떡-

그 훅훅 끼치는 구수한 김에 좇아서 증조할아버지

의 시골뜨기 망령들은 정월초하룻날 한식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국가백년의 기반을 생각게 하

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과 침착한 색채는 럭

비공을 안고 뛰는 이 제너레이션(generation)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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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기다리는 것도 같습니다. 유

자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비어져 나온

답니다. 하나를 따서 실 끝에 매어서 방에다가 걸어

둡니다. 물방울져 떨어지는 풍염(豊艶)한 미각 밑에

서 연필같이 수척하여가는 이 몸에 조곰씩 조곰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모러스한 용적에 향기가 없습니다. 다만 세

수 비누에 한 겹 씩 한 겹 씩 해소되는 내 도회의 육

향(肉香)이 방 안에 배회할 뿐입니다.

교회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역을

수만리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의 농민들까지도 사랑

하는 신 앞으로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찬송

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포프라 나무 밑에 염소

한 마리를 매어 놓았습니다. 구식으로 수염이 났습

니다. 나는 그 앞에 가서 그 총명한 동공을 들여다봅

니다. 세루로이드로 만든 정교한 구슬을 오브라드

(oblato) 싼 것 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

습니다. 도색 자위가 움직이면서 내 삼정(三停) 오악

이 고르지 못한 빈상(貧相)을 업신여기는 중입니다.

옥수수 밭은 일대 관병식(觀兵式)입니다. 바람이 불

면 갑주(甲胄) 부딪치는 소리가 우수수 납니다. 카

마인(carmine) 꼭구마가 뒤로 휘면서 너울거립니다.

팔봉산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엄한 예포소리

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곁에서 소조(小鳥)

의 간을 떨어뜨린 공기총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옥

수수 밭에서 백, 황, 흑, 회, 또 백, 가지각색의 개가

퍽 여러 마리 열을 지어서 걸어 나옵니다. 센슈알한

계절의 흥분이 이 코사크(cossack) 관병식을 한층

더 화려하게 합니다.

조밭 한복판에 높은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 따는 새

악시가 전공부처럼 높이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순

백의 가장 탐스러운 과실이 열렸습니다. 둘이서는

나무에 오르고 하나가 나무 밑에서 다랑이를 채우

고 있습니다. 한두 잎만 따도 다랑이가 철철 넘는 민

요의 무대면(舞臺面)입니다.

조 이삭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코르크처럼 가벼운

이삭이 근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비야 좀

오려무나, 해면처럼 물을 빨아들이고 싶어 죽겠습

니다. 그러나 하늘은 금한 듯이 구름이 없고 푸르고

맑고 또 부숭부숭하니 깊지 못한 뿌리의 SOS의 암

반 아래를 흐르는 지하수에 다다르겠습니다. 

두 소년이 고무신을 벗어들고 시냇물에 발을 잠가

고기를 잡습니다. 지상의 원한이 스며 흐르는 정맥 -

그 불길하고 독한 물에 어떤 어족이 살고 있는지 -

시내는 대지의 신열을 뚫고 벌판 기울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의 풍설(風說)입니다.

가을이 올 터인데 와도 좋으냐고 소곤소곤하지 않

습니까. 조 이삭이 초례청 신부가 절할 때 나는 소

리같이 부수수 구깁니다. 노회한 바람이 조 잎새에

난숙(欄熟)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의 마음

은 푸르고 초조하고 어립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초열흘 가까운 달이 초저녁이 조

금 지나면 나옵니다. 마당에 멍석을 펴고 전설 같은

시민이 모여듭니다. 축음기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

리는 북극 펭귄 새들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짧

고도 기다란 인생을 적어 내려갈 편전지(便箋紙)-

스크린이 박모(薄暮) 속에서 바이오그래피(biogra-

phy)의 예비표정입니다. 내가 있는 건너편 객주 집

에 든 도회풍 여인도 왔나봅니다. 사투리의 합창이

마당 안에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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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왔습니다. 벌래가 무도회의

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와짝 요란스럽습니다. 알

지 못하는 노방(路傍)의 인(人)을 사색하는 도회인

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신간잡지의 표지와 같이 신

선한 여인들 - 넥타이 동갑인 신사들 그리고 창백

한 여러 동무들-나를 기다리지 않는 고향- 도회에

내 나체의 말씀을 번안하여 보내주고 싶습니다. 잠

- 성경을 채자(採字)하다가 엎질러 버린 인쇄 직공

이 아무렇게나 주워 담은 지리멸렬한 활자의 꿈 나

도 갈가리 찢어진 사도가 되어서 세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굶는 가족을 모른다고 그립니다.　

근심이 나를 제한 세상보다 큽니다. 내가 갑문(閘門)

을 열면 폐허가 된 이 육신으로 근심의 조수가 스며

들어 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메소이스트 병마개

를 아직 뽑지는 않습니다. 근심은 나를 싸고돌며 그

리는 동안에 이 육신은 풍마우세(風磨雨洗)로 저절

로 다 말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밤의 슬픈 공기

를 원고지 위에 깔고 창백한 동무에게 편지를 씁니

다. 그 속에는 자신의 부고도 동봉하여 있습니다.

영국기행(1940년, 카잔차키스) - 영혼의 자유를 구

가한 작가, 영국을 말하다 

37. 그리스 태생의 이 위대한 작가를 내 입으로 상

찬하기보다는 다른 작가들의 입을 빌려 묘사해보

자.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비극이다.

이름이 카잔초프스키이고 러시아로 작품을 썼다면

그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콜린 윌슨), 카잔차키스처럼 나에

게 감동을 준 이는 없다. 그의 작품은 깊고, 지니는

가치는 이중적이다. 이 세상에서 그는 많은 것을 경

험하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다

(알버트 슈바이처), 카잔키스야말로 나보다 백번은

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했다. 그의 죽음으로 우

리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를 잃었다. (알베르 카뮈).

부드럽고 정교하면서도 강하고 극적인 힘을 보여

주는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작가다(토마스 만). 무지개처럼 영롱하게빛을 발하

는 상상력, 번뜩이는 역설과 시, 고뇌와 즐거움에

완전히 매료된다(타임). 끓어오르는 활력과 열정적

인 경험에서 우리나오는 통찰력, 이보다 더 나을 수

는 없다(새터데이 리뷰). 

38. 그는‘영혼의 자서전’과‘그리스인 조르바’로 더

알려져 있지만, 탁월한 기행문 작가로서도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가 쓴 기행문으로는 영국

기행, 스페인 기행, 모레아 기행, 러시아 기행, 지중

해 기행, 천상의 두 나라(중국과 일본) 등 다수의 여

행기를 책을 출판하였다. 그의 여행기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관찰력이 비범하고, 사물과 인간의 행

동, 관습과 역사에 대한 표현이 또 얼마나 다채롭고

애정이 넘치는 것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 영국을  방문한 그는 현지

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고 깊은 시선으로 마치 세밀

화를 그려내듯이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옅은 녹음, 완만한 기복 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대지,

봄날 같은 즐거움, 한여름에 스며들어 있는 습기 차

고 서늘한 기운, 소리 없이 쉬지 않고 내리는 가랑

비, 한 자락의 겨풀 냄새, 황갈색에 흰 얼룩의 토실

토실한 젖소 무리들이 게으르게 고개를 쳐들고 새

김질을 한다. 녀석들의 콧구멍에서 새어 나오는 푸

르스럼한 김이 두둥실 평화롭게 허공을 올라가 포

근한 여름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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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래 흙이 얼마나 탄력 있고 지력이 왕성한지, 들

고 가던 막대기를 꽂아놓으면 마리아의 신랑, 요셉

의 지팡이에서처럼 싹을 틔울 것 같다. 대지가 이처

럼 두 손 모은 듯 평온하게 펼쳐지고 그 위로 비가

떨어져 촉촉하게 젖을 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항

상 찾아오는 이미지가 있다. 아니, 이미지가 아니라

성화(聖畵)다. 「동정녀의 잠자는 듯한 승천」. 자신의

본분을 다했으므로 (자기 자신보다 훨씬 성스러운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녀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두

손 모으고 편안하게 누워 있다. 이어 약간 짙은 공기

같은 푸른 날개의 천사들이 위에서 내려와 마치 안

개처럼 그녀의 영혼을 보듬어 하늘로 데리고 간다. 

나는 비 젖은 시골집의 나무 대문을 열고 나가 길

건너편 언덕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젖소들, 곱슬

곱슬한 털로 뒤덮인 오동통한 양들, 마치 녹음 위에

붉은 물감으로 붓질해 놓은 듯한 자그만 가옥들, 강

철처럼 반들거리는 타르 포장도로, 이루 말할 수 없

이 고즈넉하고 즐겁고 고요하다. 우리네 땅의 은밀

하고 위험한 정적과는 뭔가 다른 정적이다. 이 땅은

귀뚜라미들이 사람의 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요

란하게 울며 맴도는 찬란한 햇살의 땅, 잡을 수 없

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온 신경이 흔들

리는 땅이다. 이곳의 정적은 정직하고, 기교 없고,

메아리가 없고, 불편함이 없다. 그 정적은 마치 진한

꿀처럼 사람의 이맛살을 부드럽게 펴준다. 이것이

영국인가? 이것이 영국이란 말인가? 나는 가볍게

놀라면서 중얼거렸다.  

영국의 해안을 보는 순간 나의 두 눈은 환하게 빛났

다. 바다는 회색의 차가운 상념들을 품은 채, 야박하

고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바다는 단순

히 섬을 에워싸고 있는 유동적 자연 성분이 아니었

다. 그것은 영원히 갈기를 펄럭이며 영국을 수호하

고 보존하는, 길들지 않고 잠들지 않는 암사자다.

넘실대는 파도 저 너머로 흰 색과 녹색의 굽이치는

해안선이 수평선을 따라 절묘한 스케치를 이루고

있다 - 영국이다. 여름날의 말간 구름 뒤에서 해가

나오더니 저 땅의 아련한 젖가슴과 해안의 하얀 바

위들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애무한다. 이 음산한 바

다는 이방인을 싫어하지만 저 위의 육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유혹하는 것 같다. 

지난 수세기 동안 영국 전원의 이런 고혹적인 미소

가 탐욕스러운 정복자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밀려

오게 만들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마주치는 아

늑한 품, 매혹적인 젖가슴, 멕시코 만에서 밀려오는

따뜻한 해류의 포옹. 

나는 공기와 물로 이루어진 저 아름다운 베일 뒤에

서 반짝이며 미소 짓고 있는 영국의 희고 푸른 해안

선에 탄복하며 뱃머리에 기대서 있었다. 그렇게 바

라보면서, 지난날 조바심에 못 이겨 이슬처럼 상큼

한 영국의 육체를 밟고 지나간 저 모든 정복자들이

맛보았을 기쁨과 공포를 되살려 보려고 애썼다. 거

대한 정복의 파도 여섯 개가 거친 윤곽을 드러내며

하나씩 내 머릿속의 어두운 방을 스쳐갔다.   

친구가 얘기하는 동안 나는 길 건너편, 마지막 일광

속에 분홍빛으로 변한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바라보

고 있었다. 성당은 무수한 꽃잎을 가진 한 송이 거

대한 장미가 진흙탕에서 솟아오른 듯. 더한층 영묘

하게 반짝거렸다. 13세기 이후 영국의 모든 건축 양

식은 이 건물 속에 차례차례 화해를 이루었다. 지조

있고 전통에 복종하는 유기적 연속성, 안정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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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결정체가 흐르는 시간의 돌 속에 담겨 있다. 

런던의 안개는 한바탕 짙은 꿈과도 같아서, 그 속에

들어가 바람과 비와 서리로 <운명>을 개조하기에 딱

좋다. 눅눅하고 노르스럼한 안개는 제멋대로 돌아

다니면서 담을 핥고, 사람들과 나무들을 감싸고, 그

들의 폐로 침투한다. 안개는 서서히 솟아오르며 넬

슨 동상을 지워버린다. 그것은 다시 서서히 내려앉

으며 사소한 것들을 덮어버리고, 거친 윤곽을 부드

럽게 하고, 넝마조각들을 미화시키고, 온갖 추악한

형상에 신비로운 저승의 분위기를 부여한다. 

천천히 움직이는 회색의 바다, 그 속에 무수한 가옥

들이 잠겨있고, 붉은 거리들이 거대한 금붕어처럼

꿈틀대고, 전등들이 빛을 발하고, 사람들의 무리가

멸치 떼처럼 움직인다. 안개의 런던에는 침몰한 도

시의 고결함과 귀족적 분위기가 배어 있다. 런던은

통째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런던탑과, 높

다란 기둥 위의 넬슨 동상과, 정교하게 조각된 웨스

트민스터의 돌벽 만이 마치 부동(不動)의 유령들처

럼 안개의 바다를 뚫고 비쭉 솟아올라 있다. 

이따금 환한 대머리를 연상시키는 태양이 떠올라

햇빛이 서리와 나뭇잎을 통과하여 사람들의 코에까

지 도착한다. 이 도시의 태양은 종종 안개나 비에 뒤

섞인다. 아예 햇빛만 나거나 아예 안개만 흐르는 그

런 명확한 구분은 없다. 빛은 끊임없이 어둠과 더불

어 장난친다. 런던은 흐느끼는 동시에 미소 짓는다.

아아, 런던의 미소, 그것은 신중하게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슬픔과 조롱이 반반씩 배어나는, 굵은 눈물

들 사이로 장난스럽게 번득이는 미소이다. 눈물은

터져 나오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자존심과 예의에 억

제되어 갑자기 미소로 변한다. 그러다가 그 미소는

다시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 런

던에서 난생 처음으로 문득 깨닫게 된다. 영국인의

은은한 유머는 이런 날씨, 기후, 자존심의 무의적적

작용이라는 것을.  

나는 영국의 해안을 따라 걸으며 한 가지 괴로운 문

제를 생각했다. 위대한 민족에게는 모두 저 나름의

파랑새가 있다. 민족의 모든 충동을 뭉뚱그려 담아

낼 수 있는 지고의 신비한 이상 말이다. 고대 그리

스인에게 그것은 미(美)였고, 로마인에게는 국가, 유

대인에게는 신성(神聖), 힌두인에게는 열반, 기독교

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다. 그렇다면 대영

제국이 유구한 세월 동안 추구해 온 파랑새는 무엇

인가? 인내를 가지고 끈덕지게 연구해 본 우리는

이제 영국의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파랑새를 어렴

풋이 볼 수 있다. 피가 묻었지만 불사의 존재인 그

사랑스러운 파랑새는 무엇일까? 그 새는 처음 이

행성에 왔을 때는 그리스에 둥지를 틀었으나 이제

영국에서 활짝 날게 된 새, 자유라는 파랑새다. 

중국문화기행(2000년, 위치우위) - 사라진 제국에

대한 서정적 탄식

39. 위치우위(余秋雨)는 현대 중국의 예술평론가이

자 문화사학자이다. 1946년 중국 저장성에 태어나

상하이희극학원을 졸업하였다. 대학입학과 함께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병을 얻어 학업을 중단하고,

저장성 벽촌에 칩거하여 동서양 고전을 섭렵하면

서 사상적 깊이를 다졌다. 사론(史論) 뿐만 아니라

예술이론에도 조예가 깊은 그는 역사와 문화를 주

제로 하는 수필과 기행문을 발표하면서 대중적으

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간 중국문화답사기,

천년의 정원, 유럽문화기행 1, 2, 세계문명기행 등

을 속속 발표하였고, 특히 중국문화기행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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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이상의 판매부수를 기록하면서 중국 젊은이들

과 지식인 사이에 위치우위 붐을 일으켰다.

40. 그의 사관은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비교적 중

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문화와 역사의 공과

를 엄격하게 재단하고 있으며, 그의 글은 현대 중국

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면서도 사유의 깊이를 두루

갖춘 ‘인문적 산수’의 한 전형을 정립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지성과 감성을 아울러 갖춘 그의 문장은

때로는 유려하고 호쾌하며, 때로는 웅혼하고 장중

하다. 제국이 사라진 폐허를 거닐며 한때 은성(殷

盛)했던 옛날을 회고하는 장면에서는 독자를 비장

미로 감싸면서 왕조와 인간사의 무상성에 대하여

만감이 교차하게 한다. 잠깐 그의 글맛을 보게 될

부분은 중국문화기행의 결론부분에 이르러, 여산

(廬山)을 적시는 밤비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명멸해간 전쟁터의 하고많은 영웅

들과 장군들, 병사들, 그리고 평민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한 나그네의 처지에 공감하게 한다.    

비 오는 밤 창가에 기대어 - 책을 뒤적이다 ‘밤비’라

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 항목에 수록된 시가(詩

歌)들은 한 번 읽어볼 만하다. 어두운 밤, 모든 색들

이 슬그머니 물러나면 알록달록한 온갖 색채를 나타

내는 어휘들도 문득 효능을 상실하고 만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면 공간이 더욱 줄어들어 그 어떤 거창

한 행동이나 호방한 정감도 펼쳐질 수가 없다. 자연

시구(詩句)는 소박해지고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밖

에 없다. 결국 자신의 감정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당대 시인 이상은의 <야우기북(夜雨寄北)>은 이러

한 시가 가운데 가장 빼어난 본보기가 되는 시라 할

수 있다. 창밖 어둠 속으로 세차게 또는 부슬부슬 내

리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은 하나 가득 시로 채워

진다. 그 아름다움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막상 특별

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밖의 길

들은 질퍽하여 걷기조차 힘들고, 정원의 꽃들은 무

자비하게 떨어져버리며, 밤 여행길에 오른 나그네

들은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버린다 그러나 바로 이

런 가운데 평소의 시끌벅적한 세상사가 일시에 사

라지고, 하늘과 인간 세상이 빗소리에 하나 되어 고

요함과 더불어 빗소리에 가로막힌 적막감만이 남는

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비의 휘

장 속에 조용히 앉는다. 이제 바깥세상의 모든 것들

은 상상속의 세계가 된다. 밤비 속의 상상은 언제나

사람들을 몰입시키며, 특별히 아득하고 요원한 세

상으로 이끈다. 

밤비는 천천히 사람들의 활력을 빼앗는다. 그래서

밤비 속의 상상은 유난히도 민감하고 두렵기조차

하다. 이런 두려움은 다시 어떤 안정감과 뒤섞여 조

그마한 세상의 온정에 대한 자신만의 즐김과 기대

를 응집시킨다. 비 내리는 밤, 가족과 난로 곁에 모

여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다툼이 있을 리 없다. 비 내

리는 밤, 온통 정신을 집중하여 책을 읽노라면 오히

려 심신이 편안하기 이를 데 없다. 비 내리는 밤, 친

구를 생각하면 그 즉시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든

다. 비 내리는 잠, 등불을 켜고 글을 짓다 보면 그 글

씨 역시 촉촉하고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변한다. 

비 내리는 밤의 상상 가운데 으뜸은 창가에 기대어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일이다. 어두운 불빛이 빽빽한

비의 발자국을 비추고, 유리창은 차디차 당신이 불

어내는 입김에 뿌옇게 변해버린다. 볼 수 있는 것은

적지만 오히려 훨씬 멀리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

바람이 거세지 않아 가만가만 내리던 비가 갑자기

주룩주룩 쏟아지면 빗물은 냇가의 더욱 조밀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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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되고 길 위의 질퍽한 진흙탕이 된다. 그 순간

세상에는 자유로이 쏟아 붓는 빗소리, 바람소리를

제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스한 손가

락으로 뿌연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고 창문 밖 영롱

한 수많은 빗방울을 바라본다. 희뿌연 안개가 유리

창에 가득 메워진다. 다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

고 또 그리고, 그러다 당신 마음속의 이름을 써본다. 

여행자의 큰 적 - 밤에 내리는 비는 여행자의 가장

큰 적이다. 이는 단순히 비 오는 밤길이 힘들거나,

혹 장화나 우산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다. 비는 여행

자에게 집 생각이 나게 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은 깊어만 간다. 밤에 내리는 비는 여행자가

편안함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갑자기 자신이 너무

외지고 궁벽한 곳에 처해, 고달픈 처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가련한 자신을 돌아보면 문득 만리 사

방으로 치달리던 호탕한 기백도 꼼짝없이 얽매이게

된다. 급류나 험난한 여울, 높은 산 험준한 고대가

아니라 그저 밤비로 인해 여행객은 떠나온 길을 후

회하며 때로 중도에 포기하고 밤길을 되돌린다. 법

현, 현장, 정화, 감진, 서하객. 그들은 밤비를 맞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그들이 지닌 의지 가

운데 가장 강한 것은 밤비의 포위를 뚫고 자신이 가

고자 한 길을 나아간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든다. 

나처럼 아무 데도 쓸모없는 이는 행여 밤비라도 내

리면 그저 여관에라도 숨어들어 지도를 꺼내 세세

히 살피기에 바쁘다. 시선은 이미 지나온 천 리를 오

가며, 바보처럼 밤비 속에 갇혀 있을 무수한 강과 높

은 산들을 생각해 본다. 이런 밤이면 나는 잠을 잃

고 만다. 이처럼 아무 소용없는 나태함을 몰아내기

위해, 나는 밤 속에 낯선 나그네를 불러 오랫동안 이

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진정 마음이 가는 것은 이런

대화가 아니라 맑아오는 청량한 새벽이다. 비 온 뒤

의 아침, 세상에 온통 흥분제가 뿌려진 듯 사람들은

어젯밤의 일을 거의 망각해 버린다. 그러나 완전히

모든 것을 잊을 수는 없다. 한 그림자가 남아 있다.

서늘하게 어렴풋이 서러움이 더해진다. 

비틀거리는 인생 그리고 역사 - 밤비의 매력은 인

생이라는 여행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밤비가 갑

자기 솟구치는 야심을 삭혀준 적이 있으며, 들썩거

리는 마음을 달래준 적이 있고, 또한 일촉즉발의 싸

움을 저지해준 적이나 흉악한 음모를 사라지게 해

준 적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물론 밤비로 인해

웅장한 큰 뜻이나 용감한 전진 또는 강한 열정이 사

그라진 적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밤비가 내리는 날, 혹시

중국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을 지도 모른다. 장군은

찌푸린 눈썹을 펴고, 모사꾼들은 후회를 하며, 군왕

은 화를 삭이고, 영웅호걸도 냉정을 되찾으며, 협객

은 발걸음을 멈추고, 전장의 북소리가 멈추며, 준마

가 말구유로 돌아오고, 날카로운 칼이 다시 칼집으

로 들어가며, 상소도 끊기고, 식량이 회수되며, 배의

닻이 내려지고, 술기운도 사라지며, 광란이 해소되

고, 호흡이 편안해져 마음이 평온해진다. 밤비는 이

렇게 모든 것을 바꾼다. 전기를 쓰는 문인들이 조사

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 내리는 밤에 얼

마나 많은 걸출한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바

꾸었는지 이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인생의 수많

은 전환점은 종종 우연에서 시작된다. 여러 가지 선

택은 때로 유약한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이러

한 마음은 돌발적인 상황에 따라 꾸며진 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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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군사 전문가도 한 차례

의 비로 인해 승리를 패배로 돌릴 수 있으며, 그의

인생 계획도 이로 인해 바뀔 수 있다. 

무수한 우연 속에는 필연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바

꾸어 말하면, 당당한 필연 속에 우연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긴 여정은 하나의 우연한 상황

으로 이어지며 예정된 방향도 때로 우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밤이거나 비가 오거나 간에 언

제나 묵묵히 역사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이다. 만약 인생과 역사 속에서 자질구레한 구조들

을 빼버린다면 그것들 역시 현실 세계에 속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리하여 삶에서 매 순간 맞이하는 모든

것들은 아득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의 눈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다. 밤 속

에 인생과 역사 모두가 비틀거리고 있다. 

여산(廬山)의 밤비 - 점차 밤비에 대한 나의 시정에

도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여산

을 여행할 때, 황량한 골짜기 풀길 옆으로 무너진 집

터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 집터에 남아 있는 자

재들로 볼 때 절대 산지 주민들의 집은 아니었으니,

아마도 어떤 이의 고상한 별장이 있었던 곳처럼 보

였다. 어떤 부유하고 풍아한 선비가 갑자기 시흥이

일어나 무리를 벗어나 그곳에 홀로 기거하며 자연

을 누리고자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그리 오랫동안 머문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황량한 산 속에서 밤비가 내릴 때, 그 두려운 분위

기를 끝내 이겨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시정이 넘쳐흐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작년에 우연히 미국인 교수와 밤비를 주제로 이야

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연 속의 시정에 깊이

매료되어, 도시 인근에 있는 산 정상에 흰 나무로 된

집을 지어 때로 밤비가 내릴 때면 그곳으로 간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흰 나무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

가라고 초대했는데 나는 아직 그곳에 가보지 못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느끼고 있는 것과 내

가 예전부터 느꼈던 밤비의 서정이 완연히 다르다

는 사실이다. 그에게는 낭패한 고된 여행이나 황량

하고 적막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긴장

된 생활 속에서 어렵게 얻은 여유로 시를 읽고 자연

을 보듬어보는 것밖에 없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산

뜻하고 홀가분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감동과 깊은 시적 정감

은 험난함과 운명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 든다. 현대적인 교통수단과 건축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밤비는 더 이상 괴로움을 주지 않으며, 당

연히 그 속에 담긴 시정 또한 엷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까지도 중국 전통 산수화에 기차나 자동

차, 심지어는 고압선 등이 더불어 그려지는 것에 익

숙하지 않다. 물론 이런 문명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때로 쓰촨 성에 갈 일이 있을 때 비행기

표를 사지 못하게 되면 대단한 유감이 아닐 수 없

다. 그러나 내 집에는 여전히 험하고 기이한 산길,

걸어 다니기 힘든 산길을 묘사한 <촉산행려도(蜀山

行旅圖)>가 걸려있다. 

불빛 휘황한 현대 도시에서 차를 몰다가 밤비를 만

났다고 해서 금세 어떤 시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

각은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언젠가 외

국의 한 해변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난 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차가 거대

한 폭포의 중심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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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를 운전하던 여자는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해 비

와 밤의 장막에서 길거리를 한참동안 헤맸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알 수 없는 시정을 느낀 것 같기도

한데, 만약 그랬다면 아마도 자연이 내려준 고난 때

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류가 자연과 더

불어 보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자연은 때로 우리

를 집어삼킬 듯한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진이

나 해일, 산사태와 같은 상황이 그 예다. 이러한 상

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 자

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어느 정도 대체되는 상황이

어야 비로소 아름다움을 생각할 있을 것이다. 때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자연을 이기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전등, 아스팔트 길 역시 인

간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유쾌하고 후련한 아름다움을 준다.

때로 인간과 자연의 힘겨루기가 몹시 힘이 들고 거

의 필적할 경우, 준엄하고 장엄하여 심금을 울리는

비극적인 아름다움, 즉 비극미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인류의 준엄한 생존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인류의 마지막 생명력을 시

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일 수 있다. 인류

의 생활방식은 나날이 새롭게 변화한다. 그러나 이

러한 궁극적인 체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아마

도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역사상 진정으로 예술

을 이해하는 이들이 이러한 미학 형태에 매혹되고,

그리스의 비극이나 여러 가지 원시 예술 등이 모두

인류의 변함없는 심미적 초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고 원숙한 심미적

구조는 자연에 대한 인류의 승리나 자연을 압도하

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편리

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생명의 시

련과 대응할 수는 없다. 

피아노 이야기(2004년, 러셀 셔먼) - 피아노를 위한

화려하고 감미로운 헌사

41.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1930

년생인 러셀 셔먼의 예술 철학이 농축된 책이다. 이

책은 이미 피아니스트를 비롯하여 피아노를 아끼

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고전이 되었다. 그는

시인의 감성과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피아노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어 현대 예술과 문명

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고찰을 시도한다. 피아니

스트의 손가락의 역할과 기능, 선율과 멜로디의 구

성 방식 등 연주 기교에 대한 단상에서 곡의 해석과

개념에 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진다. 뉴욕 태생으로 여섯 살 때 피아노를 시

작한 그는 부조니와 쇤베르크의 제자였던 에드워

드 스토이어만을 사사했고 콜롬비아대학에서는 인

류학을 전공하고 19세에 졸업하였다. 하버드대학

교 객원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명문 음대인 뉴잉

글랜드 음악원에서 오랜 세월 후학을 양성하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길러내 바 있다. 특히 백

혜선을 위시하여 뛰어난 한국인 피아니스트를 여

러 명 배출하였다. 

42. 재담에 능한 앰브로즈 비어스는, 피아노는 “관

객과 건반의 영혼을 동시에 누름으로써 소리를 만

들어 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러셀 셔먼은 자신

이 오랜 기간 동안 가까이 하면서 함께 호흡하여 온

피아노에 백화난만한 꽃다발을 선사하였다. 노벨

상 수상시인 셰이머스 히니가 감동할 정도였으니

그가 쓴 글이 얼마나 깊고 넓으며 향기롭고 감미로

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저한 인문학적 사유

가 그 바탕에 씨와 날로 직조되어 있어 한 번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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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불가불 그 매혹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의 말에 의하면 피아노는 우주의 모든 것이다. 그는

피아노의 이름으로 사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

만상을 이야기한다. 그 모든 것들이 피아노를 위하

여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피아노를 아는 것은 우주를 아는 것이다. 피아노를

마스터하려면 우주를 마스터해야 한다. 피아노 소

리의 스펙트럼은 모든 음악적 및 비음악적 소리를

걸러내는 프리즘 구실을 한다. 휘파람 소리, 송아지

울음소리, 쓰다듬는 소리, 올빼미 울음소리, 달콤하

고 씁쓸하게 뜯는 소리 등 다른 악기들이 내는 온갖

소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양이 낑낑거리는 소리,

노새 울음소리, 샴페인 코르크 마개가 펑 터지는 소

리, 짝사랑의 한숨 소리 등 모든 소리가 가장 단순하

면서도 변화무쌍한 이 카멜레온의 손안에 있다.  

손가락 끝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전에는 다공성 상

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매끄러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피아노 건반은 생명이 없는 고체다. 이 무

심하고 냉담한 건반에 손가락 끝의 호흡과 기도와

생명력이 어떻게든 전달되어야 한다. 불쌍한 피아

니스트는 먼저 내키지 않는 마음을 극복한 다음, 매

끄러운 건반을 더듬으며 신경이 없는(그렇지만 그

변덕과 심술에 있어서는 신경질적인) 이 검은 상자

를 호려야 한다. 시스틴 성당에 그려져 있듯이, 이럴

때 비로소 생명의 숨결이 전달된다. 피아니스트는

고요한 내재적 존재가 되고 피아노는 성령과 은총

의 화신이 된다.

손가락 끝과 건반 사이의 서약은 몸의 각 감각기관

과 충격 흡수 장치에 옮겨져서 섞이고 걸러져 고루

전달되어야 한다. 손가락 끝과 건반 사이에 이루어

지는 양도의 순간은 충격과 방출의 순간이며, 이것

은 몸의 각 부분의 중재를 필요로 한다. 몸은 충격

을 흡수하고 소리의 메시지를 소화한다. 증거를 검

토한 다음 소리에 대한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 몸은

일선에 정렬해 있는 군대, 즉 손가락들의 공명판이

요, 교환기요, 종합 편의시설이요, 발전기다. 이 군

대는 잘 통제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성

과 음악을 위해 봉사한다.  

피아니스트는 두 개의 십자가를 진다. 첫 번째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명성을 동경하고, 클래식 음악

을 우아한 장식품으로 여기며, 뛰어난 재능을 가지

고 값비싼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

를 부여하는 문화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저명

한 대학교에 피아노 교수 자리가 나면 저명한 피아

니스트 이백 명이 우르르 몰려든다. 두 번째 십자가

역시 매우 짐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

키의 혼을 이어받은 우리 피아니스트는 이 시련을

환영한다. 독주곡, 협주곡, 실내악곡 등 피아노를 위

해 작곡된 레퍼토리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전

부는 말할 나위도 없고 이 중 상당 부분만 마스터하

는 데에도 한평생이 아니라 열두 평생이 걸릴 것이

다. 우리의 머리가 수용할 있는 이상의 것을 소화하

고, 천부적인 암보력을 타고난 행운아들을 저주하

면서, 우리는 이 광활한 음악의 세계 속에서 달팽이

처럼 기어 다닌다. 우리의 숨구멍으로 파고드는 것

이 못인지 불로장생의 영약인지 모른 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린다. 이것은 축복

받은 병이다. 새로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정신이 단

련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정을 잃는다. 탈진했지

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시간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수단이다.

시간은 냉혹하고 중립적이며 사용자에게 비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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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간은 일차원만 있다. 균등한 부분들로 이루

어진 직선 트랙을 따라 망각으로 달리는 모노레일이

다. 음악에 있어서 시간은 새들의 청원과 산만한 풍

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일정한 운율의 영역이

다. 시간은 표현의 무늬다. 그 결합 패턴에 따라 특징

이 새겨진다. 은총과 운명의 특징이, 발랄한 춤과 사

색적 독백의 특징이 나타난다. 시간은 리듬의 영역

이다.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운율을

올라타며, 때로는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하는 길고

짧은 지속의 결합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 

시간은 기억이요, 꿈이요, 예언이다.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움직이면서 현실을 떠나 해방과 초월

의 세계로 나아간다. 모든 사고가 직선적 시간의 흐

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영혼의 변덕과 충동에만

집중되는 이 꿈의 세계는 선율에 의해 창조된다. 영

혼은 시간이 없는 세계를 동경한다. 시간은 지는 해

요, 밀물과 썰물이요, 빛과 어둠의 순환이요, 우리

삶의 변화무쌍한 흐름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

는 특징은 근본적으로 조화의 영역과 시간적 진행

에 속한다. 음악의 흐름에는 이런 시간의 모든 측면

이 서로 맞물리고 공존해야 한다.  

피아노 연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넋을

잃은 사랑의 달콤한 향기뿐 만아니라 하찮은 벌레,

독사, 수증기, 심지어 은하계도 모두 피아니스트의

손안에 있다.  

피아노는 평범한 애정 표현 방식에는 절대로 응하

지 않는 상자요, 기계며, 무심한 골리앗이다. 피아노

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 간접적이고,

교묘하고, 암시적이고, 은근한 몸짓으로 유혹해야

한다. 피아니스트의 태도는 한데 융합되어 빛나는

소리의 거울을 이루며 온갖 어울리지 않는 동작을

감추어주는, 고상하고 조화로운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 건반을 두드리는 동작은 유연하고 탄력적이

어야 하며 항상 스스로 교정되어야 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색과 음감이 합쳐져서, 연주자

와 음악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소리의 프리

즘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성의 모든 측면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

연주보다 더 광범위한 다양성과 더 많은 집중적 훈

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없다. 그 증거는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특별한 예외가 몇몇 있긴 하지만 피

아노연주처럼 전적으로 오직 한 사람의 힘으로 극

장을 환상의 세계로 만드는 무대예술은 없다. 둘째,

창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도 특히 피아니스트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 원숙

해진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블라드미르 호로비

츠, 클라우디오 아라우 등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아흔 일곱 살의 나이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여 극

찬을 받은 바 있는 미에치슬라브 호르초프스키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피아노 연주는 놀라움과 즐거

움으로 가득 찬 긴 모험이다.   

악보는 지도와 같다. 이정표, 도로, 교차로, 우회로

등이 음악적 형식의 청사진이 되고, 감각에 새겨진

음들의 토론장이 된다. 파란 음, 회색 음, 단단하거

나 말랑말랑한 음, 빛나거나 매끄러운 음, 오목하거

나 볼록한 음, 파릇파릇하거나 향기로운 음, 그리하

여 음악적 상상력이 음들의 지도에 풍경의 특징들

을 투영한다. 그러나 피아니스트의 눈에는 모든 음

표가 흑과 백으로,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을 뿐

이므로 전체적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물론 그 보상은 대단히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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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은 상상력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리는

반경 2만 킬로미터 안에 있는 새와 나무 등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

다 천체, 문학작품, 그림, 조각, 건축, 음악 그리고 기

타 백만 가지 이름과 심지어 유명한 말들의 이름도

추가해야 한다. 

음악은 시간에 대한 반역이다. 음악은 초월을 추구

한다. 장미꽃 채집과 영원과의 랑데부를 추구한다.

음악은 세속의 순간을 무한한 기쁨과 깨달음의 안

식처로 뒤바꾸고, 그 흐름의 순간들을 엮어 구부러

지고 복잡한 시간의 궤도를 만든다. 음악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준다.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변한 정체

성에 대한 갈망을 없애준다. 음악은 9시부터 5시까

지의 일과를, 돈에 대한 갈망을, 어리석은 욕망의 잠

식과 한계를 거부한다. 음악은 일곱 겹으로 이루어

져 있고, 겹마다 또 일곱 겹으로 이루어진,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케이크다. 역설적으로 음악에는 모험

의 범위를 측정하고 비행의 포물선을 추적하는 데

기준이 되는 균일한 단위 운율이 있는 것 같다. 역

설적으로 이런 단위 운율에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성실하게 스스로 증식하는 내재적 삶이 존재한다.  

문장은 역사를 관통하는 경국지대업이자 불후지성사 

43. 칠보지재(七步之才)로 알려진 조식(曹植)의 형

이자 삼국지의 영웅 조조(曹操)의 맏아들인 위문제

(魏文帝) 조비(曹丕)는 뛰어난 문장가로 치세기간

중 문학을 장려하였다. 그가 쓴‘전론(典論)’은 중국

최초의 문학론으로 평가받는데 그중‘論文篇’에 문

장의 중요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무

릇 문장이란 나라를 경영하는 큰 사업이며, 썩지 않

는 성대한 일이다(經國之大業 不朽之盛事). 목숨이

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영화와 즐거움은 자신에게

만 그칠 뿐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한이 오게

마련이니, 문장의 무궁함만 못하다. 이 때문에 옛날

에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모두 문장에 몸을 맡기고

글 속에서 뜻을 펼쳤다. 그리하여 훌륭한 사관(史

官)의 글을 빌리지 않고, 나는 듯이 달리는 말의 기

세를 빌리지 않고도 명성이 절로 후세에 전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통치할 때에는 각종 법령과

규정이 필요하고, 송사(訟事)의 처리와 행정사무의

집행은 문서로 이루어지며, 타국과의 교섭에는 외

교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모

두 문장이다. 사정이 그런즉 ‘문장’을 일러 어찌 ‘경

국지대업’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문장이 있어 기록

이 남고,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되는 것이니, 좋은 문

장은 당대의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시

대를 뛰어넘어 후세 사람들을 가르친다.    

44.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수준 높은 문장이 있는가? 또 그런 문장가가

있는가? 이에 관하여는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다음 글은 2013. 3. 14. 전(前) 국사편찬위원

회 위원장이었던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부

산일보와 전북일보에 동시 게재된 기고문이다. 참

고가 될 것 같아 이를 전재(轉載)한다.  

2008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된 직후였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문장을 좀 다

듬을 일이 있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우리나라에 문

장가가 없는 것 같다. 문장 잘하는 사람 좀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 역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다시 "왜 이렇

게 문장가가 없는지 궁금하다. 옛날에도 그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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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었다. 나는 "이 시대에는 문⋅사⋅철을 함께

하지 않아서 문장가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안 되어

있다. 옛날에는 문⋅사⋅철을 겸수하는 학문체계

였기 때문에 문장가가 많았다."고 대답하였다. 

문장이란 화려한 수사만 나열해서도 안 되고 알맹

이가 있어야 한다. 메시지가 없는 문장은 빈껍데기

에 불과하다. 그 알맹이, 다시 말하면 메시지는 철학

과 역사를 공부해야 생긴다. 그런데 철학만 공부하

면 공허해지고 역사만 공부하면 사건의 나열이나

현상만을 제시하고 만다. 그래서 철학과 역사는 상

호보완해서 연구해야 한다. 

그 방법을 전통시대에는 경경위사(經經緯史)로 표

현했다. 경경의 앞의 경(經)자는 날줄을 말하고 뒤의

경(經)자는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을 말한다. 경학을

날줄로 한다는 뜻이다. 뒤의 위사에서 위(緯)자는 씨

줄을 말하고 사(史)자는 역사를 말한다. 역사를 씨줄

로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경위사란 경학을 날

줄로 삼고 역사를 씨줄로 삼아 입체적으로 진리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학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인

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

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진선미

(眞善美)라던가, 사람은 효도를 해야 한다던가, 사람

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등등 삶의 지표는 시간이

경과해도 변함없는 동서고금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역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반 양상을 밝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시간개념을 빼면 역사

로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구체적

인 모습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하는 학문이 역사

다. 역사는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예

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경학과 역사를 날줄과 씨줄로 삼아 직조하

듯이 입체적으로 세상의 진리인 도(道)를 파악해도

좋은 문장이 없으면 표현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

서 바로 그 도를 담는 좋은 문장이라는 그릇이 필요

하다. 이를 도기론(道器論)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리하여 경경위사와 도기론은 좋은 문장을 쓰기 위

한 기초이자 인문학의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사⋅철에 대입해 보면 경학은 바로 오늘날의

철학이다. 역사는 물론 오늘날도 역사다. 문(文)은

오늘날의 문학이라기보다 문장학(文章學)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문⋅사⋅철이 문학과 역사

와 철학의 약칭으로 해석되고 세 학문분야는 각기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 놀고 있지만 전통시

대 세 분야는 경학과 역사와 문장으로서 경경위사

의 학문방법과 도기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

호보완의 틀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학

문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각론에 치우쳐 나무는 보

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늪에 빠져 시너

지 효과를 상실하고 학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는 통합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

율성은 인문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인문학 발전

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인문학의 문제가 문장가의 배출을 막고 있다

는 결론이다. 문장은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면서 예

술적 향기가 중요하다. 아름다운 문장을 쓰되 확실

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니 예술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춰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되고 문장가가 될 수 있다

는 말이다. 옛 선현들은 만권의 책을 읽어야 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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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는 기운이 흘러넘치고 문자의 향기 그윽

한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훌륭한

문장가는 독서가 생활화되고 문⋅사⋅철이 통합된

인문학이 융성하고 나서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인

문학의 발전이 좋은 문장가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

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 문운(文運)이 열려 좋은

문장가가 줄줄이 배출되는 성세(盛世)가 오기를 고

대해 본다. 

옛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썼는가 

45. 조선조 선비들의 글쓰기 비결을 들면 이러하다.

다산 정약용은 말한다. “글을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세상을 다스리는 경학(經學)을 읽어서, 문장의

기초와 뿌리를 단단하게 세워두어야 한다. 그런 다

음에 역사 관련 서적들을 두루 공부하여 나라와 개

인이 흥하고 망하며 성하고 쇠하는 근원을 알아야

하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실용학문에도 힘을 쏟아

옛사람들이 남겨 놓은 경제서를 즐겨 읽어야 한다.

마음속에 항상 모든 백성을 보살피고 모든 사물을

기르려는 생각을 품은 후에야, 글을 읽은 참다운 사

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말한 대로 해 본 다음에

안개 낀 아침이나 달 밝은 밤, 짙은 나무 그늘과 가

랑비 내리는 때를 만나면 문득 감흥이 일어나 시를

읊게 되고, 문장의 구상이 떠올라 글이 써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자연의 소리가 밝게 울려 퍼

지는 가운데 생동감 있는 글을 짓는 문장가의 창작

활동이다.” 이어 이덕무는, 문장이란 기예(技藝)지

만, 그 신비로운 변화는 끝이 없다. 굳세면서도 막힘

이 없고, 시원스럽게 통하면서도 넘치지 않고, 간략

하면서도 뼈가 드러나지 않고, 상세하면서도 살찌

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중국의 명문장가인 사마천

과 반고, 한유와 구양수가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46. 한편 신종호는, “문장이란 이치와 논리로 이루

어진다. 이치와 논리를 무시하고 문자로 꾸미는 하

잘 것 없는 기에만 매달려 아로새기고, 수놓아 장식

하는 것을 솜씨로 삼으며, 기이하고 험하고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멀리해야 한다. 시대

정신에 절실하고 의로움과 이치에 밝은 문장만을 취

해야 한다고 했고, 추사 김정희는 완당전집에서, “문

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정신과 이치, 기운과 묘미, 격조와 음률, 소리와

색깔이다. 이들 가운데 전자의 넷은 문장의 내용이

라 할 수 있고, 후자의 넷은 문장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약은 말한다.“문장을 쓸

때 세 가지 쉬운 방법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소재,

알기 쉬운 글자, 그리고 읽고 외우기에 쉬운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강기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

는 것을 나는 쉽게 쓸 뿐이다. 이것이 글을 짓는 방

법이다”라고 했다. 임금인 정조는, 홍재전서에서,

“보통 사람의 성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

하며, 간략한 요점을 좋아한다. 그래서 글을 지을 때

도 두루 넓게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기보다는 요

점을 취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하였다. 

47. 이 시대의 시인이자 평론가로서 많은 글을 쓴

장석주는 옛사람들의 글쓰기 비법을 이와 같이 소

개한다. 즉, 청대 문장가 장조의 글에 시필궁이후공

(詩必窮而後工)이란 구절이 있다. 시는 반드시 궁한

뒤에 좋아진다는 뜻이다. 궁함이 희박하면 진정성

과 절박성이 생겨나지 않는다. 궁함의 절박성 없이

달과 바람과 이슬을 노래하는 것은 음풍농월에 지

나지 않는다. 궁함은 속이 꽉 찬 석류 속 같은 생각

을 낳고, 속이 꽉찬 생각만이 밀도 높은 문장을 낳

는다. 이는 문장을 짓는데 늘 허황한 것, 공허한 것,

중언부언하는 것, 요령 없이 수다스러운 것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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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실의 바탕 위에서 아려(雅麗)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장 나쁜 것은 술수를 써서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여 사람을 기만하는 문장을 짓는 일

이다. 아울러 무모하게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새롭

고 신기한 것만을 좇는 것도 다 함께 경계할 일이

다. 나는 미문을 좋아하고 그것을 지향한다. 유협의

‘문심조룡’에 따르면, 미문의 조건은 풍(風), 골(骨),

채(采)가 잘 어우러진 글이다. 풍(風)은 작가의 의기

와 격정이 문장으로 외면화한 것을 일컬으며, 골

(骨)은 통사체계의 엄밀성과 구조의 튼튼함을 가리

킨다. 풍과 골을 제대로 갖춰야만 안팎의 뜻이 조응

하며 맥락이 힘찬 문장이 된다. 채(彩)는 문장을 짓

는 공정으로 수식(修飾)의 미감을 불어넣는 일이다.

풍골만 겸비한 문장은 “하늘 높이 날아오를 만큼 골

격이 강건하고 그 기운이 맹렬하기는 하지만 아름

답고 풍부한 깃털이 결여된 매와 같다”고 한다. 반

대로 풍골이 없이 채만 무성한 문장은“살찐 꿩 같아

서 화려하기는 하나 날지를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작가들이 생각하는 글쓰기 방법과 좋은 문장  

48. 장석주는 또 글쓰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

렇게 제시한다. 책읽기의 밀도가 촘촘해야만 좋은

글이 나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게

바로 재능이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다시 시도하라,

더 잘 실패하라. 중요한 것은 문장에 실린 생각이지

문장 자체는 아니다. 문장이란 덜 숙성된 생각의 결

과물이다. 좋은 글은 마음속에 흐르는 노래처럼 리

듬을 타고 온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글의 힘은 그

진실성에 숨어 있다. 소소한 일상을 꾹꾹 눌러쓰다

보면 진실이 된다. 기억 속 최초의 장면 하나를 끄

집어내어 글을 써보라. 내안의‘상처받은 용’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라. 단풍잎에 무심한 눈길을 주는 순

간, 삶이라는 꽃이 피어난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에다 이름을 지어 붙여라. 오롯이 나만을 위해 기

꺼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가장 쓰기 어려운

것이야말로 정말 써야 하는‘그것’이다. 아침부터 저

녁까지 쓰고 생각하며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한편, 영어 서적의 좋은 번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종인의 글쓰기를 위한 일곱 가지 법칙은 이러하

다. ① 상투어를 피하라. ② 불분명한 단어를 쓰지

말라. ③ 수식어를 억제하라. ④ 연결이 좋아야 한

다. ⑤ 선명한 구조를 갖추어라. ⑥ 여백을 남겨놓

아라. ⑦ 솔직하라. 

49. 작가 이만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도 쓰고

깊어하는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관찰력

이 뛰어난 문장들, 묘사가 세밀하고 정확한 문장들,

정교하고 날렵하게 다듬어진 문장들, 독특한 감성

과 정서가 전해지는 문장들, 이제까지의 생각을 전

복시키는 새로운 사유의 문장들, 미처 의문을 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의문과 시각을 제공하

는 문장들, 기발한 상상력이 펼쳐지는 문장들, 인간

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해학이 느껴지는 문장들, 사사

롭고 잡된 생각들을 일거에 잠재우는 잠언들, 생동

감과 감칠맛이 느껴지는 문장들, 인식을 전환시키

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만드는 문장들, 허심탄회하

게 웃게 만드는 문장들. 묘하게 나를 흥분시키면서

잠들어 있던 나의 감수성을 흔들어 깨우던 문장들,

나의 고정관념을 일거에 부숴버리던 문장들,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바로 그 기분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문장들, 내가 한 번 쯤 상상했던 것을 그러나

내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거침없이 탐색하고

상상하는 문장들, 내게 견고한 질문을 던지던 문장

들, 내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도록 부추기는 문

장들, 나를 참회하게 혹은 긍정하게 만드는 문장들,

나를 한없이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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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

들어 놓는 문장들, 어떤 혜안이 느껴지는 문장들,

나를 자긍하게 만드는 문장들, 묵과했던 옛날의 어

떤 슬픔을 고스란히 다시 느끼도록 만드는 문장

들……. 하나같이 쓰기가 만만치 않은 문장들이다. 

지식인의 문장수련은 필생의 과업이다 

50.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조선조의 선비들만큼 좋은 글을 못 쓰는 이유는 여

러 가지다. 첫째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집중력이

부족하다. 둘째는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소양과 감

성이 부족하다. 셋째는 우리말이 구미어(歐美語)나

일본어의 번역 투에 너무 많이 오염되었다. 넷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차분히 생각하는 사고력과 삶

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미흡하다. 다섯째, 대충

뜻만 통하면 족할 뿐 좋은 글을 쓰려는 노력이 부족

하다. 여섯째, 수동태와 명사형의 남용(우리말은 동

사중심으로 쓴다)이 심하고, 적(的), 것, - 에 의한,

- 들, - 에의 등 부적절한 낱말의 혼용이 드물지 않

다. 일곱째, 우리말의 음보율(3음보, 4음보)이나 음

수율(3·4조 7·5조) 등을 중심으로 한 언어의 가락

(리듬)에 대한 인식이 없다, 여덟째, 독서 부족으로

인하여 문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모자란다.

아홉째, 문장 작성에 관한 전통 기법인 풍골채(風骨

彩)를 모른다. 열 번 째, 한글세대는 과거의 단아(端

雅)하고 품격(品格) 높은 문장작성의 전통과 기법에

서 너무 멀어졌다.   

51. 시중에 글쓰기 책은 널려 있으나, 그와 같은 타

율적인 방법으로는 단기간에 좋은 문장을 쓸 수 없

다. 문장은 평생을 통하여 절차탁마하여야 하는 오

래고 질긴 과업이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정

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강박증에 가까운 집착이

있어야 그나마 문장다운 문장을 쓰게 될 것이다. 손

에 펜혹이 생기도록 필사(筆寫)를 하여야 하고, 좋

은 문장을 되도록 많이 외워서, 언제, 어느 곳에서

나, 술술 암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범인

(凡人)로서는, 독일의 시인 릴케가 말한 것과 같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일생에 걸쳐 쉼

없이 하다보면, 나이가 지긋하고 머리털이 센 다음

에야 겨우 몇 줄의 문장다운 문장을 쓸 수 있지 않

을까 한다. 내가 동서고금의 명문을 수집하면서 많

은 자료를 모으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언젠가 이렇

게 말했다.“쓴다는 체험, 무에서의 창조, 올바른 말

을 찾고 발견하는 일, 균형 잡힌 표현력이 넘치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행복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시도를 하

고 싶어졌다. 나는 아직 해야 할 말을 한참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숙명적이고 불가피하여 공포스러

운 일이 아니라, 슬프고도 유쾌한 모험, 광활하고

기묘한 국가들, 여행길의 무수한 친구들의 나쁜 짓,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다채롭고 매력적인 혼돈

등이었다.” 세상에 읽고 쓸 것은 그렇게 넘쳐나는

데, 돌이켜 보면 지나온 길은 아득하고, 그럼에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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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변호사

외할머니

출근길, 차가 막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조수석에 던져 둔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가 낮고 떨리

는 목소리로 말했다. “외할머니가 위독하셔. 다녀가는 게 좋겠다.” 일단 차를 주차해 놓고 사무실로 올라

왔지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외할머니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뒤 집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지

내고 있었다. 얼마 전 주말에 만났을 때만 해도 병원 현관까지 배웅을 나올 만큼 외할머니의 상태는 괜찮

았었다. 갑작스런 소식에 얼떨떨하고 아무런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 문득 정신

이 들었고 외할머니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스라치며 나는 주차장으로 달려 내려갔다.

외할머니는 이미 눈을 뜨지도, 말을 하지도,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이자 외할머니는 몸을 뒤척이려는 것 같았다. 눈으로도 입으로도 하지 못하는 의사표현을 어

떻게든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베개 위에 놓인 머리만 한쪽으로 약간 미끄러지는 듯 보였다. 

손등에 꽂힌 주사액은 이미 무너져 내린 외할머니의 몸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외할머니의

손을 터질 듯이 부풀리고 있었다. 멀거니 허옇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해진 그 손을 가만히 붙들고 .나는 뜬

금없이 외할머니의 소녀시절을 생각하였다. 내가 볼 수 없었던 외할머니의 젊은 날, 그때 외할머니의 손

은 이렇게 희었으리라. 나를 키워 낸 그 거칠고 주름 많은 손이 아니라 수줍고 고운 소녀의 손. 어이없게

도 나는 임종이 다가오는 외할머니의 침상 옆에서 처음으로 외할머니에게도 어리고 젊은 시절이 있었다

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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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내게 있어 외할머니는 할머니였었다. 외할머니는 학교가기 싫었던 날에 나를 업어 준 편안한 등이

요, 어둠이 무서워 울던 밤에 파고들던 따뜻한 가슴이었다. 어느 날 선잠에서 깨어 때를 구분할 수 없는 이

상한 기분을 감당치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던 나를 어르던 외할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아, 나의 외할머니. 나는 이 모든 시간과 기억을 공유해 온 외할머니의 몸과 이별하고 있었다. 왜 나

는 좀 더 일찍 외할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 외할머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외할머니는 젊어서 외할아버지와 사별하고 혼자 2남 3녀를 키웠고 외손녀인 나까지 맡아 키웠다. 살림도

빠듯한 데다 연달아 동생들이 태어나자 엄마가 나를 네다섯 살 무렵부터 외할머니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둘이 살았다. 

외할머니는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늘 부지런하고 걸음이 빨랐다. 새벽마다 특

유의 그 잰걸음으로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기도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는 것도 언제나 외할머니

의 몫이었다. 외할머니는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처럼 호들갑스럽지도 억척스럽지도 않았다. 어린 나의 눈

에도 마을사람들이 외할머니를 존중한다는 것이 보였고 나는 그런 외할머니가 자랑스럽고 좋았다. 외할

머니와 살 때 정말로 나는 엄마보다 외할머니가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엄마는 나를 도시로 데려왔고 내 마음 속에서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엄

마랑 사는 것도 좋고 외할머니와 사는 것도 좋은데 왜 다 같이 살 수 없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

다. 외할머니가 다니러 와서 며칠을 묵다 가고 나면 그날은 내내 엎드려 울면서 일기를 쓰곤 하였다. 이제

야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를 돌려보내고 혼자 남은 외할머니의 상실감과 허전함은 얼마나 컸을까. 시간이

약이 되어 나는 점점 외할머니 없이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좋아한다고 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세상

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갔다.

사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슬픔은 나와 외할머니 사이의 것만은 아니었다. 외할머니에게는 같

이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장남인 큰외삼촌이었다. 호된 시집살이를 겪고 외할

아버지마저 잃은 외할머니는 유난히 장남에게 의지를 하였던 것 같은데 일은 외할머니의 마음처럼 흘러

가 주지 않았다. 더욱이 큰외삼촌은 외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외할머니의 마지막 몇 년은 더 외

롭고 쓸쓸한 것이 되었다. 

외할머니가 그 많은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어 낼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중에

도 외할머니에게 받기만 했었다는 것을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시인할 수 있었다. 외

가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붙여 주는 이름을 단 나는 외할머니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사

는 것만이 뒤늦게나마 그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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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

밥벌이의 즐거움

(Scene #1)
새벽 5시.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예배당에 앉아 엄숙한 마음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으나 선뜻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 감사기도는 숫제 나올 생각을 않고, 그나마 염치는 있어 뭔가

더 주십사 간구하는 기도는 쭈뼛거리게 된다. 결국 남은 건 회개기도인데 이것도 참 면구스럽다.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이라든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한 죄 따위야 어차피 자복한들 반복될 것이니 덧없고,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어제의 그 일을 뻔뻔하게 뇌까렸다가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댓바람에 십자

가 뒤에서 당장 달려 나오시사 나의 멱살을 잡아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엔 주

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두어 번 읊조리고 황급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 주님! 가엾고 연약한 이 죄인을 부

디 긍휼히 여기소서.

교회를 나와 차를 몰고 사우나로 직행한다. 연초에 빨래판 복근을 만들어보겠노라는 휘황찬란한 꿈을 안

고 1년짜리 헬스를 끊었는데 딱 두 번 갔다. 첫 날 라커를 배정받을 때와 닷새 뒤 라커에서 운동화를 뺄 때.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꼭두새벽부터 천근만근 무거운 몸

뚱이를 이끌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건 할 짓이 아니었다. 1년을 끊은 게 너무나 억울하여 카드명세서를

한참동안 바라봤다. 사우나라도 다녀라. 어디선가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 헬스를 등록하

면 사우나가 무료였지. 혜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 사우나를 간다. 거기서 만난 사장님들과 서로

등을 밀어주다 의를 맺었다. 그 중 몇 명은 사건을 의뢰해 고객이 되기도 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

은 알몸으로 목욕탕 한가운데에 마주보고 서서 30분 동안 법률상담을 할 때 나는 극도의 민망함을 느꼈

다. 그러나 그 민망함도 며칠 후 수임료가 결제되는 순간 극적으로 해소되었다. 그렇게 1년치 헬스비는 몇

달 만에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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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2)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상차림을 받는다. 밥과 국, 2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매우 조촐하면서도 간소화된 밥

상이다. 미니멀리즘의 구현이랄까. 구내식당 식판에도 반찬은 3가지를 담는데.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본

다. 밥은 설익고 국은 싱거우며 반찬은 겨우 2개밖에 없는데도 도무지 어디로 손이 가야 할지 주춤하게 만

든다. 아들 이름이 ‘이찬’이라서 반찬도 ‘이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이름을 잘못지은 것 같다. 열찬

이나 백찬이로 지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아침밥 얻어먹고 다니는 게 어디냐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밥그릇

을 뚝딱 비운다. 와~ 오늘 국 진짜 좋은데. 라는 립서비스와 함께. 허투루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웃으며

넘어가주는 아내가 고맙다. 그렇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자는 애들 둘을 깨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등원준비를 마친 후 유치원에 보낸다. 정말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불과 40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

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평범한 4인 가정의 아침이 있는 삶.

출근길 차에 올라 블루투스부터 켠다. 연동된 아이폰에서 흘러나오는 Eddie Higgins Trio의 감미로운 재

즈 연주. 아침부터 괜스레 마음이 설렌다. 나도 한때는 음악이 꿈이었는데. 자동차가 낙동강을 감싸고 돌

때 히긴스의 오색찬란한 음표들은 반짝이는 강물 위를 통통 뛰어다닌다. 명지에서 법원까지 가는 길은 동

서고가도로와 강변도로 두 가지. 그중에서 나는 조금 둘러가더라도 늘 강변도로를 택한다. 아침 햇살에 반

짝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도로 위를 질주하면 마치 타국에 여행이라도 온 듯한 기분에 빠져들기 때문이

다. 물론 만덕터널에 이르러 그 기분은 된통 박살나버리곤 하지만. 그래도 하루업무를 시작하기 전 머릿

속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 운전하는 그 시간이 나는 참 좋다.

(Scene #3)
출근해서 책상 위에 놓인 기록들을 정리하며 재판을 준비한다. 오전 10시 판결 선고. 처음부터 무죄를 받

기 매우 힘든 사건이었다. 자비를 가득 담은 예수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봐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조심스레 자백을 권유했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를 쓰면서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싶어 마음이 따끔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모름지기 변호사란 만에 하나 사실일 지도

모르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라는 선배 김형의 조언을 되새김하며 꾸

역꾸역 글을 써내려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어머 이건 정말 무죄야’라는 생각이

들만큼 빠져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형선고에 법정구속. 선고를 들은 피고인의 부모가 득달같이 사

무실로 달려왔다. 변호사가 뭐 했냐고. 이럴 거면 우리가 왜 변호사를 샀냐고. 마치 물건처럼 변호사를 잘

못 샀다는 그들의 날선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렇다고 맞서서 화를 내거나 함께 흥분해

서는 안 될 일. “이러이러하니 여차여차합시다.”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항소를 권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자 어느새 점심시간. 끓어오르는 분을 삭이기 위해 밀면집 문을 두드린다. 자리를 잡

고 앉아 먼저 뜨겁고 진한 육수로 식도를 연다. 삶은 계란 반쪽을 아귀아귀 씹으며 식초의 신맛과 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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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으로 간을 맞춘 다음 휘휘 면을 저어준다. 투박한 가위가 딸려 나왔으나 옆으로 제쳐두었다. 날카

로운 금속성은 자칫 면발의 식감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찬으로는 무생채가 전부다. 단출하면서도 완

전한 조합이다. 젓가락으로 면발을 길게 늘어뜨려 한입에 호로록 삼키며 문득 실향민의 향수에 젖는다. 그

들은 메밀을 구하기 힘들어 미군부대에서 동냥한 중력분에 감자전분을 섞어 면을 뽑았다. 그래서 밀면을

먹고 나면 쫄깃한 식감에 맞서는 특유의 부대낌이 있다. 피난민의 눈물이 역류하여 위를 타고 흐르는 듯

한. 해방 이래 수많은 밀면집이 부산에 자리를 잡았으나 살아남은 곳은 많지 않다. 조리가 간단해보여도

육수를 어떻게 삶느냐 면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원한 밀면 한 그릇에

오전의 해프닝도 금세 잊어버린다.

(Scene #4)
오후 2시 형사법정. 국선사건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죄명은 사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갔다

주장하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의 순수한 금전거래였다는 피고인. 60대의 늙수그레한 피고인과 40대의 반

반한 피해자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면담 첫 날 피고인은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들고 와 내게 무죄

를 강변했다. 그중에서 무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나만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

서 무려 5명의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나는 국선인데. 한때는 돈이 많았으나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

호사를 살 돈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를 공짜로 샀나요. 피해자는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있었다. 자신

은 피해자인데 왜 바쁜 사람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냐며 짜증을 부렸다. 변호사가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 편

을 들 수 있냐며 모든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나에게 쏘아댔다. 나는 국선인데. 차회기일 증인신문을 위해

속행. 피고인이 말했다.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기록 표지에 적힌 죄명이 더욱 선연하게 눈에 들어왔다.

오후 늦게 사무실에 또 한 명이 찾아왔다. 아침에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아내. 했던 말을 또 해야 되나 싶어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죠.” 나긋나긋 말을 이

어가며 시부모의 무례했던 행동까지 대신 사과하는 모습에 바로 무장해제 돼버린다. 아버님껜 잘 말씀드

려 놓을 테니 항소심도 맡아서 도와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인생의 모든 굴레와 회환을 짊어진 듯한

그녀의 뒷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래, 하루아침에 남편이 구속되는 바람에 홀로 남은 저 아낙은 도대

체 무슨 죄란 말인가. 핏덩이 같은 그 아이들은.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오후 내내 그 기록이 눈에 밟혔다. 

(Scene #5)
저녁 6시. 또 한 번 육신의 허기를 채우려 국밥집에 들어간다. 허름한 식당 안에 몇 안 되는 테이블. 으레

합석하여 낯선 사내와 마주앉는다. 숟가락질에 여념이 없는 사내의 거뭇한 손등은 오늘 하루 치열했던 노

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나 역시 데면데면하게 앉아 밥이 오기만

을 기다렸다. 돼지사골을 푹 고아 낸 육수를 뚝배기에 담아 고기와 밥을 말아먹는다. 유별날 것 없는 탕반

음식인데 무슨 연유에선지 부산의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토박이 친구 놈은 돼지국밥을 미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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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인양 괄시하고 천대했다. 설렁탕은 먹으면서 돼지국밥은 못 먹는 이유는 도대체 뭐람. 삼겹살엔 사족

을 못 쓰면서. 소 사골을 구하지 못한 피난민들이 눈물로 끓여낸 이 속절없는 음식을 그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먼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술 떠 입안에 머금어본다. 비린 듯 구수한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혀끝을 맴돌

며 지친 세포들을 감각적으로 깨운다. 치열하고 고단했던 삶에 대한 보상.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온 자그마

한 안식.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위로를 얻는다. 보잘 것 없는 국밥 하나에. 삶은 돼지고기의 질

감은 부드럽다 못해 차라리 눈물겹다. 육신의 허기뿐 아니라 영혼의 허기까지 달래주는 맛이랄까. 부추 겉

절이와 새우젓, 마늘과 양파가 한데 어우러져 맛의 향연을 펼친다. 아삭한 풋고추와 상큼한 깍두기는 입

안에서 폭죽처럼 터진다. 어느새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아스라이 찾아오는 포만감은 황홀경에 이

른다. 식사를 마친 사내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그리곤 또 다시 밥을 벌어먹

기 위해 노동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지. 때가 되면 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시 식당 문을 두드릴 테고. 인간사

아무리 복잡하고 부질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엔 이토록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거룩한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자꾸만 내가 보인다. 경험해본 사람

만이 알아챌 수 있는 일종의 동질감이랄까. 겨우 돼지국밥 한 그릇에 위로를 받고 배시시 웃는 단순함까

지 닮았다.

(Scene #6)
퇴근길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한다. 이런 날엔 어김없이 Michael Buble의 Home을 듣는다. 빛이 사위고 차

가운 공기가 성기어질 때 강변도로는 바다와 맞닿아 어스러졌다.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부터가 바다인

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닐까. 칼로 무 자르듯 정확하게 경계를 구분 짓는

게 어쩌면 무의미한 일인 지도 모르지. 집에 와 가족을 품에 안는다. 사랑하는 마누라와 토끼같은 내 새끼

들.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랄까. 하나님은 내게 밥벌이를 하라고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주셨고,

그 타이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이라는 선물까지 주셨다.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가 묻는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때로는 살을 붙여서 때로는 없는 말도 만들어서 이

야기를 들려준다. 내 말이 재밌는지 아내의 동공은 점점 커지고 귀는 쫑긋거린다. 어느새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소설가가 된다. 그래 한때 소설가도 꿈이었는데. 때마침 울리는 전화벨. 오늘 그 피고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사무실에 찾아와 난리법석을 떨었던. “변호사님, 제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예~ 항소심도

변호사님 사겠심더. 변호사님만 믿으니까네 고마 열심히 해주이소.” 씁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뭐

래요?”. “응~ 항소심도 나를 사겠대”. “변호사가 무슨 물건인가. 칫~”. “그런 거지 뭐”. 

그들은 그렇게 변호사를 산다.

나는 또 이렇게 하루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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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호 변호사

남프랑스의 향기
예술가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서

(9일간의 남프랑스 여행기)

1. 서술.

2015.11.25, 열흘 동안의 일본투어 (소식지 83권 41

정 이하참조.)를 마치고 귀국한 뒤, 새해 봄철 해외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하다가, 일단 후보지

를 두 곳으로 압축했다.

지중해의 ‘산토리니’ 섬 탐방을 포함한 그리스 일주

여행, 아니면  ‘마르세이유’ 를 시발점으로 하는 남

프랑스 일주여행이었다. 둘 다 대한항공편을 이용

하는, 9일간 투어다.

문제는, 80대의 체력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어울려

매일 여러 곳을  다녀야하는 단체투어를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는 점이었다.

나이 들어서는, 각박한 일정에 쫓겨 여러 곳을 다녀

야 하는 단체 투어 보다 한 두 곳에 머물면서 편히

지낼 수 있는 자율여행을 택하라는 충고를, 자주 들

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많은 곳을 구경하고 다

니려면, 역시 힘이 들어도 단체투어에 끼이는 편이

상책이다. 그즈음 우연히, 프랑스 남부 오베르뉴 지

방에 7살 때 입양된 한국 아이가, 30년의 세월이 흐

른 뒤, 프랑스대통령과 함께 해외를 순방하는 프랑

스 최고 요리사가 되어, 작년 11월, ‘프랑수아’ 대통

령과 함께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내한했다는 기사

를 읽었다.

기사 내용 요약

* ---그의 이름은 ‘피에르 상 보이에’ (Boyer. 37세,

한국명: 김상만이다.) 그의 양부모는, 그를 ‘리옹

(Lyon)’ 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내주었고, 프랑스 이

름을 지을 때에는, 가운데 이름자에 “상만”이란 음

절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만”

자 하나를 빼먹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이에’는,

고향에 있는 요리고등학교를 거쳐, “몽펠리에”

(Montpellier)에 있는 대학에서 요리와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뒤, 프랑스 각지의 식당과 런던의 유명식당

에서 쉐프 (chef : 요리사) 수련을 받았고, 2004년에

는, 한국에 들어와서 5개월여 동안, 이태원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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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다. 그때, 바로 옆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

던 경북출신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였다. 가

정을 이룬 뒤로는, 런던의 유명식당 ‘클럽 가스콩

(Club Gascon)’의 ‘헤드쉐프’(수석요리사)를 역임한

뒤, 리옹으로 옮겨 일하던 중, 2011년 셰프경연 TV

프로그램 프랑스판에 출연하여, “최종 3인“에 들면

서 유명해졌고, 현재는 파리에서 이름난, “피엘 상

온 감베”(Pierre Sang on Gambey“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2016. 1. 16일자 조선일보 참조) *

그 기사를 읽는 즉시, 그 입양아가 자란 남프랑스에

가보기로 작정하였다.

이번에도, 2015년도에 참가했던 발칸 3국 투어

(2016 제33호 회지 247정이하 참고) 와 같은 성격

의,  한진관광 주관 전세기투어를 택했다. 행선지

는, 남프랑스의 프로방스(Provence)와 코트 다쥐르

(Coted’Azur) 지방,  9일간의 단체투어였다.  

프랑스라면, 1977년 6월, 미국검찰대학 (NCDA) 연

수과정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리에 잠간

들른 일이 있었고, 2005년 7월, 서유럽 7개국을 투

어 했을 때에, 파리에서 2일간의 관광을 즐긴 일이

있었으나, “남프랑스” 쪽은 처음이다. 돌이켜보면,

1977년 7월 당시 런던에서는, 항공사 파업이 한창

일 때라 비행기이륙이 지연되어, 드골 공항에 도착

한 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마중 나왔

던 분들이 모두 귀가해버리는 바람에,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영어로 이

야기를 해도 기사가 알아듣질 못해 애먹었던 기억

이 난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기사들이 영어를 알아들으면

서도 못 알아듣는 척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아무튼 프랑스의 인상은, 처음부터 별로 좋지 않았

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이에 쉐프’ 의 기사를 읽

고 나선 어쩐지 프랑스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졌고,

이번 투어를 통해 새로운 프랑스와 만날 수 있으리

란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2. 준비단계 

이번 투어는, 2016. 4. 22 (금) 인천을 떠나, 4. 30

(토) 귀국하는  9일간의 여정이다.

여행코스는, 

마르세이유 (Marseilles) 1박 / 엑상프로방스(Aix

en Provence) - 니스(Nice) 1박 / 모나코(Monaco)

- 에즈(Eze) - 칸느(Cannes) - 생폴 드 방스(Saint

Paul de Vence) - 니스(Nice) 1박 / 고르드(Gordes)

- 루시용(Roussillon) - 아비뇽(Avignon) 1박 / 퐁

뒤가르(Pont de Gard) - 카르카손(Carcassonne)

1박 / 툴루즈(Toulouse) 1박 / 몽펠리에(Montpel-

lier) 1박 / 아를(Arles) - 마르세이유(Marseilles) -

프로방스 공항 (기내 1박) / 인천공항.  

마르세이유와 인천 간의 비행시간은, 갈 때는 대략

13시간, 올 때는 약 12시간이다. 일단, 2. 19, 서면

에 있는 여행사에 가서 2인분 예약금을 지불하였

고, 4월 5일에 경비잔금을 완불하였다. 부산-인천

간은, 여행사에서 전세기편에 연결되는 왕복항공

권을 마련해주었다.

3. 투어 과정

첫째 날. 4월 22일 (금). 부산—인천—마르세이유. 

새벽 4시 기상 후, 서둘러 택시로 김해공항에 도착

하여, 카운터에서 마르세이유 프로방스 공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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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송하는 여행 가방을 부쳤다.

오전 8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11시 5분 출발

예정인 전세기 탑승 시까지, ‘라운지’(Sky Lounge)

에서 아침 식사를 들고 휴식을 취했다. 정시를 조금

넘어 출발한 전세기는 탑승객으로 만원이었다. 출

발 직후, 우리 팀 인솔자인 김형식 가이드가 객석으

로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관광단은, 5개 팀으로 나뉘어 프랑스 도착즉

시 5대의 대형버스(45인승)에 분승하여 투어를 하

게 되는데, 시작부터 팀별로 독립하여 움직이게 되

어 있었다. 우리 팀 구성원은, 24명 (10쌍은 부부동

반)으로 3호차를 타게 되어 있었다.

Economy석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게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비행기 안에서는 별반 어려움이 없

었다. 맛있는 기내식을 즐기고 나서, 영화를 보다가

잠들기도 하였다.

오후 4시경 (현지시간), 마르세이유 ‘프로방스’ 공항

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에 나오자,

예쁜 민속의상을 차려입은 프랑스소녀들이, 우리

일행을 환영하면서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기념품봉지 안에 든 지도와 관광안내 팜프렛은, 모

두 불어로 쓰여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만,

그곳 특산품인 칼리손(Callison: 아몬드와 메론

시럽을 섞어 만든 과자)이 들어있어, 나중에 맛있게

먹었다.   

시내에 들어와서 현지식으로 석식을 마친 뒤, 마르

세이유 구항구 부둣가의 Radisson Port 호텔에

투숙하였다.

둘째날.  4월 23일 (토). 마르세이유—엑상 프로방스—

니스.

* 마르세이유는, 프랑스 최대의 항구도시다. BC 600

년에 희랍인들이 들어와서 항구를 열었다니 역사는

깊다. BC 49년, 로마식민지가 된 후로는, 동서양을

잇는 현관 구실을 하면서 번창하였으나, 중세기에

이르러 한때 페스트의 창궐로 인구의 절반을 잃는

재앙을 입기도 했다. 그 후로 쇠퇴와 번영을 되풀이

하다가, 오늘날에는 프랑스 최대의 국제항이 되었

고, 다양한 인종이 오가며 머무는 국제도시로 발전

한 것이다. 이곳 볼거리 중에는, 도시의 상징이라는

노트르담 성당과 중심가의 까느비에르 거리, 구 항

구의 어시장 등이 있으나, 이들은 투어 마지막 날에

둘러 보게 되어 있었다. * 

마르세이유에서 엑상 프로방스까지는, 32km의 짧

은 거리로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엑상프로방스는,

“세계적인 화가 ‘폴 세잔’(Paul Cezanne)의 도시” 라

고 불리고 있을 만큼 세잔과의 인연이 깊다. 세잔

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만년에, 4년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작품제작에 몰두하다가, 생을 마쳤다.

우리 일행은, 마을 중심의 큰 분수가 있는 드골광장

에 모였다가, 프라타나스 가로수가 늘어선 메인 스

트리트(미라보거리)를 거닐면서, 세잔의 흔적을 찾

아 나섰다.

세잔의 생가에 이르는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세잔

의 이름이 새겨진 방향표시 동판이, 일정간격을 두

고 길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버스기사의 호의로, 마을 언덕 위 주택가 안쪽까지

들어가서, 세잔이 그리기를 좋아했던 ‘생트 빅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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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산(해발1,000m)을 조망하는 정원에  들렀다. 그

곳에는, 세잔이 그린 풍경화들을 담은 석조물이 여

러 개 세워져 있었다. 근처에 있는 ‘세잔 아틀리에’

에 들러, 생전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나서 그날의 목

적지인 니스로 이동하였다.

* 폴 세잔은 1839. 1 엑상프로방스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화가가 되기를 희

망하였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법대에 진학했다가, 2

년 뒤, 법학을 포기하고 파리에 가서, 친구인 소설가

에밀조라(Emile Zora)의 권유로 파리 아카데미 ‘쉬스’

에서 미술공부를 한 뒤, 6 개월 만에 엑상프로방스

에 귀향하였다. 1862년, 다시 파리로 돌아가,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였다. 그런 후, 인상파 화풍을 벗어

났고, 1906.10 고향에 돌아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

자적인 화풍을 개척해 나갔다. * 

엑상 프로방스에서 니스까지의 거리는 약 177km,

소요시간은 2시간 반이었다.

니스에서는, 도착하던 길로 샤갈의 작품이 전시된

샤갈 미술관을 둘러 본 뒤, 니스의 ‘랜드마크’ 로 알

려진 ‘프롬나드 데 장글레’(Promenade de Anglais)

해변에 있는 ‘웨스트 엔드’호텔에 투숙하였다.

* 샤갈(Chagall) 은, 피카소, 마티스와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화가라 일컬어지고 있다. 샤갈은 생전에 프

랑스정부에 17점의 회화를 기증하였다.  1973년 당

시 문화부 장관이던 ‘앙드레 말로’는 샤갈 미술관을

건립하여, 샤갈의 작품 중 성서를 주제로 한 그림들

을 소장하였고, 오늘 날엔 약 450여점에 이르는 샤

갈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

* 니스는, 이태리 국경으로부터 불과 몇 km 떨어진,

좋은 위치에 있고, 지중해연안의 항구도시로서 세

계적인 휴양지 및 관광지로서의 다양성과 온화한

기후를 고루 갖추고 있다.        

시내 언덕과 도심에는, 교회, 정원, 박물관, 미술관

등 특색 있는 문화시설이 널려있어 관광객의 눈길

을 끈다.        

셋째 날. 4월 24일 (일)  니스—모나코—에즈—생폴

드 방스—니스.

* 10세기이후 로마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제노바

인 들이 구축 하여 점거하고 있던 요새를, 1297년 이

태리의 영주 ‘프랑수아 그리말디’ 가 점령한 것이 모

나코공국의 시작이다. 이후 600년 가까이 주변 열

강의 침략시도를 이겨내어 독립을 지켜 나왔고,

1861년에는 프랑스의 보호아래 주권을 인정받았다.

다시, 1919년 베르사이유 협정에 의해 독립과 주권

을 보장받게 되었다. 오늘날 모나코공국은, 입헌군

주제 국가이긴 하나, 좀 특수한 국제적 지위를 지니

고 있다. 즉, 독립국이면서도 국방권과 외교권은 프

랑스가 가지며, 공작 임명권은 프랑스 대통령이 갖

고 있으나, 1993년에는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가입

하였다. 오늘날 모나코공국은, 면적이 2 평방km에

불과하지만, 흔히들 ‘리베라의 진주’라고 불리고 있

다. 그만큼 도시는 화사하다. 19세기 중엽까지 별 볼

일 없는 바위산이던 곳에, 카지노를 도입하면서부

터 관광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닦았고, 고급휴양

리조트지로 발전하여, 시내에는 고급호텔과 화려한

카지노가 즐비해 있다. 

4개 구역 (폰트빌레, 라콘다민, 모나코빌, 몬테칼로)

으로 나누어진 지역 중 가볼만 한 곳은, 대공궁전이

있는 모나코빌과 카지노로 이름난 고급 리조트타운

몬테칼로, 그리고 해변의 하얀 모래사장 등 세 곳이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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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모나코의 대공 레이니에3세는, 1956년 헐

리웃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 (Grace Kelly)를 왕비로

맞아들여 모나코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렸다. 불행

하게도, 1982년 그레이스 왕비는, 교통사고로 유명

을 달리했지만 그녀가 묻혀 있는 성당은, 요즈음도

그녀를 추모하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

니스에서 모나코까지는 약 23km의 거리다. 도중에

있는 해안 절벽 위 마을 ‘에즈’ 까지는, 약 16km이

고, 에즈로부터 모나코 입구까지는, 약 7km의 단

거리다. 그 중간의 해안 절벽을 따라 나있는 차도

는, 굴곡지고 협소하여 대형 버스가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지형이었다.

다만, 벼랑아래 바닷가에 펼쳐진 마을과 해안이 어

우러진 풍경은,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차도

옆의 두 곳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지중해연안과

건너 편 가파른 언덕위에 펼쳐진 ‘에즈’ 마을의 풍광

을 실컷 감상할 수 있었다.

모나코 시내에서는, 모나코항과 몬테칼로 F1코스

(자동차 경주용)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중턱의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약 15분을 걸어서 대공

궁전에 도착했다. 

궁전 광장입구에는, 레이니에 3세와 그레이스 왕비

가 함께 찍은 대형 사진판이 게시된 석조물이 서 있

었다. 새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무상

함을 절감하게 했다.

왕궁 아래로 잘 가꾸어진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던

중, 성당에 들러 그레이스왕비의 묘소를 참배하려

했으나, 마침 일요일미사가 집전되고 있어, 안에 들

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성당안의 묘소(외부에서 잘

보임)를 바라보기만 하고 하산했다. 그길로 에즈 마

을(인구 약 3천명이라 함)에 들렀다.

‘니스에 가면 에즈부터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름난 ‘지중해 풍광속의 작고 예쁜 성채마을’ 이다.

13세기 때, 로마의 침략을 피해 온 사람들이, 해발

427m의 험준한 바위산 위에 요새를 만들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았다. 산 아래 식당에서 현지식 점

심을 들고 나서, 절벽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요새 촌

으로 발길을 돌렸다.

높은 산, 정상 주변에 성벽을 둘러치고 외침을 막았

던 “독수리 둥지 마을”은, ‘요새 촌’ 으로서의 옛 모

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작은 마을인데도 좁은 골

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마을의 중심지에 있

는 성터는, 열대식물원으로 바뀌었고, 산 위쪽 일대

는, 오르내리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산행에 거의 한 시간이 걸렸고, 더운 날씨에 땀을

무지 흘렸으나 관광객들 틈에 끼여 좌우에 널린 기

념품가게들을 살피노라 고단한 줄도 몰랐다. 

하산직후 버스 편으로, 근처에 있는 향수공장에 잠

시 들렀다가 ‘생 폴 드 방스’로 향했다. 도중에 영화

제로 이름난 칸(Cannes) 시내를 통과했으나, 별 볼

거리가 없다 하여 그냥 지나쳤다.

에즈 마을에서 약 41km 떨어진 ‘생 폴 드방스’ 마을

은, ‘코트 다쥐르’ 지방의 수많은 언덕 꼭대기에 위

치한, 중세 마을 중 하나다. 마을 안 골목길은 미로

같았고, 좁은 길 양 옆에는 돌로 지은 16 세기 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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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지어 서 있었다. 

자유시간에 아름다운 골목길을 누비며 산책하였

다. 유명한 화가들은, 꽃들로 덮인 이곳 언덕들과

포도밭이나 올리브 과수원이 펼치는 시골색채에 이

끌려 이곳으로 몰려와서, 그림을 그렸다. 마티스,

샤갈, 피카소도 그들 중에 끼어 있었다.

특히, 샤갈은, 19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작품을 남

겼으며, 1985년   97세의 나이로 이곳에서 타계하

였다. 마을 중앙의 ‘그랑드 퐁텐’ 광장을 지나, 마을

공동묘지에 묻힌 샤갈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마을에는, 이브 몽땅과 시몬느 시뇨레가 살던 집

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가보진 못했다.  

니스에 돌아와서는, 호텔 앞 해안선을 따라 약 4km

뻗어있는대로 옆 산책로를 거닐었다. 이 길은, 19세

기 초반, 프랑스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이 출자하여

만든 산책로여서, “프롬나드 데장글레 = 영국인의

산책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대로변에는, 수많은 고

급호텔, 레스토랑, 부티크들이 늘어서 있다.

* 2016. 7. 14 밤 10:30 쯤 (현지시간). 이 대로변은 프

랑스 혁명기념일 축제에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

해를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행사인 불꽃놀이가 끝

날 무렵이었다. 튀니지 국적의 무하마드 바우엘

(Mohamad Bouhel)이란 테러범이, 백색 대형트럭

한 대를 몰고, 시속 60 내지 70km의 속도로 군중

을 향해 돌진해 와서, 지그재그로 인파사이를 휩쓸

고 지나갔다. 바우엘은, 범행하면서, “Allahu

Akbar!!”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쳤다는 것이다. 이

테러로,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84명이 사망하였고,

202명이 부상당했다. 범인 바우엘은 현장에서 사

살되었다. *       

나는 니스에서 2박하면서, ‘프롬나드’ 길 산책을 즐

겼다. 아침저녁으로 세 차례 오가면서, 해돋이와 석

양 노을의 아름다움을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곳

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산책길이 석 달 뒤에 무

고한 시민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니!  인간의 무지

함와 잔혹함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날. 4월 25일 (월)  니스—고르드—루시용—

아비뇽.

니스에서 고르드까지는, 약 250km의 거리로,  4시

간 반이 걸렸다.

고르드 는, 산 위 마을로 16세기 르네상스시대 고성

을 에워싸듯 사면(斜面)을 따라 돌로 지은 집들과,

돌로 쌓은 담벼락이 계단 모양으로 늘어서 있다. 멀

리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은 환상적이었다.

산길을 따라 내려와서, 12세기에 건립하여, 시토파

수도사들이 철저한 금욕생활을 하며 수행했다는,

세낭크(Se nanque) 수도원을 둘러보았다. 이곳 넓

은 앞뜰, 정원 가득히 라벤다가 심어져 있었으나,

6-7월초에 절정을 이루는 화초인지라, 소문난 보

랏빛 꽃구경은 하질 못했다.

수도원 외곽산책을 끝내고 나서, 약 10km 거리 (약

15분 소요)의 루시용으로 이동하였다. 루시용은,

‘뤼베롱’ 국립 자연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에

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의 하나로 선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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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붉은색 ‘오크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18

세기 말까지 오크르 광산으로 이용되었으나 근래

에는, 자연훼손을 방지하기위해 채광이나 토사반

출은 금지되고 있다. 이곳은, 황토채석장 부근의 산

책로와, 황토물감으로 그린 각종 그림과 유리공예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들이 유명하다.

산책하던 중, 한 공예품 갤러리에 들렀을 때, 전시

된 유리 공예품을 둘러보다가 ‘고양이 한 쌍’이 마음

에 들어 (좀 비싸다 싶어 망설이긴 했지만) 기념으

로 샀다.

루시용에서 아비뇽은, 약 15km의 거리다.약 20분

뒤 아비뇽 외곽에 도착하였으나, 성벽 바깥쪽의 시

내 차도는 혼잡하였다. 정체된 거리를 지나 한 참

만에야, 성문 근처의 ‘노보텔 아비뇽 센터’ 호텔에

도착했다. 

저녁 식사 후, 자유 시간에 성문 안 거리를 산책하

였다. 성안의 거리 주변은, 상가들로 번화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 중세기 한 때 (1309—1377 사이), 프랑스 왕과의 사

이에 세력다툼이 심해지자, 교황은, 로마를 떠나 아

비뇽에 와서 살았다. 이 시기를, 사가들은 “교황의

바빌론 포로시대”라고 일컫는다. 프랑스왕의 압력

이 거세지자, 프랑스출신인 클레멘스 5세 교황은,

1809년 이에 굴복하여, 교황청을 아예 아비뇽으로

옮기고 만다. 이후 약 70년간에 걸쳐, 7명의 교황 (모

두 프랑스인)들이 로마를 대신하는 가톨릭의 중심

지로 아비뇽을 발전시켰고, 문화와 예술의 향취가

드높은 관광도시로 키워내었다. *

다섯째 날. 4월 26일 (화) 아비뇽—퐁뒤가르—카르카손.

오전 중, 아비뇽 성내를 관광하였다. 

교황청 궁전(팔레 데 파프)은, 14세기(1334-1352)

에 지은 유럽 최대의 고딕궁전이다. 높이 50m, 두

께 4m의 강고한 외벽에 둘러 쌓여 있으며, 전체 면

은 1만 5,000 평방미터에 이른다. 성 안의 성당을

돌아본 후, 구시가지로 이동하였다. 

12세기 때 론(Rhone)강 위에 900m 길이의 다리가

건립되었으나, 거듭된 하천 범람으로 4개의 다리기

둥은 유실되어 버렸고, 지금은, ‘생 니콜라’성당으로

이어지는 일부분(4개의 아치기둥과 다리) 만이 남

아있는 “아비뇽의 다리”( 생 베네제 다리)를, 멀리서

조망하였다. 그 곳에서 약 23km 떨어진 ‘퐁뒤가르

‘로 이동하는 도중, 교황청의 직영와이너리였던 ‘샤

또 네프 뒤파프’ 포도농장에 들러 포도주 시음회를

가졌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와인 양조시설과 매장

을 둘러보고, ‘레드와 화이트 포도주‘ 를 조금씩 시

음한 데 그쳤는데, 1인당 25불 (유로화?)씩 지불했

다니 이건 시간과 경비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와이너리’를 유지하

기 위해 부득불 해외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만들어

놓은 주정부 시책이란 걸 이해한다면, 납득할 수 있

는 일이라 하겠다. 

님(Nimes)과 아비뇽의 중간지점에 있는 ‘퐁뒤가르’

에는, 고대 로마시대에 건설한, 강수면 위로 높이

49m의 수도교(물길 다리)가 옛날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로마시대 토목공사의 웅장함과 건축기술의

뛰어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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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도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

으며, 지금은 관광객들이 도보로 건너다니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간 뒤, 부근의 유

원지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쉬다가 그 곳에서 약

244km 거리 (3시간반 소요)의 카르카손으로 이동

했다. 카르카손에는 오후 늦게 도착하였다. 

성문 안 골목길이 좁아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었

다. 호텔에서 미니 짐차를, 성문 밖 주차장으로 내

보내주어 짐을 실어 날랐고, 일행은 성 안에 있는

호텔까지 골목길을 누비며 한참 걸어가야만 했다. 

골목 안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Best West-

ern Donjon 호텔에 투숙하였다. 중세의 건물을 개

조하여 만든 호텔이라, 객실은 골목 안의 두 건물

에 나누어져 있었고, 일행은 두 곳에 분산하여 투숙

할 수 밖에 없었다.  

* 카르카손에는 유럽최대규모의 중세성채가 남아

있다. 지중해와 툴루즈, 이베리아반도(스페인) 와 유

럽 여러 나라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고대로

부터 교통 요지의 역할을 해오다가, 17세기에 이르

러, 스페인과의 국경이 서쪽으로 밀려나자, 요새로

서의 중요성을 잃고 쇠퇴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는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으나, 20세기 에 들어와서

‘옛 도시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인 사이에서

는, “카르카손을 보지 않고는 죽지도 말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지라 한다. * 

여섯째 날. 4월 27일 (수)카르카손—툴루즈

조식 후, 중세의 성채 시테 (Cite) 관광에 나섰다.

카르카손의 시테는, 길이가 3km 나 되는 성채로,

그 안에 52개의 탑을 포용하고 있다고 한다. 

시테의 성벽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면, 중세의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 안쪽 골목길

양편에는, 기념품 가게와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

어, 좁은 골목길과 주변 가게들은 관광객들로 붐볐

다. 한 골목길 끝에는, 11세기부터 역사를 이어 나

온, 생나자르(St.Nazaire) 성당이 있었다. 성당 문

이 개방되어 있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자유 시간에 마을 안을 누비고 다녔다.

골목길이 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참 다니다 보

면, 출발점에  다시 와 있거나, 좀 전에 만났던 일행

과 다시 부딪치곤 했다. 카르카손 관광을 마친 뒤,

그곳에서 약 94km 거리(소요시간 약 1시간 20분)

의 툴루즈로 이동하였다. 

여섯째 날. 4월 27일 (수). 카르카손—툴루즈.

* 툴루즈의 인구는 불과 45만 정도이나 프랑스에서

는, 4번째로 큰 도시란다.  흔히들 ‘툴루즈를 ’장미빛

마을’이라고 부른다. 그 연유는, 붉은 벽돌로 지은

구시가지 건물들이, 석양빛을 받으면 마치 장미꽃

처럼 빛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남서프랑스의 중심도시인 툴루즈는, BC 3세기에 도

시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 후 로마식민지가 되었

다가, 5세기경, 서고트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16세

기경에는, 파스텔 염료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상

업도시로 발전하여 번영을 누렸다. 현재는, 에어버

스 제조 공장 소재지로서 프랑스 항공 산업의 중심

지가 되어 있다. *

툴루즈는, 프랑스 남서부의 문화, 산업, 대학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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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이다.

유수한 소장품이 있는 박물관, 독특한 양식의 종교

건축물, 화려한 중세 저택들이 많으며, 프랑스 항공

산업의 본거지로서 콩코르드, 에어버스 등 항공기

와 아리안느로켙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다. 13세기

때 설립된 대학이 상존해 있고, 10만 명이 넘는 학

생들로 시내는 젊은 활기가 넘친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도착하던 길로 짐을 호텔에 맡겨놓고,

현지식 점심식사를 마친 뒤, 에어버스 공장 견학 길

에 나섰다. 공장에서는, 바깥광장에 전시된 콩코르

드기의 내부를 관람하였고 각종 항공기를 둘러보

았다. 공장내부에서는 구시대의 비행기를 비롯하

여 현재 조립중인 신형기를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시아틀 근교 에버렛(Everett)에 있는, 보잉

공장 견학 때와 비교해 보면, 전시된 항공기의 기종

이나 제작과정에 있는 신형기의 범위로 보아, 규모

가 훨씬 작아 보였다. 공장견학을 마친 뒤, 일행의

의견은, 남프랑스 투어과정에서 에어버스 공장견

학을 빼는 게 좋겠다는데 일치했다.

(그래서인지, 근래 한진관광의 남프랑스 여행 일정

에서 툴루즈가 빠진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일까?)

그날 밤 숙박호텔은, 시내의 Palladia Hotel이었다.

일곱째 날. 4월 28일 (목)  툴루즈—몽펠리에.

호텔 조식 후 툴루즈의 중심가인 ‘카피톨’ 광장에 갔

다. 번화가 중심에 있는 광장 한쪽에, 시청과 오페

라 극장이 있었다. 때마침, 시청 앞 광장은, 온통 장

사꾼들이 온갖 상품을 갖고 나와서, 간이 포장 상점

을 열어놓아, 물건을 흥정하는 시민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이게 상설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인지

는 물어보지 못했다.

우리 일행도, 자유 시간에 카피톨 광장 안을 헤집고

다니다가, 대로변에 즐비한 까페와 식당들을 구경

하였다. 시청사 안에 들어가서 2층 대형 홀에 전시

된, 툴루즈의 역사를 그린 벽화와 천정화들을 감상

하기도 했다.  

이윽고, 우리 일행은, 근처의 ‘생 세르냉 바실리크’

성당으로 향했다. 이 성당은 3세기 때, 툴루즈에 기

독교를 전파하고 지역민의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생 세르냉에게 봉헌된 성당이다. 11세기에

이르러,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길’로 가는 순례자

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거대한 내부공간을 갖춘 성

당을 세운 것이, 오늘날의 바실리크 성당이다.

안쪽 길이가 150m로, 프랑스에 현존하는 로마네스

크 교회 중 가장 큰 성당이다. 성당 안에 들어가서

묵상한 다음, 밖으로 나와 높이 솟구친 성당첨탑을

구경한 뒤, 몽펠리에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몽

펠리에’까지의 거리는 약 72km, 소요시간은 약 1시

간이었다.

몽펠리에는, 한국인 입양아 ‘피엘 상 보이에’ (김상

만)가, 대학에 들어가 요리학과 호텔 경영학을 전공

했다는 곳이다. 먼 길 돌아 나오는 투어 길목에서,

잠간 쉬면서 지난날 그가  타지에서 겪어야 했던 일

들을 생각해 보았다.  

몽펠리에는, 프랑스 남부지방 ‘랑그독 루시용’ 의 주

도이다. 지리적으로, 이태리 국경과 스페인 ‘바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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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로부터 각각  3시간 거리이고, 지중해 해안으

로부터는, 불과 1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

서, 도시 안 어디서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다고 한다. 

몽펠리에에서는, 먼저 중심가인 코메디 광장에 들

린 뒤, 중세기 도시풍경이 남아 있는 구시가지를 지

나서 개선문을 둘러 보았다. 그 이웃 생 피에르 대성

당 밖을 돌아 나온 뒤, 현지 식 석식을 마치고, 숙소

인 Crowne Plaza Montpellier호텔에 짐을 풀었다.

여덟째 날. 4월 29일 (금) 몽펠리에—아를—마르세

이유—공항.

몽펠리에에서 ‘아를’ 까지는, 약 91km 거리로 약 1

시간이 걸렸다. ‘아를’은, 프랑스 땅이란 게 믿어지

지 않을 만큼 로마유적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관광의 시발점은, 1세기에 건설된 로마 시대의 원

형투기장, 아니면 그 이웃에 있는 반원형 고대극장

이었다. 

우리 일행은, 먼저 고대 극장에 들러 몇 개 남은 대

리석 기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행 중

한 분이 우리를 위해 목청껏 독창을 하기도 했다.

곡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이웃 원형투기장에서는, 때마침 학생들이 줄을

지어 검술 시늉을 내며 체력단련을 하고 있었다. 

아를은,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와도 인연이 깊다. 고흐의 많은 작품이,

아를 주변을 배경 삼아 제작되었다. 

우리 일행은 아를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고흐

작품의 배 경이 된 개천가에서, 같은 배경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시내에서는, 고흐의 작품 ‘밤의 카페 테라스“ 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흐 카페’ 에 들리

기도 했다. 고흐가 한때 입원한 적이 있는 병원 터

에 지은 ‘에스파스 반 고흐’ 는, 종합문화센터로, 넓

은 터 안에 도서관, 영상자료관, 연구자를 위한 숙

박시설, 다목적 전시관 등이 들어 있었다. 우리 일

행은, 고흐가 100년 전에 그린 그림 속 풍경이 그대

로 남아 있는 정원을 둘러본 뒤, 매점에서 고흐의

작품엽서 등 기념품을 구입했다.     

그날은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날이라, 아를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다.오전 중에, 아를에서 약 90km

떨어진 마르세이유로 이동하였다.

* 반 고흐는, 1853. 3  네델란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한때 네델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작가로

활동하다가, 프랑스로 옮겨와서 활동하였다. 화상

인 동생이 아를에 화실을 마련해주자, 고갱 (Paul

Gauguin : 1848 - 1903, 프랑스의 후기인상파 화가)

를 불러들여 함께 작품 활동을 하였으나, 수개월 뒤

의견차이로 고갱이 떠나버리자, 1888 가을에 발병

하였고, 발작을 일으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리

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 후로, 정신병원에의 입, 퇴

원을 반복하다가, 1890 봄, 동생이 주선하여  파리근

교에 정착하였으나, 7월에 권총자살을 하고 만다. *

마르세이유에 도착하던 길로, 마르세이유의 상징

인 노트르담 성당으로 이동했다. 이 성당은, 해발

161m의, 마르세이유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건립

되었고, 60m 높이의 종탑 위에는 황금 옷을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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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상이 세워져 있다.

약 20분쯤, 좁은 언덕길을 올라간 버스들은, 주차

시설이 없어서 성당의 훨씬 아래쪽 노변에 줄지어

주차시켜야만 했다. 관광객들은, 버스를 내린 다음

에도, 15분가량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만 했다. 다행히도 성당 아래층에서 옥상 전망대

까지는 승강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마르세이유 어디에서나 이 성당을 바라볼 수 있었

다. 성당 옥상에서 내려다 본 마르세이유 시내와 지

중해의 전경은, 파란 하늘과 어울려 한 폭의 아름다

운 풍경화를 이루고 있었다.

시내로 돌아온 뒤, 어선과 요트들이 꽉 들어찬 구

항구 부두에서 버스를 내려, 공항으로 떠날 때까지,

자유 시간을 가졌다. 부둣가 광장에 이르는 해변은,

먹거리와 잡화를 파는 간이상점들이 줄을 이었고,

광장에서는 에어로빅 쇼가 한창이었다. 

새벽에만 열리는 어시장을 구경 못한 것이 유감이

었지만, 부근 번화가 거리인 까느비엘 대로를 산책

하면서 주변 상가들을 둘러보며 아이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

오후 8:40 출발예정인 KAL기는 예정보다 출발이

지연되었고, 다음날(4.30. 토) 오후 4시경, 인천공

항에 도착하였다.

오후 5:15 발 부산행 KAL기에 환승하여, 오후 8:20

경 부산에 도착하였고, 오후 10시경 무사히 귀가하

였다.

4. 후기.

가. 이번 여행길에서 ‘영어의 세계화’를 절실히 통감

하였다. 마르세이유를 기점으로 여행하면서,

들르는 곳마다 현지 프랑스 여성 안내인이 합류

하여  팀을 안내하였는데, 모두가 영어로 이야

기하는 것이었다. 상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대체로 영어가 통했다.  

얼핏,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필수 과목으

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것이 특정

학교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화된 것인지

는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튼, 문화의 우월성과

자존심을 내세워, 프랑스를 찾는 외국인에게 불

어 사용만을 고집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았다.  

나. 남프랑스의 많은 곳, 특히 개발이 긴요한 지역

에서조차, 고대 로마시대나 중세기 때 축조한

고성과 가옥 등, 옛것을 온전히 보존해 오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인의 지혜

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버스로 장시간 여행하는 사이, 가이드 Mr. 김의

프랑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은, 해박하면

서 깊이가 있어 칭찬받을 만했다.

틈틈이, 프랑스 샹송을 선곡. 편집한 디스켓과,

우리 귀에 익은 명곡들을 틀어 주었고, 샹송에

얽힌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샹송 곡

은 귀에 익은데, 에디트 피아프의 애절한 목소

리 외에는 누구의 노래인지, 또 영어로만 듣던,

Autumn leave 와    My way 외에는, 곡명을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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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로 듣는 샹송은, 정말 아름다웠고 마음깊이

와 닿았다.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왜 불어공부를 안 했던

가 하고 후회하기도 했다. 

사실은, 여행 떠나기 전에, 딸이 보내준 불어회

화테이프를 틀어 놓고, 기초라도 익히려 노력했

으나, 발음이 너무 어려워 단 하루 만에 포기하

고 말았다.

버스 칸에서 Mr.김에게, 두어 번 샹송 틀어주길

부탁한 일을 기억했던지, 마르세이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샹송 23 곡이 든 디스켓을,

선뜩 내게 선물로 주었다.

“아 아니 장사밑천인걸 주면, 일을 어떻게 할 거

냐!” 고 부르짖자, “집에 가서 또 만들면 됩니

다.”라는 것이었다.

요새도 가끔 샹송을 듣는다. 그럴 때면, 김형식

가이드의 소탈한 모습이 생각난다. 어딜 가건,

늘 건승(健勝) 하기를 빌고 있다.

라.  단체투어는, 고령자에게 한마디로 고역이다.

다녀온 뒤 5.5 아이들에게 보낸 메일 중 일부를

소개하면서 이 졸문(拙文)을 끝맺으려 한다.

“ -- 9일간, 매일 6시 기상, 7시 호텔 조식, 8:30 출

발, 그리고 밤 9시경 호텔에 돌아와서 샤워 후 취침.

니스에서의 2박을 빼고는, 매일 밤 다른 호텔에서

자야했고, 관광지마다 많이 걸어야 했으니, 피로할

수 밖에 없었다.

단체투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니 연장자들에겐 “즐

거운 고역”이라 하겠지. --

-- 아무튼 오늘까지도 시차적응이 잘 안 돼 한 밤

중 2시쯤엔 꼭 깨어나곤 한단다.--“

* 부기 = 이 글은, 여행하기 전.후에 작성한 메모지

외에도, 여행사가 제공 해준 여행안내문과, RHK (랜

덤하우스코리아) 사의 “세계를 간다” 책자. France

편 (2014 개정출간) 등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6. 10. 3.  서재에서 卒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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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구 변호사

보덴호(Bodensee)를
찾아서
노 하이커의 푸념(2)

호반의 나그네

어머니 생전에 그러셨다. “너는 물을 좋아해서,

물가에 살 팔자더라.”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

데, 이 글을 쓰려다 보니, 문득 60년 전에 들었던 어

머니 말이 생각난다. 

이제 생각하니, 주거도 어려서는 바로 시냇가에

있었고, 장년 이후 40년은 바다에서 불과 30여m

거리에서만 살았다. 내가 20 수 년 동안 혼자서 아

니면 둘이서 나갔던 해외여행도 우연인지, 필연인

지 대부분 호수를 중심으로 한 여행이었고, 특히 내

게 감동과 휴식을 안겨준 여행은 예외 없이 호반이

나 강변의 소요(騷擾)였다. 

독일 서남부, 이름도 길쭉한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주에는 이 주를 남북 500리

에 걸쳐 뻗어 있는 슈발츠발트(Schwarzwald - 검

은 숲)가 있고, 이 숲이 끝나는 곳에 길이 63km, 폭

14km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3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드넓은 호수 보덴제(Bodensee)가 있

다. 그 호수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주위에는 여름에

도 녹지 않는 장엄한 설산들과 그림 같은 마을들이

있어 더욱 아름답다.

내가 보덴호반 하이킹(도보여행)을 궁리하기는,

실은 5년도 넘었다. 궁리만 했지 너무 멀고 외진 곳

이라는 선입견에 미루기만 하면서, 쉬운 대로 일본

열도 종주에만 정신을 파는 사이, 나이가 70대 중반

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유럽여행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작년(2015년) 가을에는 산책 위주의 도

보여행이라도 하자싶어 모든 준비를 끝내고 떠날

날만 기다리는데, 출발 이틀 전 사무실에 사정이 생

겨, 다시 금년 봄으로 미루어졌다. 다만, 작년에는

보덴호로 내려가기 전에 온천도시 바덴바덴에서 며

칠 쉬였다가 프라이부르크를 거쳐 내려갈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비록 나이

는 한 살을 더 보태 78이 되었어도 아직 다리는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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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데, 아름다운 자연에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를

가면서, 굳이 비용도 많이 드는 휴양도시에서 시간

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거기다가, 이 바덴주는 내가 젊어서 좋아했던, 은

둔과 방랑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고향이고 그 작품

의 주 무대다. 헤세와 함께 강변을 걷고, 호반을 배

회하고 싶다는 욕심까지 곁들여 시발점 하이델베

르크와 종착점 보덴호(Bodensee)만 그대로 하고,

나머지 경유지는 모두 지방 소도시로 바꾸었다. 그

러다보니, 찾아가는 교통편이 거의 무시되어 예약

을 도왔던 막내도 불안해 했다.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로 

2016. 5. 21.(토) 맑음

오후 1시 1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지

는 해를 쫓아 12시간만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어

도 현지 시간으로 당일 오후 5시 40분이다. 이 곳 일

몰 시각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9시 가까이 되어야 해

가 질 것이다. 짐이래야 10kg도 되지 않을 배낭 하

나를 휴대화물로 가져와, 짐 찾는데 시간 보낼 일도

없다. 내리고 생각하니, 프랑크푸르트에 지인이 한

사람 있는데, 미리 전화해서 픽업이나 부탁하고 저

녁 대접이라도 하고 떠날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공항 지하 장거리역(Fernbahnhof)에서 하이델

베르크행 승강장(Gleis)을 찾아, ICE(도시간 초특

급)를 타고 한 시간 쯤 걸려 도착했어도 해는 아직

지지 않았다. 하이커들이 노상 두려워 하는 것이 일

몰이다. 역 ⓘ에 들려 시내지도를 얻어서, 예약된

호텔이, 가까운 강가에 있고, 도보 20분 정도면 충

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가는 길에 간단한 요기를

하고 들어가야지.

네카어(Neckar)강과 철학자의 길

5. 22. (일) 맑음

아, 잘 잤다. 창을 열자 하이델베르크 외각을 흐

르는 네카어강(라인강 지류)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어제 기내에서 처음 주는 기내식을 먹고 일어나 주방

옆에 승무원들 의자를 접어 벽에 붙여서 생긴 임시

공간에서, 전부터 장거리 비행이면 으례 했던 대로,

10여분 동안 운동을 하고 자리에 돌아와 책을 보다

가, 출발지(한국) 취침시간에 맞춰 수면제 반 알을

먹고, 해는 중천에 둔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거의

수평으로 펴지는 의자 위에서 대여섯 시간 깊이 자

고 일어나 다시는 자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왔다.

역시 많이 피로했던지 어젯밤은 정신 없이 잤다. 이

렇게 되면 시차는 걱정 안해도 된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11시가 넘어 강을 건넜더

니 강변은 온통 넓은 초지여서 어린애들, 가족들,

연인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다. 강가에는 내 어린 시

절,시골 마을 앞이나 냇가에서 흔히 보이다가, 지금

은 거의 안 보이는 미루나무(버드나무라고도 불렀

다)가 여기 저기 서 있다. 나도 높이 30m도 넘어 보

이는 키다리 미루나무 아래 자리를 잡는다. 

어린애들 공놀이 구경도 시드렁해져 바랑(간이

배낭)을 벗고 어제 기내에서부터 읽던 책을 꺼내 읽

는다. 잠시 후 내 옆에는, 역시 가벼운 배낭을 맨 노

인이 개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본다. 마침 눈이 아

프던 참이라, 노인이 신문을 보고 나면 얘기를 좀

나눠볼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한 눈을 파는 사이

노인은 졸리는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누워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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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는 옆에 앉아 꼼짝 않고 주인을 지키고 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지 배가 출출하다. 아침에 나오

면서 바나나 준비를 깜박했다. 뭐 좀 사먹을 것 없나

싶어 두리번거렸더니, 언제 곁으로 왔는지 기러기 세

마리가 등 뒤에서 풀을 뜯고 있다. 내가 언젠가 캐나

다 록키산맥에 있는 어느 골프장에서, 황소 같은 순

록 무리와 같이 풀을 뜯는 기러기들을 안 보았다면

이 놈들이 기러기인지 별나게 큰 오리인지 구별도 못

했을 것이다. 사진을 찍을까 하고 셀폰을 찾는 동안

어느 새 돌아서서 뒷뚱거리며 강 쪽으로 가버린다. 너

무 뚱뚱해서 부끄러운 모양이다. 강에는 욧트 두 척

이 떠있다.

덮어놓고 풀밭을 따라 강 상류 쪽으로 걷다가 길

가 노점에서 도너츠 비슷한 건빵 하나와 물 한병을

사서, 빵 한 조각에 물 한 목음 씩 마셔가면서 강만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그런 대로 허

기는 가셨는데, 무심결에 너무 많이 걸어왔다.

얼마 가지 않아 눈 앞에 이 도시 상징 중의 하나

인, 아름다운 돌다리, 카를테어도어 다리(Karl-

Theodor-Brücke)가 나타난다. 이 다리가 보이면

산성도 보이지 않겠는가. 고개를 들자 역시 강 건너

그리 멀지 않은 산 기슭에, 네카어강 사암으로 쌓았

다는 하이델베르크성이 붉으레하게 보인다.

올라가 보면 이 성을 언제(14세기) 누가 쌓았고,

언제 몇 번 파괴되었으며 누가 중수를 하였다고 상

세히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여행안

내서로도 충분하다. 앞으로 내 가는 길에 고성은 많

이 나타날 것이고(독일에는 현재 보존되어 있는 고

성이 10,000개도 넘는다고 한다), 그 성들은 거의

다 산성이여서 멀리서도 잘 보일 것이다. 좀 떨어져

서 성 전체 모습 바라보고 ‘아름답다’ ‘장엄하다’ 느

꼈으면 되었지, 역사가도 건축가도 아닌 나같은 나

그네에게 그 이상 더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물론

성 중에는 그 내부 장식이 특출하거나, 중세나 근세

초의 미술품을 잘 수집·보관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

을 내어 들려볼만한 것들도 있다. 이러한 성들은 대

개 근세 이후의 성들이다.

다리 건너편을 유심히 보니, 내가 약 15년 전 쯤

집사람과 같이 3일을 묵었던 호텔이 보인다. 비교

적 싸고 편안한 호텔이였다. 다리를 건너 호텔까지

한번 걸어가 볼까하다가 부질없다 싶어, 발길을 반

대 방향으로 돌린다. 전에 혼자 걷다가 중간에서 돌

아온 ‘철학자의 길(Philosopenweg)’을 마저 걸어야

겠다. 내가 학문의 도시요, 대학의 도시인 하이델베

르크를 노령에 다시 들리게 된 데는 이 길과의 인연

도 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보니 큰 실수를 했

다. 산책로는 상당히 높은 산 허리를 감고 도는 길

이여서, 다리 쪽에서 산책로까지 오르는 데도 ‘슈랑

겐 소도(Schlangenweg)’라고 하여 그 경사가 보통

이 아닌 오솔길을 올라야 한다. 경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 군데 군데 계단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계단

수만 해도 수 100개에 달해(아마도 300계단이 넘을

듯), 쉬엄 쉬엄 오르지 않고 바삐 걷다가는 여기서

녹초가 되고 만다. 15년 전에는 내 나이 아직 60대

중반이였고, 때가 이른 아침이였는데도 큰 홍역을

치렀는데, 왜 내가 그 때의 기억을 상기시키지 못했

을까. 중간에 두 번씩이나 돌아설까 망설이다가 그

때 마다 왔던 길이 아까워 기를 쓰고 오른 끝에 30

분 가까이 걸려 겨우 산책로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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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와서 생각하니, 이 산책로는 그 단골손님이

였다는 헤겔이나 야스퍼스는 제쳐두고, 시인 괴테

(괴테 고향은 프랑크푸르트)마저 이 길을 좋아했다

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역사가 최소한 18세기 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것 같다. 아마도 그 때는 길이 4km

가 넘는 지금의 산책로 전부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

았을 것이고 여기 슈랑겐소도가 끝이였을 것 같다.

산책로를 따라 발걸음을 우로 하여 제법 속도를 내

본다. 한 참을 가다가 강 쪽을 바라보았더니, 햇빛

에 반짝이는 하이델베르크성, 그 아래 붉은 지붕의

구 시가지, 아취형 카를테어도어다리가 그대로 한

폭의 수채화다. 울창한 침엽수 사이를 2km쯤 걸었

더니, 길 왼 쪽에 약수터가 보인다. 내가 15년 전 어

느 이른 아침에 꼭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간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때는 지친 산책객 목 축이기에 안

성맞춤이다 싶었던 그 물줄기가 어디론가 사라졌

다. 수도꼭지는 그대로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길이 이리도 멀줄 알았으면 강가에서 마시고 남은

물병을 가져오는 것인데. 

약수터에서 한 참을 걸었을 때 길이 갈린다. 한

가닥은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고, 다른 가닥은 산

아래 쪽으로 내려간다. 산책로가 너무 길다 보니 중

간에 돌아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샛길을 만들어 둔

것 같다. 내 앞에서 걸어가던 두 남자도 아랫 길로

내려간다. 나는 어차피 갈 데까지 가보는 것이다.

한참 만에 또 길이 갈린다. 역시 바로 뻗은 윗길

을 택한다. 이제는 앞 뒤에 사람이라고는 없고 요란

한 새 소리뿐이다. 그동안 왔던 길이 산 허리를 돌

았는지 방향이 바뀌어 숲 사이로 보이던 낙조가 사

라지자, 거수들로 둘러 쌓인 산책로가 갑자기 어두

어지면서 좀 으시시하다.

그때 등 뒤에서 난데 없는 인기척이 들린다. 긴장

해서 돌아보았더니 한 노인이 빈 몸으로 걸어오다

가, “구텐 탁(Guten Tag)”하여, 나도 “그뤼스 곳

(Grüss Gott - 주로 남독일에서 시간과 관계 없이

쓰는 인사말)”하자, “일본에서 왔느냐”고 묻는다.

“일본이 아니고 남한에서 왔다”고까지는 근근히 대

답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밑천 드러나겠다 싶어, 얼

른 영어로 “실은 나 독일어를 못한다”고 자백했더

니, 그도 영어로 “이 길에서 일본 사람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고교 시절 독일어를 거의 독학하다시피 하면서,

부교재 삼아 명색이 중편소설을 두 권이나 읽었는

데도, 무정한 세월에 대부분의 어휘는 증발해버리

고, 겨우 남아 있는 일부 기본 어휘도, 순발력이 떨

어져 제 때에 나와주지를 않는다. 여기 오기 전에

셀폰에다가 여행에 필요한 사무적인 문장들을 입

력해 놓고 외워보기도 했으나, 결국 장난밖에 안된

다. 이 점은 오늘 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세

연방 떠나면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독일어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자주 걷느냐” “집이 여기서

가까워 자주 걷는다”, “동아시아 쪽에 와본적 있느

냐” “젊어서 한 때 배를 타면서 일본 요꼬하마에는 가

본적이 있다”는 말들이 오가고 나서, 그가 내 나이를

묻는다. 엉겹결에 “80이다”고 했더니, “믿어지지 않

는다”면서 내 얼굴을 유심히 본다. 자기는 77세인데

자기보다 내가 더 젊고 활력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이때 ‘80세는 한국식 나이고, 나도 제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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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78세 몇 개월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평소

에 아무 합리성도 없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부끄럽

게 생각하던 터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산 안 쪽으로 들어가던 길이 한 바퀴 돌더

니 다시 아래 쪽으로 내려간다. 종점이 없이 반환점

만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종점이 가까운 것 같

다. 내 오늘 체력으로 이 길을 걸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무리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마침 거기에 산책객을 위해

서 만들어 둔 듯한 시내버스 승차장이 있다. 노인과

같이 버스를 탔더니, 잠시 후 노인이 내 버스비까지

내고 먼저 내렸다가 버스가 떠나자 손을 흔들고 걸

어간다. 

오늘 행보는 이 정도면 됐다. 

집에 전화를 해준다는 것이 깜박했다. 한국은 지

금쯤 밤중이겠지.

헤르만 헤세의 도시, 칼브(Calw)

5월 23일(월) 흐리고 비

오늘은 기차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남쪽에 있

는 숲의 나라, 슈발츠발트 입구에 있는 변방의 소도

시 칼브까지 가야 한다. 서둘러 체크아웃을 마치고

중앙역(Hauptbahnhof)으로 나가 일단 프라이부르

크행 ICE에 오른다. 한국에서 독일 철도패스(Ger-

man Rail pass)를 사오고 보니 좀 비싸기는 해도,

행선지 보아서 아무 차나 탄다는 것이 여간 편하지

를 않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철도가 발달한 대륙이고, 그

중에서도 독일은 특히 철도망이 좋다. 큰 지도를 펴

놓고 보면, 철도가 시골 구석 구석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가히 기차 여행의 천국이라고 해야 할까.

전에 왔을 때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전원 풍경

을 감상한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였는데, 오늘은 날

도 흐린데다, 초고속으로 달리다보니, 그런 행운은

기대할 수가 없다. 도중 카를스루해(Karlsruhe)에

서 내려 슈트트가르트행으로 바꿔탔다가, 다시 포

르츠하임(pforzheim)에서 내려 나골트행으로 갈아

탄다. 차를 하루에 두 번 이상 갈아탄다는 것은 예

삿 일이 아니다. 그 때마다 기다리는 시간도 문제이

거니와 그 지루하고 초조함에 사람이 저절로 지친

다. 30분 가까이 기다리자, 우리 연배가 학창시절,

서울 동대문역에서인가 가끔 보았던 두 칸짜리 전

동차 비슷한 열차가 출발한다. 철로 역시 그 때 보

았던 그 단선 철로다.

예약된 호텔은 칼브에 있는 유일한 호텔이 오늘

만실이 되어, 칼브 한 정거장 못 미쳐 힐자우(Hir-

sau)에 있는 호텔이다. 힐자우역에 내렸더니 비가

내리는데 어디 은신할 곳이 없다. 역사는 있어도 문

이 모두 폐쇄되어 있다. 근래에 무인역으로 바뀌였

나 보다. 그래도 사람 은신할 곳은 좀 두고 문을 잠

그지.

할수 없이 호텔로 전화해서 픽업을 부탁했더니,

전화 받는 여자가 “지금 호텔에 직원이 나 혼자밖에

없다. 호텔이 역에서 가까워, 15분 정도 걸으면 된

다”면서 길만 가르쳐 준다.

역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다. 비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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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걸을 수도 없고, 집에서 나올 때 배낭 속에 있는

우산을 무겁다고 꺼내버리고 온 것을 후회하고 있

는데, 마침 할머니 한 사람이 역사 앞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건다. 옆으로 가서 “가까운 호텔로 가

는데 좀 편승할 수 없겠느냐”했더니, 자기는 가는

방향이 달라서 안되겠고, 역시 호텔이 그리 멀지 않

다 면서 그대로 가버린다. 가는 차를 멍하니 처다본

다. 비가 안 온다면 누가 애걸복걸하겠나. 스무 번

이상 했던 일본 도보여행에서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심이다. 하기야, 이 외진 곳에서 황갈색 피

부에 허술한 옷차림의 이 낯선 노인을 어떻게 믿고

동승을 시키겠나.

도리가 없다. 배낭 속에서 란드리백으로 가져온

비닐봉지를 꺼내 머리에 쓰고 동네로 내려간다. 길

가에 식당이 하나 보이고 유리창에 피자도 그려져

있고, 터키 요리 ‘케밥‘도 보인다. 배도 고프고 비도

좀 피해야겠다 싶어 일단 들어가 본다. 주인으로 보

이는 뚱보 할배가 혼자서 무엇을 먹고 있다. 피자를

먹겠다고 했더니,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말

로, 두 손을 흔들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아마도 “지

금 직원이 없어 피자는 안된다”는 말인 것같다. 그

래 놓고 자기는 먹던 것을 다시 먹는다. 배는 고픈

데 이거 난감하다. 그때 주인 먹는 음식을 유심히

보니, 무슨 빈대떡 비슷한 것에 고기와 토마토를 싸

서 먹는다. 됐다 싶어, 나 역시 영어 반 손짓 반으로

“당신 먹는 그것, 내게도 좀 만들어 주면 안되겠느

냐”고 하자, “오케-”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해서 얻어먹듯이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

을 둘러보니, 벽에 이스탄불 풍경 사진들이 걸리고

‘케밥’을 주 메뉴로 적어놓은 것으로 미루어, 할배는

근년에 터키에서 이민왔고, 그래도 다소 재력 있는

노인이 되어 이 시골에 들어와 식당이라도 차리지

않았나 싶다. 나오면서 내가 지갑에서 5유로 지폐

두 장을 꺼냈더니, 한 장만 달라고 한다.

예약된 호텔은 요즘 한국이나 일본 시골에서 흔

히 보는 펜션 규모의 여관이다. 역시 여직원 한 사

람이 앉아 있다. 배낭을 벗어 놓고 나서 잠시 졸다

가, 프론트로 내려가 우산을 빌려 쓰고 오늘의 행선

지 칼브까지의 거리를 물었더니 4km라고 한다. 오

늘 행보로는 알맞는 거리다.

빗줄기가 아까보다는 약해졌으나 쉽게 개일 것 같

지는 않다. 예약할 때까지만 해도, 힐자우는 칼브와

서로 이어진 도시인줄 알았더니, 이어진 것도 아니

고, 도시라기 보다는 전원에 조성된 하나의 촌락이

다. 길 주변에 인가가 별로 없다 보니, 보행자라고

는 한 사람도 안 보인다. 을씨년스럽게 땅만 쳐다

보고 추적 추적 걸어가는데, 뜬금없이, 나가오까 게

이노스께의 역사소설 <오다 노부나가>에 나오는 아

께찌 미쓰히데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무장이고 시인이였던 그가 오랜 번민 끝에, 하늘

같은 상전이요, 오만한 폭군이였던 오다 노부나가(일

본전국시대 말기에 급부상하여 통일의 기초를 닦은

영주)를 암살하기 얼마 전 시회에서, ‘때는 바야흐로,

궂은 비 지척이는 오월이어라(필자 의역)’라고 연가

(連歌) 첫 구절을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계절로 보

아, 바로 지금 이 철이였을것이다. 

칼브에 들어서자, 비는 얼추 개었는데, 검은 숲

초입 답게 무성한 전나무 숲을 배경으로 한 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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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고즈넉한 분위기

다. 돌아갈 때를 생각해서 우선 칼브역을 확인해 두

고, 나골트(Nagold)강 위에 걸쳐 있는 마르크트 다

리를 건너 시청 앞을 거쳐 고색창연한 분수대 옆에

있는 헤르만 헤세 박물관으로 향한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다. 월요 휴관인 모양이다. 이

런 낭패가 없다. 가까이 있는 헤세의 생가에는 지금

타인이 살고 있다. 시청(Rathaus) 앞 거리에는 헤세

의 실물크기 동상이 세워져 있어, 내 키를 대보니,

키나 체구가 나하고 비슷하다. 헤세는 비교적 작은

체구였던 모양이다. 헤세의 초기 작품 <수레바퀴 아

래서(Unterm Rad)>가 바로 이 동네를 무대로 한 자

전적 소설이다. 이 작품은 지금부터 110년 전인 헤

세 나이 29세에 쓰여져, 그동안 전 세계 문명국 언

어로 번역되고, 내 연배들 젊은 시절에 짭짤한 감명

을 주더니,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모양이다.

내가 이번 여정에 교통도 불편한 이 소도시를 끼

워넣은 데는 바로 이 헤사와의 작은 인연에서 비롯

되었다. 지금부터 10년 전 스위스 루체른에서 남쪽

으로 알프스를 넘어, 3일 동안 루가노호반을 거닐

었던 적이 있다. 그때 스위스 관광청이 발행한 티치

노(Ticino)주 여행안내서까지 가져가고도 막상 현

지에서는 잊어버렸다가, 하필이면 루가노를 떠나

는 버스를 타고 나서야 꺼내보았더니 거기에, 루가

노 교외 몽타니올라에 헤세가 40년을 걸었던 ‘헤세

의 길’이 있고, 그의 무덤 역시 루가노 호반의 아본

디오 교회 묘지에 있다고 적혀 있지 았은가. 흡사

헤세에게 빚을 진 기분이였다. 

이제 소설의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의 발자취를

찾아 볼까.

헤세광장을 지나 다시 나골트강을 향해서 이번

에는 오래된 돌다리로 올라간다. 이 다리가 바로 한

스가 매일같이 지나다녔고 그 난간에 앉기도 했던

그 니콜라우스 다리이고, 소설에는 ‘alten Brücke’
로 나온다. 이 다리에는 공교롭게 다리 중간 한 편

에 역시 소설에 나오는 자그마한 고딕식 석조 예배

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Nikolauskapelle)이 1400

년 경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근래 나온 어느 번역판에는 이 돌다리를 ‘낡은 다

리’로, ‘alten Rathaus’는 ‘낡아빠진 시청사’로 번역

해 두었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다리는

헤세 당시까지만 해도 500년 이상의 세월을 버티면

서 원형을 유지해 온 귀중한 문화유산이고, 시청사

역시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기품 있는 건물인데, 헤

세가 ‘낡았다’고 표현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저 ‘오

래된 다리’ ‘오래된 시청사’, 특히 다리는 그 후에 생

긴 새 다리(예컨대 Marktbrücke)에 비해서 ‘구교’

라는 의미가 아닐까. 

다리 아래는 한스가 낚시를 즐겼던 나골트강이

소리도 없이 흐르고 있다. 칼브같은 시골에서, 용

나듯이 나타난 수재 한스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열약한 건강에, 고질인 두통까지 지니고서, 이 시골

전원도시의 자연에 묻혀 혼자 생각하기 좋아하는

섬세한 소년으로 자란다. 그는 주위의 기대와 촉망

에 몰려 그가 좋아하는 수영과 낚시마저 포기하고

당시 수재들의 출세 코스인 신학교 입학을 위한 주

(州)시험에 2등으로 합격하여, 전액 국비인 마울부

론 신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감수성 예민한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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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당시의 경직되고 비인간적인 교육 환경에 적

응하지 못하고, 신경증을 얻어 정양을 위해 고향 칼

브로 돌아왔다가,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기계공장 공원으로 취직했으

나, 끝내 좌절하고 만다. 이 소설은 헤세의 자전적

소설 가운데서도, 그의 암울했던 소년기를 회상한

가장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한다.

또 무심결에 강변을 너무 많이 걸었다. 오늘 아침

하이델베르크를 떠나 기차를 세 번 씩이나 갈아탄

것을 까마득하게 잊었다. 생가 옆 식당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 잔 했더니, 몸도 늘어지

고 날도 저물어간다. 갈 때는 열차를 타야겠다.

대학의 도시, 튀빙겐(Tübingen)

5월 24일 (화) 맑음   

오늘은 내 중간 정착지 튀빙겐으로 가는 날이다.

전날 탔던 그 열차로 꾸불꾸불한 나골트강을 따

라 내려가, 나골트역에서 튀빙겐 가는 열차로 갈아

타고 튀빙겐 중앙역에 내렸더니 정오가 지났다. 예

약된 크로네호텔은 역에서도 가깝고 역사가 400년

이나 되는 유서 깊은 여관이다. 체크인 시간이 안되

어 얼른 배낭만 맡기고 나와, 생선요리 페스트푸드

점을 찾아 튀김을 먹고 나서 바로 호텔 옆을 흐르는

강가로 향한다.하이델베르크를 떠나면서 헤어진

네카어강 상류를 여기 와서 다시 만난 것이다.

강 가운데에는 길이 1km가 넘는 긴 섬이 있고,

섬 가운데로 플라타나스 산책로(platanenalle)가 있

다. 내가 이번 여행에서 여정을 바꿔 가면서 튀빙겐

을 포함시킨 데는, 안내서에서 본 이 산책로도 한

몫 했다. 봄에서 막 여름으로 넘어가는 절정의 계절

이라, 길 양편의 거목들이나 거기 공생하는 동물들

도 제철을 만난 듯 활기가 넘친다. 휴일이 아니여서

보행자도 드믈다.

지도를 보니, 산책로 끝에서 강 건너편 언덕 쪽으

로 다리를 건너면 호엔튀빙겐성으로 올라가는 샛

길이 있다. 지도만 보고 덜컹 올라간 것이 또 실수.

예삿 경사가 아니다. 그제 슈랑겐소도에서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 철이 날 때도 되었는데(뒤에 알고 보

니 시내 도심에서 올라가는 편한 길도 있었다.). 

이런 때는 가이드 없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이

여간 고달프게 느껴진다. 그래도 가이드를 대동하

다 보면 또 다른 크고 작은 불편들이 따른다. 내가

10 수년 전 러시아 구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여행

하면서, 치안이 마음에 걸려, 유학 핑계로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인 가이드를 썼다가 크게 실망하고

난 뒤로, 다시는 가이드를 쓰지 않는다. 그래도 길

이나 경사가 슈랑겐소도에 비하면 반도 안되어서

그럭 저럭 안 쉬고 올라왔다. 성 안에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나서 성 오른 쪽 아래로 흐르는 네카어강

이나 성 바로 밑에 빨간 지붕의 목조 가옥들이 연이

어 있는 구 시가지를 내려다 보니, 역시 올라오기는

잘했다 싶다. 내려올 때는 정문으로 나와 완만한 경

사 길을 따라 명문 신학교였던 에반게리슈 슈티프

트(EV Stift)와 1477년에 세웠다는 구대학(Alte

Aula)을 둘러본다.

잘 알려진 대로 튀빙겐은 세계적인 대학도시다.

10만도 못되는 인구에, 그 40%가 대학생이거나 대

학 관계자라는 것이다. 결국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

는 대학 속에 도시가 있는 셈이다. 내가 가 본 도시

중에는 미국 서부 스텐포드시가 바로 스텐포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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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속에, 대학을 위하여 있는 도시였던 것과 비슷하

다. 법철학자 헤겔(Hegel)을 비롯해서, 이 신학교나

대학에서 젊음을 보냈던 세계적인 학자·문인·예술

가는 무수히 있다. 특히 이 신학교(Stift)가 전 세기

초까지 독일의 수재 교육을 담당했고, 여기에 입학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수레바퀴 아래서>에

도 잘 묘사되어 있다.

구대학에서 나와 거기에서 가까운 <헤켄하우어>

고서점으로 들어간다. 이 서점은 헤세가 1895년부

터 4년을 일했던 곳으로, 100년 이상 지난 지금까

지도 상호나 건물이나 업종이 그대로다. 간 김에 기

념으로 책이나 한 권 살까 싶어 두리번거렸더니, 책

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영문판 책이 안 보여 주인

에게 물었더니, 영문판은 없다고 한다. 젊어서 번역

판으로 읽은 적이 있는 헤세의 장편 <크눌프(Knulp

Drei Geschichten Aus Dem Leben Knulp)>의 고

본이 보인다. 고독한 방랑자 크눌프의 얘기를 원문

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서가에서 빼들고 몇 장

넘겨본다. 모르는어휘가태반이다. 내처지에독일

어공부를다시시작할것도아니고, 사전찾아가면

서 언제 이책을 읽겠나. 다시 제자리에 꽂아둔다.

그래놓고도 왠지 아쉬어 이 구석 저 구석 기웃거렸

더니, 한 쪽 귀퉁이에 4·6판 크기의 영문판 소책자

가 하나 눈에 띈다. 우리도 잘 아는 동화 로빈훗의

이야기(Stories of Robinhood)다. 보존상태로 보아

꽤 오래된 책 같은데, 출판연도가 안 보인다. 손자

에게 선물이라도 할까 싶어, 주인의 서명을 받는다.

다시 네카어강가로 내려왔더니, 많이 지친다. 숙

소로 들어가 쉴까 하고 에버하르트다리(Eberhards

brücke)로 올라서서 강변 쪽을 보니 이 지방에서 소

문난 맥주 레스토랑 네카어뮐러(Neckarmüller)가
보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다시 강변으로

내려가 현장에서 빚어주는 생맥주 한 잔을 시켜 놓

고, 테라스에 앉아 강 위에 떠다니는 보트들을 바라

본다. 

어지간히 피로했던지 꾸벅 꾸벅 한 참을 조는데,

찬 바람이 볼을 스친다. 숙소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됐

나 보다.

5월 25일 (수) 맑음

어젯밤은 독일에 와서 제일 편한 잠을 잤다. 역사

있는 호텔이여서 그런지, 특별히 화려한 데는 없어

도 손님을 편안하게 해 준다. 이 정도면 별을 다섯

쯤 붙여도 손색이 없겠는데, 별은 네 개만 붙이고,

숙박료도 그 정도만 받는다.

오늘은 어디를 돌아볼까. 안내서를 뒤적였더니,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의 하나라는 호엔촐

레른성(Burg Hohenzollern)이 튀빙겐에서 그리 멀

지 않는 곳에 있다. 

지그마링겐( Sigmaringen)행 지방선을 타고 약

30분 쯤 가다가 헤힝겐(Hechingen)에서 내렸다.

그리 멀지 않게 보이는 산 정상에 마치 왕관을 씌워

놓은 듯 아름답게 배치된 산성이 보인다. 거리를 물

었더니 역에서 약 5km, 역 앞에 적혀 있는 전화번

호로 택시를 부를까 하다가 그만둔다. 산이 너무 가

파르게 보인 것이 마음에 좀 걸렸으나 날도 좋겠다,

걷기로 한다. 

산 가까이 까지 평지가 되어 콧노래를 흥얼거리

면서 걷는다. 그러다가 산밑에 와서 성곽을 올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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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예삿 경사가 아니다. 내가 앞서 다리 자랑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평지에서였지, 결코 등산에 자

신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 택시를 부른다 해

도 산 중턱까지밖에는 못 간다. 도리 없이 이제는

경사가 너무 급해, 보이지도 않은 정상을 향해 발을

떼 놓는다. 무릎관절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던 차,

나선형 길이 끝나고 저 위에 성문이 보인다.

얼른 쳐다 봐도 성은 잘 보존된 것 같다. 알고보

니 여기는 독일 프로이센 왕가인 호엔촐레른 집안

이 이 지방 영주로 있을 당시 성을 지었다가 전쟁으

로 모두 폐허가 되고 나서, 그 후 이 집안이 북쪽에

있는 프로이센 왕국을 다스리던 19세기 후반에 들

어 지금의 성을 건축한 후, 1차 대전의 패전으로 왕

조는 소멸했어도, 이 성에는 마지막 황제 빌헬름 2

세의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장식이나 왕가의 유품들이 잘 보존되고 있

는지 입장료도 꽤나 비싸다. 이 외진 산꼭대기에서

쏠쏠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왕가의 유품들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나

랑 같이 내부 순회를 했던 한 노 부부가 그동안 친

해졌다고, 내게 카메라 셔터를 부탁한다. 눌러 주고

나서, 나도 이번 여행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내

얼굴 나오는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내려왔더니, 다른 관광객들

은 각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거나, 오면서 예약

했던 택시들을 기다리고 있다. 방금 사진 찍었던 노

부부가 자기들 타고 온 승용차로 헤힝겐역까지 태

워주겠다는 것을 사양하고 혼자서 왔던 길을 되짚

어 간다. 노부부는 오늘 마인츠까지 가야 할 사람들

이다. 도중에 꽃이 만발한 밭두렁을 만나 좀 쉬어갈

까 하다가, 생각하니 그러다가는 점심시간 내로 튀

빙겐에 닿을 것 같지가 않다. 

튀빙겐 중앙역에 내렸더니, 이미 점심시간이 지

났다. 역 구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에 감자튀

김을 먹고나서, 오후에는 헤겔이 걷고, 헤세도 걸었

을 구시가지를 걸어볼까 하다가, 지금 이 체력으로

돌길을 터벅거린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 다시 가까

운 네카어강으로 향한다. 오늘은 그냥 이 아름다운

강둑을 걷는 데까지 걷고 싶다.

백조의 성을 찾아 퓌센(Füssen)으로

5월 26일 (목) 맑음 

이제 튀빙겐을 떠난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이

도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와 보고 싶다는 도시가 가

끔 있는데, 튀빙겐도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

에 또 유럽여행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

10여회째 유럽여행을 나서면서부터는 장거리 비

행에 자신이 없어,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번이 내

유럽여행의 마지막이다’고 했던 것이, 의외로 건강

(특히 다리 건강)이 지속되는 바람에 ‘한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것이 이번까지 세 번이나 된다. 이제는

적어도 ‘마지막’이라는 말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떠나 바이에른주 남

서쪽 퓌센으로 가는 날이다. 시간상으로 보아, 역(逆)

방향에 가까운 슈트트가르트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ICE를 타고 울름을 경유해서 내려가는 것이 빠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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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요, 벤츠의 도시이

고, 헤겔과 쉴러의 고향이며, 저 소설 속의 수재 한

스가 주 시험을 보았던 이 대도시 슈트트가르트는

원래 내 여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이였는데,

어쩌다가 경유만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도시에는 벤츠의 상징 별 마크가 시내 어디에

서 보아도 보일만큼 높고 큼직하게 서서 돌아가고

있어(그 것도 두 곳에나), 이 도시가 전 세기에 들어

자동차공업으로 융성하게 된 공업도시임을 한 눈

에 알 수 있다.

중앙역 앞 광장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일단 하

행선 ICE에 오른다. 30분 남짓 걸려, 도나우강변에

세워진 또 다른 교통요지이고, 세기의 천재 아인슈

타인을 낳은 울름에 도착하여, 환승할 퓌센행 승강

구를 찾는다. 그런데 열차시각표에 퓌센이 보이지

않는다. 역무원이라도 붙들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

만둔다.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여기 저

기 묻고 다니기도 귀찮고, 패스 있겠다 뮌헨

(München)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뮌헨은 여기보

다 퓌센에서 가까운 대도시이니, 퓌센 직행편이 있

기 마련이다. 

뮌헨행 노선은 가도 가도 전원 사이를 달린다. 간

혹 나타나는 붉은 지붕에 목조 가옥들. 그저 평화스

럽기만하다. 지도를 보니, 중간에 레흐강 연변 아우

크스부르크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 여기서 내려 퓌

센으로 질러갈까 하다가, 앞으로 30분 남짓 걸리면

뮌헨이고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뮌헨 가서 점심

을 먹고 좀 쉬어가자 싶어 지도를 덮었다.

중앙역에 내려, 한국에서는 못 들어가 보았던 페

스트푸드점 ‘버거킹’으로 들어가 햄버거를 먹는데,

맥도날드 보다는 값이 좀 비싸지마는 맛이 있다. 역

사 앞 마리엔 광장으로 나와 이름 있는 맥주집 호프

브로이하우스에 들려 맥주 한 잔을 시켜 놓고 주위

를 보니,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많다. 점심을 햄버

거집 말고 이 집에 와서 먹을 걸 그랬나.

뮌헨은 독일연방에서 제일 넓은 바이에른(Bay-

ern)주의 주도요, 12세기 이후 800년에 걸친 바이에

른 왕국의 수도 답게, 대대로 독일 동남부지방 학문

과 예술의 중심지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다는 얘기

다. 거기다가 뮌헨은 비록 대도시라 해도 관광객이

주로 찾는 구 시가지는 규모가 작고 명소가 집중되

어 있어, 나같은 도보여행자가 돌아보기에 편한 곳

이다. 내가 전에 여기서 하룻밤 묵은적이 있다고 해

서 이번 여행에서 제외시킨 것이 후회스럽다. 예약

이 없다면 여기서 하루 이틀 묵어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원래 여행 첫날 밤 이외에는 숙소 예약을 하

지 않고 다녔다. 여행 초창기, 예약을 해놓고 보면

의례 후회하기 마련이였으니까. 그런데 이번 여행

을 준비하면서는, 근래 독일이 외국 난민들을 다수

입국시키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 데다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최근에 귀국했다는 친구 딸이 “독일은

요즘 난민이 많아 치안이 어수선하니, 숙소도 꼼꼼

히 예약을 하지 않고 다니다가는 무슨 불상사가 있

을지 모른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현지 11박을 모

조리 예약을 해놓고 와 보니, 이미 칼브에서부터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0여년 전까지는 노상 업무에 쫓겨, 여행 성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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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남는 것이 시간이여서, 1년 중 가장

좋은 절기에다, 남들 일하기 바쁜 여행 비수기만 골

라 다니는 터수에, 무엇이 두려워 답답한 예약을 하

고 올 것인가. 사람 사는 곳, 다 비슷하지 않겠는가.

예약에 얽메어 그냥 떠나려니 괜히 심술이 난다.

역시 뮌헨에서는 퓌센까지 2시간 남짓 걸리는 직

행이 있다. 출발 1시간 쯤 지나고부터는 저 멀리 남

으로 설산 줄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도를 보니,

아멜가우어 알프스(Ammergauer Alpen)다. 알프

스 설산은 스위스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독일에도

있다. 그래서 뮌헨 남부를 동서로 달리는 가도를 알

펜가도라고 하는가.

여름에도 눈 덮인 산맥이 있는 곳에는, 맑고 아름

다운 호수가 있기 마련이다. 지도를 보아도 뮌헨에

서 퓌센에 이르기까지 온통 크고 작은 호수 투성이

다. 좀 바보같긴 해도 오늘 뮌헨을 우회해서 오기 참

잘했다. 4시 반 경 퓌센역에 도착해, 가까운 숙소로

들어가 체크인을 하렸더니, 선불이고 현금 아니면

안된다는 바람에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슈방가우

(Schwangau)행 버스를 15분 쯤 타고 내리자 바로

위 산 중턱에 하얀 성이 보인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노이슈반슈타인 성

(Schloss Neuschwanstein)이다. 이 성의 전모를 제

대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성보다 높은 계곡에 걸쳐

있는 마리엔다리에서 부감해야 하는 모양인데, 요

즘 그 쪽에는 무슨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여서 올라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좀 섭섭하다. 이 성은 어제

본 호헨촐레른성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지고, 아름

답기로도 독일에서 두 성이 쌍벽을 이루는 모양인

데, 적어도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인기도로는 호헨

촐레른성은 백조의 성에 비교가 안되는 것 같다.

우선 두 성은 축성의 목적부터가 다르다.

호헨촐레른성은 프로이센 왕가에서 요새를 겸한

궁성을 짓다 보니, 산 정상에다가 그와 같은 중후한

성채를 지었을 것이고, 백조의 성은 고독하고 감상

적인 바이에른 국왕 루드비히 2세가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새보다는 시각적인 아

름다움, 특히 그가 좋아했던 바그너의 작품에서와

같이 중세 전설에 나오는 로맨틱한 세계를 구현하

려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동화 속 궁전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성 이름도 호헨촐레른성 앞에는

Burg(요새로서의 성)가 붙고, 백조의 성 앞에는

Schloss(저택으로서의 성)가 붙어 있다.

외로운 군주 루드비히 2세는 왕국의 재정을 기울

여, 1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 성을 준공하고 나서,

여기에 채 1년도 살아보지 못하고 체포되어 유폐되

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고 말았으나, 오늘 날 이

성은 바이에른 주정부에 문자 그대로 황금알을 낳

는 거위가 되어 있다.

성문 앞까지 걸어 올라가니 입장객은 줄을 서 있

는데, 개관시간이 5시 반까지라고 한다. 이 백조의

성을 보기 위해 하루에 기차를 세 번씩이나 갈아타

고 찾아왔는데…. 그렇다고 크게 실망할 정도는 아

니다. 실은 내 이번 여행 중 이곳 퓌센 행보는 처음

부터 좀 별난 것이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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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동안 주로 찾아다닌 곳은 앞서와 같이 학

문적·예술적인 분위기나 평화롭고 목가적인 정서

를 찾아, 유유히 걷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였지, 무

슨 신기한 자연이나 고적이 있는 곳은 아니였다. 그

러다 보니 15년 전에, 가까운 뮌헨까지 왔다가도 이

별난 성을 찾아 왕복 4시간이나 차를 탈 생각은 못

했다. 그랬다가 작년에 보덴호를 중심으로한 독일

남부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이 성은 보덴호

에서도 비교적 가깝고, 성 주변의 숲과 호수가 만들

어 내는 자연과의 조화가 빼어날 것 같았다. 거기다

가, 이 궁성을 손수 창건하다시피 한 루드비히 2세

의 기구했던 생애 마저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람

에, 전체 여정도 무시한 채 이곳 1박을 끼워 넣었다.

아무튼 내게는, 성 내부에 있는 화려한 왕실 유품

감상은 처음부터 별 관심이 없었다. 이 환상의 궁전

외관이나 바라보고, 가까운 알프스호(Alpsee)나 둘

러보면 되지 않겠나.

여름인데도 아직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바이에

른 알프스를 바라본다는 것은 역시 상쾌한 일이다.

못 올라가 보아 섭섭했던 그 마리엔 다리는, 계곡

높은 곳에 횃대처럼 걸쳐 있고, 그 밑으로 맑은 시

냇물이 성문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알프스호는 생각보다 넓고, 산 그림자를 안은 청

록색 물빛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한다. 호수 한 쪽 언

덕 위에는 루드비히 2세 아버지가 세웠다는 호엔슈

방가우성이 있으나, 호수에서 올려다 보는 것으로 만

족한다. 호면에는 백조들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다.

버스에서 내리고부터 비탈진 산길을 올라온 데다

가, 계속 호수가를 어슬렁거렸더니, 좀 피곤하다. 오

늘 하루, 튀빙겐에서 슈트트가르트로, 슈트트가르

트에서 울름으로, 울름에서 뮌헨으로, 뮌헨에서 퓌

센으로, 퓌센에서 다시 슈방가우로, 참 호시(차) 많

이 탔다. 이러다가는 철도패스 밑천 뽑고도 남겠다.

시계를 보니 7시가 가까웠는데, 일몰은 아직도

멀었다. 바랑을 벗어 풀 위에 깔고 앉았어도 양이

안 찬다. 운동화를 베개 삼고 버젓이 누워, 산봉우

리를 지나가는 흰구름을 바라본다. 

사람 소리에 눈을 뜨자, 7시 반이 넘었다. 잠깐

사이에도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평소 피곤할 때면,

그렇게도 아쉽던 쪽잠이 여기 와서는 저절로 눈이

감기고 뜨인다. 이제 피로도 좀 가셨고 퓌센까지 겨

우 4km라는데, 갈 때는 걸어가야지. 

호수에서 가까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그런

데, 한참을 걸었는데도 올 때 버스에서 내다보았던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 지도를 꺼내 해 지는 방향으

로 맞춰 보아도, 가는 길의 방향이 좀 이상하다. 자

전거를 타고 가는 두 학생을 세워 물었더니, 이 길

은 오스트리아로 가는 길이고 얼마 안가면 국경이

라고 한다. 예약이 없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오스트

리아면 어떻고 스위스면 어떠랴만 지금은 형편이

다르다. 또 내 방향감각 부족을 한탄해야 하나.

돌아서서 왔던 길로 다시 간다. 성 아래 주차장으

로 가보아도, 거기는 내가 퓌센에서 올 때 탔던 버

스 주차장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착오가 생긴

것인가. 왔던 길을 겨우 찾아 걷다 보니, 저녁 9시

가 넘어서야 퓌센에 도착했다. 걸어오면서 배낭 속

바나나 두 알을 다 먹었어도 배가 고프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일찍 쉬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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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보덴호수(Bodensee)로

5월 27일 (금) 맑음

오늘은 보덴호 동쪽 입구에 있는 린다우(Lindau)

로 가는 날이다. 카우프보이렌(Kaufbeuren)행 열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비이센호펜에서 켐

텐행으로 환승했더니 옆 좌석에 70대 초반 쯤으로

보이는 노인이 타고 있다가 인사를 하고 나서, 내

행색을 보고서는 “여행중이냐”고 묻는다. “12일 여

정으로 남독일을 여행하고 있다”고 했더니, “일본

에서는 언제 왔느냐”고 묻는다.

이 나라에 온 후로 독일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

면 나를 의례 일본인으로 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

지도 않고, 일본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다. 처음

에는 일본 얘기가 나오기가 바쁘게, 나는 ‘싸우스

코리안’이라고 토를 달았다가, 언제부터인가는 그

도 귀찮아서, 특별히 묻기 전에는 국적을 꺼내지 않

았는데, ‘일본에서 왔느냐’고 묻는 데야 안 밝힐 도

리가 없다. 

이 노인은 전직 교사로 지금은 은퇴하여 오스트

리아에서 사는데, 취미로 일본사를 읽었고, 그 중에

서도 일본식 봉건주의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고 한다. 일본 무사도에 대해서도 박식하다. 아마도

니또베이나소의 <무사도(The Soul of Japan)>도

읽은 모양이다.

“일본 교또에도 가보았다”고 하여, 혹시 “한국이

나 중국에는 안 가보았느냐”고 했더니, “여비가 부

족하여 거기까지는 못 가보았다”고 한다. “독일은

부자 나라 아니냐”고 묻자, “고루 살아서, 가난한 사

람도 없지만은 부자도 별로 없다”고 한다. 

내게 전직을 물어, 현직 변호사라고 하자, “부럽

다”면서 “나이가 몇이냐”고 하여, 이번에는 준비했

던 대로 정확히 “78세 7개월 반”이라고 했더니, “그

나이에 변호사 업무가 가능하냐”고 하여, “나는 충

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들 중에 변호사가 늙었

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문제다’

(that’s a question)”고 했더니, “내가 보기에도, 방

금 정확한 나이를 서슴 없이 대는 것으로 보아, 정

신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둘이서 한바

탕 웃었다.

그는 켐텐에 사는 아들 집에를 가고 있었다. 나

역시 환승을 위해 켐텐에서 내렸더니, 그는 나를 따

라와 “요즘 켐텐에서 린다우 가는 중간에 대규모 도

로공사가 진행 중이여서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고

15분 가량 가다가 내려, 다시 기차를 타게 되어 있

는데, 가다가 차내 방송을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이

라”면서 간다.

린다우행 승강장을 찾아 5분쯤 기다리고 있었더

니, 그가 50대로 보이는 남자를 데리고 다시 돌아

와 같이 온 남자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는 내 후배

교사로,아마추어 등산가다. 마침 오늘 린다우를 간

다고 해서, 당신 길 동무를 하라고 데려왔다”고 한

다.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기차도 아닌 버스로 바꾸

어 탄다는 것이 좀 불안했었는데, 안심이 된다. 초

면에 기차 칸에서 몇 마디 실 없는 소리 좀 나눴다

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니 너무 고맙다. 나는 그 때

서야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주면서 “언젠가 동아시

아에 올 기회 있으면 연락해 달라. 내가 일본까지는

아무 때고 갈 수가 있다”고 했더니, 그도 쪽지에 자

기 주소와 전화번호를를 적어주면서 오스트리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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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연락하라고 한다.

새 길동무에게서, 오스트리아 여러 산을 등산했던

얘기를 듣다 보니, 기차가 보덴호 가운데 있는 작은

섬 린다우에 들어온 것도 몰랐다. 길동무에게 “약속

없으면 오늘 내가 점심 사겠다”고 했더니 약속이 있

다고 한다. 아쉽다. 얘기도 더 듣고 싶고, 친구 대접

핑계로 모처럼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는 원래 내 주변 사람들과 점심 같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형편이 용돈에서 해방된 40대 말 이후

로는 내 편에서 부르는 때가 많다. 이렇게 많은 사

람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다. 살아 오면서, 몇 가지 취미에 심취했던 탓

에, 화제가 비교적 풍부하다. 그렇다고 저녁 외식까

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1년이면 저녁을 외부 사

람들과 같이하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안된다. 가끔 의뢰인 중에 저녁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십중팔구는 사양하고, 점심을 사라고 한다.

이렇게 식탁을 마주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때로는 의외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이

렇게 점심 한 끼도 안 해 본 사람들은 수 10년 같은

건물을 오르내려도 그저 얼굴과 직업 이외에는 별

로 아는 것이 없다. 좋은 길동무를 놓치고 보니 부

질 없는 푸념이 길어진다. 

역사를 나와 혼자서 걸어가는데, 앞서가던 동무

는 역광장 한 쪽에서 한 중년 부인을 붙들고 반가워

어쩔줄을 모르고 포옹을 하면서 뽀뽀까지 한다. 연

인 사이인 모양이다. 그들을 뒤로 하고 걸어가는데

왠지 쓸쓸해진다.

내 숙소는 역에서 가까운 골목에가 있다. 점심을

위해 기왕이면 물가에 있는 식당을 찾았더니, 가까

운 호수산책로(Seepromenade) 가에도 호텔들이

있고, 호텔 앞에는 모두 노천카페를 차려두고 있다.

생선요리 찬더 필레(Zander Filet)를 시킨다. 그동

안 사먹기 편한 대로 매일 한끼 이상 패스트푸드로

떼워서인지, 가벼운 변비 증세를 느낀다. 나는 원래

그런 증세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체질인데.

카페 앞에는 호수 순환 여객선 부두 겸 요트 정박

을 위한 작고 아담한 항만이 있고, 항만 가에는 옛

등대, 사자 동상, 고대 로마군 보루 등 사적들이 있

으나 별 관심이 없다. 역시 내 본업은 산책이다. 호

수 산책로를 따라 이 섬을 일주해 볼까. 일주라 해

보았자 거리는 10km도 채 안될 것 같다. 린다우는

비록 광활한 보덴호에 떠 있는 작은 섬이지만, 일찍

이 고대 로마군의 주둔지에다가 근세 들어서는 귀

족들의 리조트가 되어, 화려한 고딕식 구 시청사를

비롯해 섬 전체에 고도로서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호수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부레겐츠 항구가 빤

히 보여 페리를 타고 당일치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도

부질없다 싶어 다시 산책로를 따라간다. 호수 남쪽은

스위스가 되어, 하얀 알프스 연봉들이 아스라히 눈에

들어온다. 이번 여행의 종착지 콘스탄츠도 이 호수가

에 있을 텐데, 아무리 서쪽 하늘 밑을 흝어보아도 수

평선밖에는 안 보인다. 생각하니 거리가 얼마인데.

5월 28일 (토) 맑음

오늘은 콘스탄츠(Konstanz)다.

보덴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동하는 셈이

다. 콘스탄츠는 얼핏보면 보덴호 가운데 있는 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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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보이나, 섬은 아니고 호수 깊숙이 뻗어 있는 반

도의 끝에 있는 항구도시다. 육로로 호반의 도시 프

리드리히샤펜, 메얼스부르크 등을 거쳐 들어갈까

하다가, 배로 호수를 반 바퀴 돌아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 여객선을 탔더니, 철도 패스 소지자는 반액 운

임을 내라고 한다. 중간에 서너 도시를 경유하다 보

니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다.

부두에 내려 우선 배낭부터 맡겨야겠다 싶어 예

약된 호텔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

가. 호텔이 여기 콘스탄츠시에 있지를 않고 호수 건

너 위벌링겐(überlingen)시에가 있다는 것이다. 가

는 길을 물었더니, 콘스탄츠에서 다시 여객선을 타

고 앞서 들렸던 메얼스부르크로 가서 거기에서 기

차나 시외버스를 타고 위벌링겐역에서 내려, 시내

버스로 15분 쯤 가면 예약된 호텔(Parkhotel St.

Leonhard überlingen)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으나 도리가 없다. 아마도 예약 당시 콘

스탄츠 숙소 명부에 같은 호수 가에 있는 인근 소도

시 호텔이 끼여 있었던 모양이다. 하기야 교통이 좀

불편해서지, 직선 거리로는 그리 먼 것도 아니다.

역시, 장기 하이킹에 숙소마다 예약을 해온다는 것

은 무모한 일이다.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걸려 찾아간 호텔은 위벌링

겐에서도 시내에가 있지를 않고 변두리에가 있다.

규모는 의외로 크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

가기 전에 호텔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본다. 호텔이

비교적 높은 구릉에 자리잡고 있어 전망이 일품이

다. 여기서 보덴호를 굽어보니, 드넓은 호수가 남자

성기 비슷하게 생긴 반도로 인해 두 갈래로 나뉘어

져 있고, 방금 나는 그 중 한 갈래인 위벌링겐호

(überlingensee)를 건너온 것이다. 멀리 반도 끝에

콘스탄츠가 보이고, 그 너머 스위스 쪽으로는 여전

히 설산들이 연해 있다. 호텔 아래 호숫가에는 20

여 호로 보이는 농가들이 모여 있고, 마을과 호텔

사이에는 넓은 목초지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다.

실은 내가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만 해도, 이 멀고

불편한 곳에 어떻게 3일을 묵겠나 싶어 오늘 하룻 밤

만 자고 내일은 콘스탄츠로 옮길 생각을 했다. 그러

다가 여기 와서 설산 아래 물빛 좋은 호수와 늦은 봄

볕에 졸고 있는 시골 동네를 보니 마음이 바뀐다. 어

디 간들 무슨 별스런 것이 있겠나. 앞으로 3일은 이

름도 모르는 이 동네에서 빈둥거리다가 가는 것이다.

20수년 전 미국 뉴욕을 가서 무작정 남쪽으로 내

려가다가, 메어릴랜드주 어느 시골 호숫가 모텔에

서 1주를 보낸 적도 있는데.

5월 29일 (일)  흐리고 비

아침을 먹고 나자 또 생각이 바뀐다.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행선지 콘스탄츠도 돌아

보지 않고, 기껏 모레 스위스로 떠나면서 스쳐 지나

간다는 것은, 그런 시간 낭비가 없다. 말이 그렇지,

내가 이 독일 땅에 다시 발을 딛기가 그리 쉽겠나.

오늘 하루, 구 시가지만이라도 둘러보고 가자. 어제

왔던 길을 역으로 시내버스→시외버스→여객선 순

으로 타야한다. 호텔에서 가까운 교회 앞 시내버스

정류소로 나갔더니, 20분 만에 한 대 씩 오는 버스

가 방금 출발했다고 한다. 잘 됐다. 걸어가는 것이

다. 설마 한 시간 이상이야 걸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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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많겠다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리면서 저

녁에 돌아올 일을 생각해서 길을 유심히 보아둔다.

특히 언제 신세질지 모를 패스트푸드점 위치는 이

제 본능적으로 기억이 된다. 역에 도착했더니, 시외

버스 시간이 좀 남았다. 그동안에 장터(Markt-

platz)구경이나 할까하고 걷는데, 장터(독일 중소도

시의 구시가지는 대부분 옛날 시장터를 중심으로

늘어서 있다.)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다. 장터를 지

나 호수가로 나가자, 거기에도 호수산책로가 있고,

산책로 번호가 붙어있다. 콘스탄츠역에 도착하고

보니 12시가 넘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나기가

퍼붓는다. 역 구내에서 보덴호 풍경이 그려진 우산

을 사들고 구 시가지를 북쪽을 향해 걷는다. 

이 도시는 유서 깊은 종교의 도시이고, 리조트의

도시다. 인구는 10만 미만의 소도시일지라도 보덴

호반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또 대학도시다. 2차

대전 당시 독일 대부분의 도시가 잿더미가 될 때도

이 도시는 살아 남았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소도시 지명이나마 기억

하고 있었던 것은, 중년에 읽은 서양 근세사에서,

마르틴 루터 이전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얀 후스

(J. Huss)가, 이 도시 대성당에서 화형선고를 받았

다는 대목을 읽으면서부터다. 역에서 20분 쯤 걸었

더니, 바로 그 대성당(Münster)이 나타난다. 600년

의 세월에도 건물은 아직 건재하다.

15세기 초 부패한 성직자들의 노략질에 분개한

프라하의 신학자 후스는 교회나 성직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로지 성서로 돌아갈 것을 부르짖는다.

그 때 콘스탄츠에서 교회통합을 위한 종교회의를

하고 있던 성직자들은 그를 이단으로 고발하고, 주

장의 취소를 강권하다가 끝내 거절하자, 그에게 화

형을 선고한 다음, 산채로 불태워 죽인다.때는 이미

중세의 암흑이 걷히고, 근세의 여명을 지나 일출이

가까웠는데, 시대의 양심에 겁을 먹은 부패한 수구·

기득권 세력은, 떠오르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

보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했던 것이다.

날이 맑았으면 탑에 올라가 호수라도 조망했으

면 좋겠는데. 

빗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마음은 스산하기만 하다.

다시 10분 쯤 걸었더니 라인다리(Rheinbrücke)
가 나온다. 보덴호가 넘쳐 이 다리 밑으로 흘러 나

가는 물줄기가 라인강의 시발이다. 다리 건너편에

도 호수산책로(Seestrasse)가 있다. 실은 오늘 내

여정은 이 산책로를 걸어 식물의 섬이고 특히 꽃의

섬으로 알려진 마이나우섬으로 가는 것이였는데,

역시 날씨가 말린다. 돌아서서 중앙역 쪽으로 오는

길에 맥도날도 햄버거집이 보인다. 패스트푸드 좀

삼가려니 했는데, 배도 고픈데다 값싸고 쉽게 사먹

을 것은 역시 이것밖에 없다. 햄버거집에서 나오자

비가 좀 개인다.

오후에는 걸어서 가까운 스위스 크로이츠링겐

(Kreuzlingen)에나 가볼까하고, 지도만 보고 남쪽

으로 10분 쯤 걸었더니, 국경(세관)이 나온다. 그런

데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여권이 없다. 호텔을 나서

면서, 설마 걸어서 국경을 넘으리라고는 생각지 못

하고 여권을 챙기지 안했다. 호텔로 전화해서 신분

을 확인 받을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요즘 난민

문제로 시국도 어수선한데 여권 없는 동양인을 입

국시키겠나 싶어 그냥 돌아선다.



시
|  

수
필

|  
기

행
문

|  
수

련
회

222•제34호 부산법조

오늘은 숙소 들어가기 전에 위벌링겐 읍내에서

내려, 아침에 걷다 말았던 호수산책로를 마저 걸어

야겠다. 그러고 나서, 저녁은 장터에서 뭐 좀 근사

한 것을 시켜 먹고, 이 지방 유명 맥주도 한 잔 하고

들어가야지. 

여행을 마치면서

5월 30일 (월) 맑음

그제 이곳 들머리에서 계획했던 대로, 오늘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동네 언저리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밭

둑을 어슬렁거리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야겠다. 숙소

를 나와 호수를 향해 경사가 심한 초지로 내려가, 다시

밀밭을 지나자 농가 한 채가 나타나면서 길이 막힌다.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다 보니 길가에 벤치가 있다.

호수까지는 500m 가까운 거리지마는, 닭 울음

소리가 들릴 것 같은 호숫가 동네를 굽어보고, 멀리

호수를 조망하기에는 여기만한 데가 없다. 마침 호

수도 사흘 동안 보았던 호면 중에 오늘이 가장 잔잔

하고 물색 또한 곱다. 

헤르만 헤세가 스위스에 귀화하기 전 오랫동안

이 호숫가 어디에서 살았다는데, 그 호숫가도 이런

시골 마을이 아니였을까. 같은 보덴호반 중에서도

이 쯤이 자기 고향 칼브에서도 가깝고, 튀빙겐에서

도 가까운 데다가 은둔하기도 편했을 것 같다.

헤세는 그 장편소설 <데미안(Demian)>에서, 물

질주의로 정신적인 공허에 빠진 현대인들이 그 불

안과 공포에서 헤어나려고 끼리끼리 모임을 만들

고 떼를 지어 방황하는 것은 자기상실을 가져올뿐,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내면에

침잠하여 고독을 느끼고, 그 고독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운명의 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서 올바른 길

이 열린다고 보았다.

헤세의 생애 중 그 후반의 대부분은 이 보덴호반

과 앞서 본 스위스 남부, 루가노 호반에서의 은둔생

활이였다.

혼자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60대 쯤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내 옆 자리에 앉는다. 내가 인사를

하면서 “이 동네에 사느냐.”고 했더니, 호텔 투숙객

이라고 한다. “나도 유럽 여행 중에, 3일째 이 호텔

에 묵고 있다”고 했더니, “유럽 여행을 많이 한 모양

이다”고 하여, “여행 횟수는 많은데, 좋아하는 나라

만 골라 다녀, 가 본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하자, 이

번에는 “유럽에서 어느 나라를 특히 좋아하느냐”고

묻는다. “여행을 하다보니 우연히도 옛 신성로마제

국(Holy Roman Empire) 영토였던 나라들(베·네·

룩스 3국을 포함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이 문

화 수준도 높고, 자연이 아름다운 데다가, 말이 잘

통해, 이 나라들을 주로 다닌다“고 하니, 그도 납득

이 가는지 연방 고개를 끄덕인다.

자기는 치과의사로, 이 호텔에서 치과의사 세미

나가 있어, 그 처와 같이 묵고 있는데, 자기도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여행’이라고 한다.

역시 사람이 어느 단계에 가면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 이번 남독일 여행은 사실상 오늘이 끝이다.

내일 밤에는 유럽을 떠나, 모레 오후면 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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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에는 콘스탄츠에서 가까운 스위스 취

리히공항으로 갈 것이고, 공항 코인락에 배낭을 맡

기면, 좀 멀더라도 급행을 타고 취리히 중앙역으로

가서 내 좋아하는 취리히호(Zürichsee)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체력과 시간이 허락하는 만

큼(3∼4시간) 호반을 걸을 것이다.

내가 지구상의 유명 호수를 다 돌아본 것은 아니

지만은, 그동안 보았던 많은 호수들 중에 취리히호

만큼 아름다운 호수는 없었다.

캐나다 밴프국립공원에 있는 루이스호도 설산 밑

에 눈 녹은 물빛이 환상적이긴 했으나, 계곡에 끼여

있는 좁은 호수라, 답답하고 쓸쓸했다. 취리히호는

알맞게 넓고, 호상(湖床)이 보일 정도로 맑은 데다

가, 호수 주변이 빨간 지붕의 스위스식 목조 가옥들

로 둘러쌓여 있는데, 그 자연과 인공의 조화에서 오

는 평화롭고 정결한 분위기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여행을 떠나오면서, 독일에 사는 몇 사람 지

인에게, 독일 가면 전화하겠다고 해놓고, 그동안 아

무에게도 연락을 못했다. 적잖은 밑천 들여 겨우 벗

어난 일상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싶지를 않았다. 전

화야 귀국한 다음에 해도 안 되겠나.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내 이 지치고 졸음 투성이

의 넋두리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

보덴호여, 튀빙겐이여, 그리고 한스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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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변호사

이탈리아 
북부 자동차 여행

1. 르네상스의 재발견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대 유럽 문화의 정수가 모

여 있어 정말 구석구석이 매우 아름다운 것 같다.

이미 오래전에 로마와 베네치아는 둘러본 터여서

르네상스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북부의 중소도

시를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그

래서 발칸반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렌체

로 가서 르네상스를 재발견하고 오기로 마음을 정

했다. 가고 오는 길의 여정을 생각해 파도바와 볼로

냐도 덤으로 끼워 넣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 Renaissance로 '재생(再生)'

이라는 의미다. 원래는 종교용어로서 '사자(死者)의

재생(再生)' 또는 '부활(復活)'을 뜻하는데 보통 중세

(中世)에서 근세로의 과도기(過渡期)로 14세기부터

15, 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

문예부흥(文藝復興)'을 지칭한다. 르네상스 시대 이

탈리아 북부 피렌체와 같은 곳은 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공간이 발달하게 되고 대다수의 경제

활동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에는 상

인이 형성한 자본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자본을 독

점하는 소수의 신흥계층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

한 변혁적인 사실은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예술

을 꽃 피우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한 때 유럽에는 기독교가 널리 퍼지면

서 인간보다는 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세 시대

가 계속되었는데 신을 먼저 생각하고 신을 위해 인

간의 자유로운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다 보니 새로

운 사고와 문화가 발전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15세

기 무렵 이탈리아의 여러 중소도시에서는 상인을

중심으로 자본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지배층으로 성장한 시민이 중세 영주(領主)와의 투

쟁에서 승리하여 토지를 손에 넣고 도시국가 체제

를 이룩함으로써 인간의 역량(力量)을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사고가 전개되어갔고 마침내 고대 그리

스, 로마 시대처럼 인간본위의 문화가 부활되었던

것이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중소도시가 있음

으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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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이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이었던 것

이다.

2. 파도바 

크로아티아에서 차를 타고 이탈리아에 들어와 베

네치아를 지나쳐 파도바(Padua)를 향해 고속도로

를 내달렸다. 파도바는 베네치아에서 50km 남짓

떨어진 도시다. 하지만 동쪽 멀리서 국경을 넘어온

여정인 탓에 늦은 밤이 되어 겨우 교외의 한적한 숙

소에 도착했다. 너무 늦었는지 아무런 인기척이 없

어 넓은 정원을 오가면서 여러 번 주인을 불렀더니

마침내 아기자기하게 장식된 투베드룸으로 안내를

받았다. 아담한 키친이 딸린 곳이었지만 사용을 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예쁜 테라스가 달

린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고 바로 파도바 여행에

나섰다.

도시 피렌체가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부흥한 도

시라면 파도바라는 도시는 다 카라라 (Da Carrara)

가문을 중심으로 부흥한 도시다. 13세기와 14세기

에 파도바는 학문과 예술, 종교의 도시로 명성을 얻

었으나 후에 베네치아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베

네치아 공화국의 학문적인 터전이 된 곳이다. 파도

바는 대학의 도시라고 하여 파도바대학(University

of Padua)이 유명하다. 1088년에 설립된 볼로냐의

대학에 이어 1222년에 두 번째로 설립된 대학인데

단테와 갈릴레오가 강의를 한 곳이고 지동설을 주

창한 코페르니쿠스도 여기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파도바의 중심부에 들어가 광장 귀퉁이에 차를 세

웠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프라토 델라

발레(Prato della Valle)광장이다. 프라토(Prato)는

잔디, 발레(Valle)는 평야라는 뜻이므로 잔디가 있

는 큰 광장이라는 뜻이 되는데, 18세기에 건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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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데 멤미아 섬(Isola di Memmia)으로 불리는 중

심의 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물길과 그 위

에 방사선으로 걸쳐진 다리들 사이에 두 줄로 균일

하게 배치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의 조각상들이 참

으로 인상적이다. 모두 78개에 이르는 석상의 인물

들은 파도바와 베네토 지방 출신이거나 파도바에

서 활동한 유명 인사들이 분명한데 각각의 인물상

에서 파도바를 대학의 도시 즉, 지성인의 도시라 일

컬어지게 하는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광장 한 쪽에는 정면에 붉은 벽돌이 장식되어 있는

성 유스티나 수도원(Abbazia di Santa Giustina)이

우뚝 서 있고 주변에는 야채와 과일 시장이 들어서

있어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소로를 따라 들어가니

바실리카 성 안토니오 대성당(Basilica di Santa

Giustina)이 나온다. 지붕에 솟아난 여러 개의 돔과

조그만 첨탑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모습

이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에 성화(聖畵)가

가득하다. 13세기에 파도바의 성인이라고 불리우

는 성 안토니오를 위해 세워졌는데 성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물건, 실종된 사람의 수호성인이라고 하

여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 많이 찾는

다고 한다. 성 안토니오 성당 옆에는 베네치아 공화

국이 용병대장 에라스모 다 나르니(Erasmo da

Narni)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청동 기마상이

있다. 피렌체 출신의 15세기 초기 르네상스 조각가

인 도나텔로(Donatello)의 작품인데 '달콤한 고양이

'를 뜻하는 가타멜라타(Gattamelata)로 널리 알려

져 있으며 서양 기마상의 원형이 되었다.

성당 앞쪽으로 나가면 만나게 되는 숲이 울창한 곳

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도바 식물원(Orto

Botanico di Padova)이다. 16세기에 파도바 대학 교

수들에 의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식물원이라는데

그 오래전에 세계의 식물을 모아놓고 연구했었다는

걸 보니 이탈리아 북부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물원은 동그

란 큰 원안의 중앙에는 작은 분수가 있고 내부에 사

각형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는데 각 구획마다 허브,

자생식물, 약용식물, 수생식물, 관엽식물, 선인장을

비롯한 다육식물 등이 분류되어 심어져 전 세계 지

역별 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게 구

성되어 있었다. 프라토 델라 발레 광장의 기본적인

모형도 파도바 식물원의 배치를 본뜬 것이다.

성 안토니오 대성당을 나와 파도바 대학을 향해서

계속 걸었다. 파도바 대학에 이르는 길에 조그만 개

울이 있어 고풍스런 주위의 집들과 어우러진 풍경

이 아름답다. 개울 위의 오래된 다리를 다시 건너

과거로의 여행을 마치고 왔던 길을 따라 프라토 델

라 발레 광장에 도착하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

든 것을 갖춘 아담한 도시 파도바는 작지만 아름다

운 도시였다. 예쁜 풍광을 가지고 있었고 중세의 성

당과 오래된 대학, 최초의 식물원까지 있어서 여유

롭게 문화적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3. 피렌체

마치 숨은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 파도바 구석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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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아본 후 파도바를 떠나 르네상스의 꽃이라는

피렌체(Firenze)로 향했다. 피렌체의 영어 표현은

플로렌스(Florence) 즉, ‘꽃’이라는 뜻인데 피렌체는

이름처럼 르네상스가 활짝 꽃핀 도시다. 고속도로

를 내려와 피렌체를 흐르는 아르노 강가의 주차구

역에 동전을 넣고 주차를 하고 시내쪽으로 걸어갔

다. 아르노강은 피렌체가 속하는 토스카나 지방의

마음의 고향으로 피렌체와 피사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240 km의 아담한 강이다. 멀리 보

이는 베키오 다리를 뒤로 하고 옆길로 들어가 화려

하고 세련된 상점가를 지나 걷다 보니 어느새 시뇨

리아광장(Piazza della signoria)이 나온다.

시뇨리아 광장은 단연 피렌체의 보석같은 곳이다.

시뇨리아 광장은 13~14세기에 만들어진 광장으로,

피렌체공화국(Florentine Republic)의 정치사회적

중심지였다. 1200년대 피렌체에 민주주의가 발달

하면서 행정장관을 선출하기 시작했는데 9명으로

구성된 행정장관 모임을 ‘시뇨리아’라고 불렀고, 이

들이 거주하는 관청이 시뇨리아 궁전(Pallazzo

della Singoria)이었는데 나중에 베키오 궁전

(Palazzo Vechio)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시뇨리아 광장에 들어서면 굵은 돌을 거칠게 깎아

지어 올린 베키오 궁전이 중세 성채처럼 반듯하게

서 있다. 성채 위에는 키 큰 네모진 종탑이 부리부리

한 눈으로 광장을 내려다 보는 듯하다. 피렌체의 중

심인 시뇨리아 광장을 축으로 하여 주변에는 베키오

궁전을 비롯하여 피렌체의 상징인 두오모(Duomo)

대성당, 미술관으로 유명한 우피치궁전(Pallazzo

degli Uffizi) 등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시뇨리아 광장을 일견하고 제일 먼저 옆의 소로를

따라 두오모 대성당으로 갔다. 성당의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Basilica di Santa

Maria del Fiore)으로, '꽃의 성모 교회'라는 의미다.

두오모는 영어의 '돔(dome)'과 같은 의미로, 집을 의

미하는 라틴어 '도무스(domus)'에서 유래한 말이다. 

대성당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장미색,

흰색, 녹색의 3색의 대리석으로 꾸며져 화려한 외

관을 갖추었는데 1296년부터 140여년에 걸쳐 완성

되었다. 높이 106m에 이르는 붉은 돔으로 된 성당

꼭대기 부분인 '쿠폴라'의 464개 계단을 따라 오르

거나 그 옆에 있는 조토 종탑의 414개의 계단을 오

르면 빨간 지붕으로 뒤덮인 피렌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항상 입장하기 위해 길 게 늘어선 줄이 있

지만 계단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중간에

창문으로 전망을 볼 수도 있어 오르는데 힘이 들지

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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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모 대성당을 나와 피렌체에서 맛이 특별하다

고 이름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갔다. 두오모 인

근의 좁은 길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지만 이미 딸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놓은 터라 쉽게 찾을 수 있었는

데 역시 소문난 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 각자

취향대로 하나씩 골라서 가게 앞 길거리에 선 채로

맛있게 먹고 나서 다음 행선지로 산타 크로체 성당

(Basilica di Santa Croce)을 정하고 걸었다. 두오모

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의 동서쪽으로 구별하기가 쉽

지 않은 두 개의 성당이 있는데 산타 크로체 성당은

두오모의 동쪽에 있다. 

산타 크로체는 이탈리아어로 ‘거룩한 십자가’라는

뜻이다. 산타 크로체 성당의 시작은 성인 프란치스

코에 의한 것인데 성인 프란치스코가 피렌체를 처

음 방문한 것은 1209년이라고 한다. 그가 선종하자

도미니쿠스회는 1246년 피렌체 두오모의 서쪽으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Basilica of Santa Maris

Novella)을 지었고 프란치스코회가 반대편인 두오

모의 동쪽으로 산타 크로체 성당을 건축한 것이다. 

산타 크로체 성당 앞으로는 피렌체가 자랑하는 인

물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의 동상이 서있

고 성당 안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 성당의 꼭대기 파사드에는 성당의 상징인 거

룩한 십자가를 두 천사가 받들고 있는 모습이고 성

당 위 중앙에는 거대한 다윗의 별을 형상화해 성인

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공표해 놓았다.

다음으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목적지로 삼

아 걷는다. 피렌체 역시 이탈리아 여느 도시들처럼

거리 곳곳에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행위예술에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저만치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빨리 오라고 손짓한다. 미켈

란젤로는 은은하고 정결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 성

당을 “나의 신부여” 라고 부르며 특히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하얀 대리석

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이 멀리서 보아도 한 눈

에 띄었다. 여행 책자에서 본 대로 아래 층은 고대

로마의 개선문 형태, 그리고 윗 층은 고대 그리스

신전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다. 미켈란젤로가 신부

라고 불러서 그런지 약간 직선적인 산타 크로체 성

당은 남성적인 모습인데 비해 원과 곡선을 주로 사

용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전체적으로 깔끔

하면서도 우아한 여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시뇨리아 광장으로 되돌아오는데 베키오 궁

전의 왼편에 바르톨로메오 암만나티(Bartolommeo

Ammannati)가 1575년에 완성한  넵튠 분수

(Fontana del Nettuno)와 넵튠을 이끄는 4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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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보인다. 넵튠은 바다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서는 포세이돈(Poseidon), 로마신화에서는 넵튜누

스(Neptunus), 영어로는 넵튠(Neptun)이다. 

넵튠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광장 중앙에서 보았던

메디치가의 청동 기마상에 있는 코시모 데 메디치

의 얼굴과 닮아 있다. 아마도 바다의 신의 힘을 빌

려 메디치가의 피렌체 공화국이 바다 건너까지 정

복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그렇게 만든 것 같다.

코시모 데 메디치(1389~1464)는 메디치 가문이

1434년부터 1737년까지 피렌체를 지배하도록 만든

창업자다. 그는 전유럽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면

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피렌체를 사실상 통치하

고 예술가를 후원했던 코시모의 권력은 금융업자

로서의 엄청난 재력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코시모

데 메디치는 손녀를 프랑스 앙리 4세의 왕비로 만

들기도 했다.  

넵튠분수 옆 바닥에는 시뇨리아 광장이 르네상스

의 생생한 현장이었다가 거꾸로 르네상스를 부정

하는 곳으로도 바뀐 비극적인 역사를 알려주는 화

강암 표지판이 있다. 

종교개혁가 지롤라모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는 1494년 프랑스 샤를8세의 이탈리아

원정으로 메디치가가 무너지고 피렌체가 일시 공

화정으로 바뀌었을 때 피렌체를 맡아 통치하면서

이탈리아의 심장부인 피렌체에 이탈리아와 교회의

개혁을 선도할 그리스도교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그 때까지의 르네상스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문

주의 철학 학문 예술을 모조리 부정하고 이를 없애

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1497년에 이탈리아판 분

서갱유 즉 '허영의 소각(Bonfire of Vanities)'을 단

행하여 시뇨리아 광장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서

적들과 이교도적인 예술작품들을 불태우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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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서 그의 지나치고 과격한 개혁정책에 시

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부패한 교황청의 음

모에 빠져 파문을 당하면서 결국 바로 이곳에서 화

형에 처해졌다. 

사보나롤라는 특히 당시 르네상스 예술의 위대한

상징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산

드로 보티첼리에 대하여 혹독한 비판을 가했는데

마침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에 있었기 때문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미켈란젤로는 많은

기독교적인 감화를 받아 메디치 가문이 돌아오게

되자 공화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결국 피렌체

를 영원히 떠나게 되었고, 보티첼리는 두려움 속에

자신의 작품을 '허영의 소각'의 불길 속에 던져 넣게

되었는데 메디치 가문이 피신하기 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The Birth of Venus) 등 몇몇 위대

한 작품들을 숨겨놓아 사보나롤라의 불길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베키오 궁전은 피렌체의 세력가였던 메디치 가문

이 피티 궁전으로 옮기기 전까지 피렌체를 관리하

였던 곳이고 현재는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시청사로 이용중이다. 베키오 궁전의 종탑은 피렌

체 전경을 볼 수 있는 숨겨진 조망처이고 무엇보다

도 두오모와 조토의 종탑을 함께 볼 수 있는 아름다

운 곳이다. 베키오 궁전의 앞과 옆으로 광장 곳곳에

는 미켈란젤로를 비롯하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많

은 조각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서 있다. 

피렌체는 많은 예술가들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중

가장 으뜸가는 사람은 뛰어난 천재로 알려진 레오

나르도 다 빈치이고 피렌체가 낳은 두 번째 예술가

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

오나르도 다 빈치와 마찬가지로 화가이며 조각가,

건축가, 작가, 학자였던 미켈란젤로는 열세 살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아 메디치 가문의 적극적 후원으

로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다. 시뇨리아 광장

주변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베키오 궁전 바로 왼

쪽 정면에 전시되어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 단연 돋보인다.

다비드(David)상은 미켈란젤로가 1504년 그의 나이

29세에 완성하여 당시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피렌

체의 광장한복판에 당당히 세워놓은 벌거벗은 <다

윗>의 모습이다.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궁전 안에 있

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로 ‘최후의 심판’을 그

렸을 때도 성인들을 모두 벌거벗은 모습으로 표현

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이들이 끝내 덧칠을 하여

누드 위에 옷을 그려 넣어 반쪽짜리 벽화가 되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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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벌거벗은 다비드상의 거대한 크기와 압도하

는 아우라로 인해 사람들은 다비드상을 ‘거인’이라

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게 된다. 청년 미켈란젤

로는 높이 5.49m의 이 거대한 대리석상에서 자신

의 자화상을 발견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 자신이 갖고 싶었던 이상화된 얼굴이었

을 것이고 미켈란젤로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의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었을 것이다. 

다비드상은 1873년 10분 거리의 아카데미아 미술

관(Galleria dell'Accademia)으로 옮겨졌지만 시뇨

리아 광장에서 3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만큼 그

자리를 복제품이 대신 지키고 있다고 해서 어색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거인상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에

는 거인 다윗이란 없다. 다윗은 작고 연약한 양치기

소년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미켈란젤로는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투석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다윗>을 다루었

지만 성경 속의 인물과는 다른 인물을 창조한 것이

다. 이십대 중반에 이미 천재적 예술성을 인정받은

미켈란젤로는 이 거인상을 통하여 자신의 상상력

을 발휘하여 예술적 재능을 한껏 표현함으로서 세

상을 향한 자신감과 승부욕을 표출한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은 성경 속의 다윗

과는 다르게 그리스 고전주의 시대의 신전에 세워

졌을 법한 거대한 신상을 떠올리게 한다. 미켈란젤

로는 뛰어난 해부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더 이상 아

름다울 수 없도록 고대 그리스의 신상을 업그레이

드하여 부활시켜 놓은 것 같다. 매서운 눈빛과 생동

감 있는 어께와 가슴의 근육, 팔과 손등에 드러난

힘줄과 핏줄까지 섬세하게 조각해 다윗이 골리앗

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숨을 고르는 순간을 정말 긴

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인간 본연의 숭고한 아름

다움과 요동치는 내면의 에너지를 표현한 위대한

작품 앞에서 할 말을 잊게 한다. 거인 다윗의 탄생

은 그야말로 중세의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난 위대

한 인간 영웅의 르네상스적인 부활이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베키오 궁전에서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바르톨로

메오 반디넬리(Bartolomeo Bandinelli)의 작품인

헤라클레스와 카쿠스(Hercules and Cacus)가 눈부

신 햇살에 근육을 불끈대며 갈색의 베키오 궁전 오

른쪽을 지키고 있다. 궁전 왼쪽 입구에 있는 다비드

상이 당시 독재자를 몰아내고 시민들이 공화국을

되찾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고

원래는 이곳에도 미켈란젤로에게 또 다른 기념상

을 세워달라고 의뢰되었다. 그러나 메디치가문이

시민에 의해 피렌체에서 추방되었던 몇 년 후 다시

재집권하면서 의도적으로 세운 다른 작품이 바로

헤라클레스와 카쿠스라는 점에서 다비드상과는 대

조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헤라클레스가 열번째 과

업으로 게리온의 소떼를 빼앗아 돌아오는 길에 소

를 훔쳐간 불을 뿜는 괴물인 카쿠스를 물리치는 장

면을 묘사하고 있다. 

베키오 궁전에서 오른편으로 가면 로자 데이 란치

(Loggiea dei Lanzi)라고 하여 3개의 아치로 이루어

져 있는 란치의 회랑이 있다. 

란치의 회랑은 원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친위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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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병들을 상주시키고 경비와 치안을 맡겼던 곳이

다. 후에 조각품들이 들어서면서 조각 회랑으로 변

신하였지만 코시모 데 메디치가 시뇨리아 광장의

조각품들을 정치 선전용으로 이용하자 이를 달가

워하지 않는 시민들이 촌뜨기 용병이라는 뜻의 란

치를 빗대어 지금도 ‘란치의 회랑’으로 부르고 있다.

란치의 회랑에는 벤베누토 첼리니(Benvenuto

Cellini)의 작품인 괴물 메두사의 모가지를 베어 번

쩍 들고 있는 메두사의 머리를 벤 페르세우스

(Perseus with Head of Medusa),  잠볼로냐(Gi-

ambologna)의 걸작인 겁탈당하는 사비나의 여인

들(The Rape of the Sabine Women), 헤라클레스

가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켄타우로스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로스(Hercules and

Centaur), 메디치가의 사자들(Medici lions) 등 그

리이스 로마 신화와 역사적 사건에 관련된 총 15개

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메디치가문이 권좌

에서 몇 번 축출되자 피렌체 시민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대부분 투쟁적인 성격의 작품들을 들여놓

았다고 한다. 

겁탈당하는 사비나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은 로마 건

국 신화에 나오는 로물루스에 관한 이야기다. 로물

루스는 로마를 세우고 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범

죄자를 불러 들였고 다시 여자들이 모자라자 이웃

부족 사비니 부족을 초대해서 데리고 온 사비니 부

족의 여자를 겁탈하여 아내로 삼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지붕을 덮은 채 시뇨리아 광장을 향하여 개

방된 형태를 하고 있는 란치의 회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뇨리아 광장에서 행사가 벌어지면 귀빈

들의 휴식장소로도 쓰였던 그 곳에서 오래 동안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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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관조하며 르네상스의 향취를 음미하고 난 후

바로 뒤에 있는 우피치(Uffizi) 미술관으로 갔다. 

우피치 미술관은 피렌체가 자랑하는 르네상스 예

술의 보물창고다. 메디치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뤄진 우피치 미술관을 빼놓고는 르네상스 예술

을 논할 수 없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우피

치는 사무실을 뜻하는 말인데 메디치가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처음에 행정과 사법 업무를 담당할 공

간으로 지은 것이다. 베키오 궁전과 자신의 가족들

이 머무는 피티 궁전의 중간 쯤에 두 개의 건물로

지어졌다. 우피치 1층에 자신의 집무실 공간을 마

련하고 2층엔 당대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작업할 공

간을 마련했고 3층에는 메디치가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전시했다. 

우피치미술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보티첼

리의 방이다. 메디치가문이 한 때 피렌체를 떠나면

서 꼭꼭 숨겨놓아 분서갱유의 화를 면했다는 너무

나 유명한 그림 ‘비너스의 탄생’ 앞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비너스의 탄생은 바로 탄생의

순간이기보다는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Home-

ros)의 시에 근거하여 탄생 후에 키테라 섬에 도착

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중앙에 비너스가 조개

껍질을 타고 있고 우측에서 바람의 신이 비너스를

해변으로 밀어내자 봄의 요정이 비너스를 맞아 옷

을 걸쳐주려고 하는 장면이다.

아름다운 아루노강가로 나와 베키오 다리(Ponte

Vecchio)를 향해 걸어갔다. 베키오 다리는 아르노

강 위에 1345년에 건설된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데 다리 이름도 오래된 다리라는 뜻이다. 원

래 이 자리에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나무 다리가 있

었는데, 홍수로 휩쓸려가자 새로 건설한 것이다. 단

테와 베아트리체가 처음 만난 장소로 잘 알려져 있

어 피렌체의 연인들은 단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

작된 이 다리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그 증표로 자물

쇠를 채운 뒤 열쇠를 강물에 버린다고 한다. 

베키오 다리는 다리 위 양쪽으로 석조의 견고한 2,

3층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 특이한 데 옛날에

위층은 귀족과 부자들이, 아래층은 서민들이 사용

했다고 한다. 오래전 이 다리 위의 상점에는 푸줏간

등이 많아서 늘 냄새가 고약했는데, 가까이에 궁전

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점들은 철거시키

고 궁전 주변에 어울릴만한 상점들로 정비하면서

현재는 다리 위로 아케이드를 따라 귀금속과 보석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

시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많은 다리를 폭파시키면

서 베키오 다리만은 히틀러가 폭파하지 말라고 했

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 만큼 아름다운 다리였기 때

문이었을 것이다.    

피렌체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티본스테이크

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 나섰다. 아르노 강 건너편에

있어 보볼리 정원Giardino di Boboli)도 같이 볼 겸

톰톰 네비게이션에 위치를 찍고 차를 몰아 베키오

다리 아래쪽의 아르노 강의 다리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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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볼리 정원은 16세기 중반 메디치 가문에 의해 피

티궁전 뒤쪽에 형성된 토스카나의 전통적인 정원

으로 많은 조각상들과 여러 개의 분수들이 있는 공

간이다. 작은 마을 광장의 한 켠에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는 소박한 식당에 도착해 레어가 맛있다고 하

여 그렇게 시켰더니 아직 벌건 피가 그대로 있는 티

본스테이크가 레몬과 함께 나왔다. 나는 먹기가 약

간 불편했지만 아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능숙한 칼

솜씨로 뼈를 발라내며 맛있게 먹는다.

피렌체의 숙소는 조금 떨어진 교외에 잡았다. 자동

차로 이동하기가 수월했고 토스카나 지방의 전원

풍경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먼 거리는 아니

었지만 길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조금 서둘

러 출발했으나 가는 길에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은

놓칠 수 없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니 이미 노을이 지기 시작

한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렌체의 야경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피렌체 전망을 볼 수 있는 관광

명소인데다 단체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버스를 내려

피렌체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여 가까스로 주차를 했다. 아르노 강변

남쪽 기슭의 언덕 위에 조성된 곳이라서 이 광장에

오르면 피렌체 시내는 물론 아르노 강이 한눈에 내

려다보인다. 광장 중앙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자리하고 있다. 피렌체에서는 3개의 다비드상

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진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

에 있고 시뇨리아 광장에서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개를 이미 보았으니 모두 두 개의 다비드상

을 본 셈이다. 

아름다운 피렌체의 야경을 감상하고 나서 40분 정

도 차를 달려 네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

으나 숙소는 보이지 않고 주변에 나무와 풀만 무성

하다. 하는 수 없이 근처 마을에 들러 숙소 이름을

대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부킹

닷컴에서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제시한 GPS 좌표

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다. 딸이 인터넷을 켜서 검

색을 하고 부팅닷컴에 전화도 하고 여러 번 다른 집

을 방문한 끝에 밤이 늦어서야 겨우 숙소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 갔던 곳과는 많이 떨어진 곳인데 구글

에서 미리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내

심 불안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지명이 같

은 곳도 있어서 GPS가 잘못 표시되었던 것 같았고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같은 위치를 물으려 이

곳저곳을 다녔다는 느낌을 받았다. 숙소는 원래 교

회에 부속된 건물이었다가 손님을 받고 있는 곳인

데 이층에 주방까지 마련되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

나 보니 꽃과 나무들로 예쁜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

고 주변에 넓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

원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 도시가 되기에 충분했

다. 초기 르네상스의 분위기를 잘 담고 있어서 도시

전체가 잘 만들어진 르네상스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었다. 르네상스를 일군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서

도 단연 미켈란젤로가 돋보이고 그의 다비드상은

피렌체가 낳은 인류의 보물이었다. 이탈리아는 큰

도시마다 두오모가 있었지만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두오모는 특별한 데가 있는 것으로 느껴

졌다. 피렌체의 두오모에는 둥그런 팔각형의 짙은

분홍색 지붕에 하얀 대리석 띠를 두른 모습이 있을

뿐이고 다른 두오모처럼 신을 만나겠다면서 끝없

이 하늘을 찌르는 날카로운 뾰족 첨탑을 볼 수 없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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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로냐

피렌체를 떠나 볼로냐(Bologna)로 향했다. 볼로냐

는 피렌체에서 100여 km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1시간반 정도 걸린다. 피렌체와 베니스를 찾는 사

람들이라면 볼로냐에 들러 볼만도 하지만 대부분

지나친다. 로마, 베니스, 밀라노, 피렌체처럼 이름

난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로냐는 알

고 보면 꽤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볼로냐는 동북쪽의 라벤나와 함께 이탈리아의 다

른 도시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서로마제국에 속하

는 땅이었다. 서기 476년 로마군의 게르만 용병대

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후 이

탈리아를 침략한 동고트 왕국에 속했다가 533년부

터 비잔틴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동고트족

을 격파하여 비잔틴 제국의 치하로 들어갔다. 그러

나 비잔틴 제국의 용병인 게르만 랑고바르드족이

다시 568년부터 이탈리아를 침략하니 이탈리아는

비잔틴 제국과 랑고바르드가 서로 섞인 채 갈기갈

기 찢겨져 여러 왕국들이 세워졌다. 이후 이슬람 사

라센인에 점령된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 해적 들

이 이탈리아 해안을 침략하여 어지럽히다가 서기

800년에 프랑크 샤를마뉴대제에 의해 정복되었고

샤를마뉴대제가 이탈리아 지방을 교황령으로 주었

으나 세월이 흐르고 12세기에 이르러 볼로냐는 자

치도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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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관광은 마조레 광장( (Piazza Maggiore)에서

시작한다. 마조레 광장은 볼로냐의 중심 광장으로

800년에 걸쳐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볼로냐

의 중심 광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시의 크기가 넓

지 않아 모두 걸어 다니면서 구경할 정도인데 볼거

리 대부분은 바로 이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볼로냐 시내 한 쪽의 주택가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10분 정도 천천히 걸었더니 마조레 광장이 나왔다.

광장에서 제일 눈에 뛰는 곳은 바다의 신 넵튠 분수

(Fontana del Nettuno)가 있는 곳이다. 넵튠이 삼

지창을 들고 내려다 보는 시원스러운 분수는 볼로

냐 시민의 약속 장소로 유명한데 마조레 광장에 우

아함을 더하는 곳이다. 이미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

장에서 보았듯이 바다의 신은 그리스에서는 포세

이돈인데 영어로 넵튠이고 이탈리아에서는 넵튜누

스라고 한다. 피렌체든 볼로냐든 똑같이 광장에 넵

튠동상을 세웠던 것은 넵튠이 분수의 물과 연관이

있는 신이라는 단순한 이유보다는 바다를 지배해

보려는 도시국가들 모두의 야망이 담겨있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든다.

광장의 남쪽 끝에는 갈색의 성페트로니오 대성당

(Basilica di San Petronio)과 노타이 궁전 (Palazzo

Dei Notai)이 있고, 서쪽은 현재 시청사로 쓰이고

있는 코뮤날레 궁전 (Palazzo D'Accursio, Palazzo

Comunale)이 있고 시청사쪽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가면 시립 도서관(Biblioteca Sala Borsa)이다.

대성당의 맞은 편인 북쪽에는 페데스타 궁전

(Palazzo del Podestà)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엔조

왕 궁전(Palazzo Re Enzo) 이 있는데 페데스타 궁

전과 대성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에서 공사중

이란 게 아쉬웠다.

마조레 광장의 복쪽 끝에서 볼로냐 역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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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로를 인디펜덴차 거리라 하는데 이 거리로 들

어서면 당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포르티코(Portico)

라고 부르는 회랑 아케이드다.  주랑이라고도 부르

는 아케이드는 처음부터는 없었다고 하는데 회랑

이 생기게 된 이야기가 재미있다. 

볼로냐에 회랑이 많이 생긴 이유는 인디펜덴차 거

리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넓게 사

용하려고 건물 안에서 작업하고 거기서 만든 물건

을 상가 앞쪽에 내놓고 손님들에게 호객행위를 하

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눈비를 피할

목적으로 나무를 덧대어 건물 앞으로 차양처럼 만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차츰 다른 가게들이 처음 시작한 가게를 따라 하나

둘 건물에 차양을 덧대어 도로로 나오기 시작하자

서로 경쟁적으로 상가 앞을 자기 땅처럼 물건을 내

놓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온통 시내 전체가 혼란

스러워져 볼로냐 시에서 법으로 "노점을 허용하되

회랑을 만들어라"고 하여 지금의 아름답고 특이한

볼로냐의 회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볼로냐 시내의 회랑 길이가 모두 40km나 되고 회

랑의 높이도 2.66m로 말을 탄 체 통과할 수 있는 높

이라고 하니 볼로냐를 회랑의 도시라 불러도 될 정

도다. 화랑이 있는 곳을 걷다 보면 저절로 기분이

화사해지는 느낌이 든다. 회랑에서 바라보는 거리

풍경은 마치 미술관 안에서 그림을 보며 걷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한다. 볼로냐의 회랑은 더운 여름날 햇

볕을 가려서 좋고 겨울에는 눈을 피할 수 있고 비가

내려도 우산 없이 다닐 수 있어 아주 편할 것 같다. 

볼로냐는 여러 얼굴을 지닌 도시라고 하는데 무엇

보다도, 대학의 도시, 현자들의 도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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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년에 셜립된 볼로냐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먼

저 생긴 대학이기 때문이다. 볼로냐 대학은 유럽 최

초의 대학이자 법학으로 유명하여 중세 이래로 학

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의학에서도 최초로

해부학 강의가 행해졌다고 한다. 법학의 볼로냐 대

학과 더불어 신학의 파리 대학이 유럽에서 서로 최

초의 대학이라며 선두를 다투고 있고, 그 다음으로

는 의학의 살레르노 대학과 법학의 파비아 대학, 옥

스퍼드와 케임브리지, 포르투갈의 코임브라와 독

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등이 뒤따른다.

넵투누스 분수를 지나 동쪽 모퉁이로 나가니 도심

주택가 사이에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탑이 보이는

데 바로 아시넬리 탑과 가리센다 두개의 탑(Le due

Torri: Garisenda e degli Asinelli )이다. 

탑은 피사처럼 3미터가 기울어졌기로 별칭으로 사

탑이라고도 불린다. 12~13세기의 볼로냐에서는 교

황파와 황제파가 대립 하여 상호간에 경쟁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볼로냐 시내에 무려 200개 가까운

탑을 쌓았다는데, 현재도 60개 정도의 탑이 남아 있

어 볼로냐를 탑의 도시라고도 불리게 한다. 60개의

탑중에서도 유명한 2개의 탑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로 된 낡은 500여개의 계단을 오르면 높이 100미터

에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 기울어진 탑위에서

도시를 조망하니 온통 붉은 빛인데 도시가 대부분

붉은 벽돌을 사용해 지었기 때문에 볼로냐는 붉은

도시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로냐는 음식의 수도 또는 뚱

보들의 도시라고도 한다. 음식이 맛나고 무척 기름

지기 때문이다. 가격 또한 가까운 대도시인 베네치

아나 밀라노 그리고 피렌체에 비교하면 저렴하고

맛이 있다고 한다. 파스타 이름 가운데 토마토와 고

기를 간 소스를 얹은 것을 볼로냐 스파게티라고 하

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볼로냐에서 처음으로 생

긴 음식이다. 

우리도 자동차로 돌아가는 길에 마조레 광장의 서

쪽에서 현지인들이 많이 찾을법한 레스토랑을 골

라 들어갔다. 우리가 들어온 뒤에도 손님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탈리아어로만 쓰여져 있어 음식이름

조차 알 수도 없었지만 눈치를 봐서 메뉴에 있는 적

당한 것을 시켰더니 과연 기대 이상으로 맛이 있고

풍미가 있어 좋았다.

5. 르네상스의 위대함 - 인간의 발견 

중세 유럽 문화가 기독교적 세계 내에서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면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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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상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를 회화, 건축 그

리고 조각 등의 예술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상인들이 도시에서 자본을 형성

하고 나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선전하기 위해

후원할 예술가를 발견해 내었지만 발탁된 예술가

들이 자신들의 작품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의 몸이

었다. 중세의 작품들이 성서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 성인들의 행적들을 종교적인 상징을 통하여 서

술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쳤는데 비해 르네상스 예

술가들은 비록 소재가 종교적인 작품일지라도 살

아있는 인간의 육체를 그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인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과

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

력했다. 이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자세들을 사실적으로 그렸으며, 이를 위해 사람들

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

체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마치 과학자처럼

몸의 근육과 기관들을 연구하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혹은 미켈란젤로와 같은 거장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의 육체를 해부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과 근육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인간을 다

시 발견하려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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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장 변호사

북한·중국 
접경지역을 탐방하고

예전부터 백두산을 가보고 싶던 차에 2015년 7월

초순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했

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2015년 초에 개설된 ‘통일비

젼학교’의 수강을 6월 말에 마치고, 동료 8명과 함

께 중국 동북부의 연변 지역과 백두산∼두만강 하

류(도문)를 북한·중국 국경 철책선을 따라 탐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길공항의 큰 입간판이 한글이고 공항 복도의 안

내문들에도 한글이 중국어보다 위에 있어서 반가

웠는데, 글씨체는 북한식이었습니다. 농업 외의 산

업이 거의 없어서인지 연변자치주의 주도(州都)인

연길시내는 넓은 도로에 비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

이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동북 3성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옛터이고 일제시

대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지역인데다가 중국동포

(조선족)가 많이 살아서 우리 민족에게는 남다른 의

미가 있는 곳입니다. 

길림성 중에서도 연변지역이 중국동포가 많아서 자

치주가 되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글자를 유지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공산당 정

부의 건국과 6.25 전쟁 때 연변지역 중국동포들이

중국인민군에 적극 참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현지 인솔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 초에 60% 정도이던 조선족 인구가 본토

대도시와 한국으로 이주하고, 차별대우를 피하려

고 한족으로 위장 취직하거나 한족과 결혼하는 등

으로 이제 35% 정도로 줄었는데, 자꾸 줄면 자치주

요건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안타까왔

습니다.

둘째 날은 연길시에서 항일운동 유적지인 용정을

향해 떠났습니다. 연결시내와 외곽의 곳곳에 사회

주의 핵심가치 12가지를 강조하는 적색과 황색의

정치선전 문구 간판들이 보였고, 농촌은 광활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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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밭이 펼쳐져 있는 것 말고는 60∼70년대 한국

농촌마을과 비슷하였습니다.

용정에 도착해 일송정에 올라 함께 ‘선구자’를 제창

하고 조선족 노인들과 대화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성중학교(현재 용정중학교)의 옛터에 한

국 민간기관들의 기부채납으로 세워진 ‘조선민족

항일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선조들이 목숨 걸고

한 항일 무장투쟁과 교육운동(8대 민족학교에 선교

사들이 세운 은진학교도 포함)에 숙연해 하고, 윤동

주의 서시비(序詩碑) 앞에서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

습니다.

용정을 떠나 노련한 현지 인솔자의 도움으로 일반

관광객들은 방문하지 않는, 차량통행이 뜸한 길을

용정 대성중학교 옛 교실의 칠판 북한 회령시 

운동주 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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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달려 국경 전망대에 올랐는데, 강물이 말라서

크게 한 발짝 뛰면 북한으로 건널 수 있을 듯 했습

니다. 중국 쪽의 무성한 산과 달리 두만강 건너 북

한 회령시 쪽에는 민둥산이 많고 회령시 마을에서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말투의 마을방송 소리가 들

렸습니다. 

점심식사는 ‘삼합’이라는 산골에 있는, 조선족인 인

민군 간부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조선

족식 닭백숙, 고사리나물, 쇠고기 장조림, 막된장,

순대가 맛있었고, 추운 지방이라 방 안에 가마솥과

아궁이가 있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삼합’을 출발해 두만강 하류에 있는 도문시를 향해

두만강변 국경 철조망을 따라 이동하면서 중국 인

민군 국경경비대의 검문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이슈가 생

기기 전이라 한중관계가 우호적일 때이어서인지 한

국인인 우리 일행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한국산 과

자를 주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가 수줍어 얼

굴을 붉히며 먹고 싶지만 간부가 저기 위에서 보고

있어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를 하면 사

회에서 혜택이 많다고 인솔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중국 쪽 산의 숲은 무성한 반면 북한 쪽 산

은 황량하고, 북한 쪽 작은 역사(驛舍)에 대형 김일

산골식당 방 안에 설치된 아궁이와 가마솥

삼합-도문 중간지점의 국경철조망 맞은 편 북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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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정은 사진과 ‘위대한 주체사상’ 간판이 보여서

안타까움에 묵상 기도하였습니다. 도문시의 국경

전망대에 올라 맞은 편 북한 남양시를 바라보자 도

문시와 달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뜸하고 조용하

였습니다. 배고파 탈북한 군인·민간인들이 중국인

에게 살인, 강도 범행을 하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

인이 도문시에 두만강기술전문학교를 세우고 두부

공장을 운영하며 선교활동을 하다가 최근 간첩 협

의로 구속되면서 학교와 두부공장이 공중분해 되

었다고 인솔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숙소인 연길시의 작은 호텔에 돌아와 승강

기를 타자, 한복을 입은 일흔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자가 함께 타서는 아들이 한국에서 돈 벌어 오늘

거기서 자기 회갑잔치를 열어준다며 일행들에게 자

랑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이 저녁식사를 하는 방에 북한 평양예술단

소속 3명이 아코디언을 갖고 들어와 한국 대중가요

공연을 했습니다. 스무살 안팎의 소녀들 답지 않게

짙게 화장하고 감정표현을 철저히 절제하며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는, 인형 같은 모습에 안타까와 하면서

도 동족이란 생각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습

니다.그런데 자정 무렵 우리 일행 일부가 음료수를

사러 숙소를 나가다가 아까 본 소녀들과 그 동료들이

한복을 입고 나가더라고 전하자, 외화벌이로 매춘을

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인솔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셋째 날은 새벽에 조선족 교회인 ‘연길교회’ 새벽 기

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국가로서 형식적으로는 종

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도 허용하지만, 외국인은 중

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의 대부분이 이른바 ‘삼자(三自)’교회

로서 공산당 정부에 등록하고 정부의 지도 아래 그

정책을 옹호, 실천하며 지도자들도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는 성

경대로 헌신하는 지도자도 있고, 정부 몰래 가정에

서 모이는 이른바 ‘가정교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공

안(경찰)과 북한 보위부원의 단속을 피하려는 탈북

자들이 주로 그런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근처의 새벽 수상시장을 방문하였는데, 새

벽 4시간 동안만 열리는, 주로 식료품을 파는 시장

으로서 껍질을 벗긴 큰 개를 통째로 파는 것이 인상

적이었습니다. 조선족 자치주인데도 상인들과 손

님들 말이 주로 중국어이고 간간이 한국어(조선어)

이었는데, 몇 년 전 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를 졸

업해 중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일부러 한

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침식사 후 백두산을 향해 광활한 평야를 가로질

러 울퉁불퉁한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섞어가며

화룡, 이도백하를 경유해 이동했는데, 인적이 드물

었고, 공중화장실 건물의 실내가 말로만 듣던 대로

앞뒷문과 옆문이 모두 없는 재래식이어서 놀랐습

니다.

연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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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 운영하는 ‘강원도식당’에서 점심식사 식

단으로 똥돼지고기, 상추, 무우, 돼지껍데기, 국물

이 나왔는데, 맛은 별로였습니다.

이윽고 백두산 매표소 입구에 도착했는데, 중국 본

토와 한국 등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고, 백두산이

아니라 ‘長白山’ 간판이 어색했습니다. 북쪽으로 천

지를 오르는 길을 택하여(北破) 백두산 관광전용버

스로 천지 밑 버스승강장에 도착한 후 10분쯤 걸어

올라가 천지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 천

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민족의 영산(靈山)에 오른 감격

과 기쁨에 겨워 천지와 백두산 자락들을 사진촬영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애국가와 찬송가를 부르

자 다른 한국인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2,749m의 최고봉인 장군봉이 북한영토라 가볼 수

없어 장군봉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을 수밖에 없었

습니다. 

백두산 매표소에서 버스로 내려오던 중 장백폭포

앞 근처까지 걸어서 등산하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강물에 손발을 담그자 온몸이 시원해졌고, 하산하

연길 새벽수상시장

백두산 자락의 공중화장실   

장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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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중목욕탕에서 백두산 물로 목욕하자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녁식사는 조선족식 나물, 전골 등이었는데, 입에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넷째 날은 이도백하를 출발해 일반 관광객들은 잘

가지 않는, 두만강 발원지를 거쳐 무산 등 국경지역

을 철책선 따라 여행하였습니다. 

국경 세관이 있는 숭선마을을 향해 미송나무가 많

고 조그만 화산석(火山石)들이 뒹굴기도 하는 백두

산 자락의 깊은 산속,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좁은 도로를 비포장 도로 1시간 30분, 포장도

로 3시간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두만강(525km) 발원지에서 국경 철

조망 아래의 북한 땅에 손과 발을 넣기도 하면서 각

자 묵상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서 마침 연변에서 4

일간 자전거를 타고 여행 왔다는, 교회를 다닌 적

있다는 연변대 조선어문학과 조선족 남학생 2명을

만났는데,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 하는 순박한 모습

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발원지에서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국경 철조망

을 따라 중국 국경경비대의 검문을 받기도 하면서

이동하였습니다. 맞은 편 북한군 초소의 시설과 경

계가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을 막으려고 더 촘촘히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영토 내 공사장에 있는

굴삭기의 ‘DOOSAN’ 글자에서 한국 두산중공업 제

품임을 알고 반가왔습니다. 

국경경비대 초소 군인들이 우리의 전세 버스 안에 마

백두산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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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있는가, 탈북자가 숨어 있는가 의심해 군견(軍

犬) 을 데리고 올라와 검문하느라 통과하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숭선마을에 도착하자 30∼40m 떨어진 북한 쪽 밭

의 농부들과 두만강에 손발을 씻는 북한군인들이

너무 왜소해서 안쓰러운 반면 스쿠터를 타고 신나

게 달리는 20대 청춘남녀 한 쌍은 그렇지 않아 대

조적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우리 일행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 반면 길 가는 아주머니 한 사람은 우

리가 손을 흔들자 같이 손 흔들어 주었습니다. 맞은

편 북한세관에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란

대형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요즈음 배고파서 탈북해 들어온 북한 군인

들과 주민들이 식량을 뺏아가는 외에 생명을 해치

는 일들도 있고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중관계도 나

빠져서 중국세관에 인적이 드물다고 하는데, 조용

한 양쪽 세관 모두에 긴장감이 팽팽하였습니다. 

북한 쪽을 향해 사진을 찍으면 위험하다는 인솔자

의 설명에 따라 사진을 찍지는 않고 두 손 벌리고 평

화통일을 위한 묵상 기도로, 북한에는 우상(세습왕

조)이 무너지고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국에는 부정

부패와 분열이 치유되도록 회개와 간구를 했습니다.

백두산 미송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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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피라미 매운탕, 고사리나물, 탕수육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북한 양강도 제1도시인 무산시 쪽

을 향해 출발하면서 그 숭선마을에 십자가가 높이

걸린 작은 교회건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인솔자로

부터 중국에 약 1억 2천만의 기독교인이 있어 세계

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말을 듣고 놀

랐습니다. 

두만강변 국경 철조망을 따라 차량 통행이 드문 포

장도로를 계속 달리는데, 맞은 편 북한의 도로에는

사람과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호암산 중턱의 무산시 맞은 편에 도착하자, 탄광도

시인 무산시와 주위의 황량한 회색 산들, 산 밑에서

부터 꼭대기까지 남해도의 다랭이 논보다 훨씬 더

높고 길게 계단식으로 개간된 밭들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상류의 맑은 물이 무산탄광의 영향으로 여

기서부터 하류까지 회색으로 변해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연길시로 돌아와 식당에서 제가 다니는 교

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세 가정 부부들을 만나 환담

하며 그 분들의 현재와 장래 사역, 가정사정 등을

듣고서 도전 받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중 연변과학기술대학 직원으로 근무하

는 한 선교사 부부가 봉사하는 청소년쉼터로 함께

이동했는데, 결손가정 출신 또는 원격지에서 연길

시로 온 조선족 청소년들의 거처 겸 공부방으로 설

립․운영하면서 기독교 복음도 자연스레 전하는 곳

으로서, 재정난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

음을 생생히 느끼며 그 분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소리 내어 합심기도 하였습니다. 

철조망 넘어 오른쪽 중간부분에 보이는 북한군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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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날은 다시 새벽 수상시장을 방문하여 현지

농산물을 조금 사고 아침식사 후 연변과학기술대

학을 탐방하였습니다. 

이 대학은 연변대학과 함께 동북 3성의 대표적 명

문대학이라는데, 캠퍼스가 아주 넓고 본관에 태극

기와 오성홍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었습니다. 교

수(파트너 학장) 신분의 어제 만난 다른 선교사로부

터, 기독교 정신 아래 중국인(조선족 포함), 남북한

인 등을 함께 모아 세계화 교육을 하기 위해 미국

거주 한국 기독교인들이 설립, 운영하면서 여러 가

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인, 남북한인 학생들 사이에 생기는 문화 충돌,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이 투철하고 폐쇄적이던 북

한 학생들이 그곳의 교육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

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 그 선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다

가 당국에 들켜 재발 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

았다는 이야기,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들이 같은

설립자에 의하여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파견

근무하면서 문화 충격으로 진이 빠져서 힘들었다

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후 늦게 연길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출발했는

데, 며칠 간 전세버스를 운전하면서 정들어 아쉬워

하는 조선족 기사와 공항 입국장에서 두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작별인사를 하는 인솔자의 모습에

찡하였습니다.

이번 탐방여행의 일정이 짧아 압록강 지역은 가지

못한 데다가 희망했던 탈북자와의 만남이 그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뒤에 간 다른

탐방팀은 탈북자 일행을 만났다고 함) 구체적 탈북

루트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북한 무산시



시
|  수

필
|  기

행
문

|  수
련

회

부산지방변호사회•249

최진영 변호사

1,500년 전 
백제의 도읍지 공주,
부여를 다녀오며

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서 2016년 추계 야유회를 공

주, 부여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무척

들뜨고 설레었다. 과거 법무관으로 논산과 계룡시

에서 근무할 당시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만 들고 충청도지역을 주말마다 돌아다녔

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네비게이션이 널리 보급되어 낯선 곳의

여행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네비게이션이 거

의 없던 때라 지도를 보며 더듬더듬 찾아가다 길을

잃고 헤매다 고생했던,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추억

의 장소들이기도 하다. 

여행 전날에 ‘여행지가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 따뜻

하게 입고 오셔야 한다’는 변호사협회의 배려 깊은

문자를 보고 10월 29일 토요일 7시에 나름 단단하

게 챙겨 입고 출발지인 부산법조타운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회원분들이 와 계셨는데 그분들 하나하

나의 얼굴표정에서 여행 전 가볍게 느껴지는 설렘

이 엿보였다. 

배정받은 차량에 올라 주변 분들과 인사를 하는 사이

버스는 어느덧 공주를 향해 출발했고 협회가 아침식사

를 하지 못하신 회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정성스러

운 주먹밥, 과일도시락에 주전부리(간식)가방까지 받

으니 여행을 떠나긴 하는구나 하며 괜스레 들떴었다. 

단체여행길에 행여 지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에 아침 일찍부터 부산떨었더니 식곤증을 겸한 졸

음이 쏟아졌다. 저도 모르게 잠들었나보다, 정신없

이 자고 일어나니 어느 덧 버스는 국립공주박물관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여행일정● 

첫째날 
국립공주박물관 → 송산리 고분군 → 공산성 →
숙소

둘째 날
백제문화단지 → 국립부여박물관 → 정림사지 → 
부소산성 → 고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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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주박물관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나무들 사이

로 아담한 건물의 박물관이 보였다. 앞뜰에는 공주

부근의 절터에서 옮겨온 석불상들과 석등 대좌, 돌

거북이 등이 놓여있었는데 각각의 유물들이 세월

에 묻혀버린 사연을 말하고 있는듯했다. 

박물관은 무령왕릉 유물 108종 2,096점과 그 밖의

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데 유독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머물게 한 것은 양직공도(梁職貢圖)와 왕회

도(王會圖)였다.  

두 작품 모두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고 양직공도

는 중국 남조 양나라 520~3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나라 황제에게 외국사신들이 인사올

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한다. 왕회도의 정식 명칭

은 ‘당영립본왕회도(6세기)’인데 대만 국립고궁박물

원 소장품으로 중국 남조 양나라 작품인 ‘양직공도’

의 모사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양직공도에는 단

아하고 준수한 외모의 백제사신만이 그려져 있고

우측에는 백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왕회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이 모두 그려

져 있고 왜, 페르시아 등 총 26명의 사신들이 그려

져 있다. 백제사신이 세 번째에 서 있었고, 고구려

사신은 14번째, 신라 사신은 16번째에 서 있다. 화

려한 색채에 각국별 특색 있는 옷차림과 개성 있는

외모 묘사가 돋보였다. 

삼국사신들은 다른 나라이기는 하나 한반도 내의

국가라서 비슷한 스타일의 복식일 줄 알았었는데

전혀 달랐고 기질도 확연하게 차이 났다. 백제사신

은 세련되면서도 양 어깨에 수놓아진 문양이 특이

하고, 신라 사신은 유순한 외모의 사신이었던 반면,

고구려 사신은 대륙기질이 넘치는 호탕한 모습이

다. 양직공도와 왕회도는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반면 번객입조도(番客入朝圖)는 검은 먹으로만 그

려져 있었다. 

번객입조도도 1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양직공

도의 모사품으로 추정되는데 백제의 사신만이 그

려져 있었다. 

양직공도, 왕회도, 번객입조도 세 그림 모두 백제사

신이 그려져 있었는데 복식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

나 단아한 모습에 세련된 복식을 갖춰 입고 입가에

는 은은한 미소가 그려져 있는 모습에서 백제인의

<국립공주박물관>

<양직공도 (좌: 백제 사신, 우: 왜국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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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함을 엿볼 수 있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백제지역의 문화를 잘 보존

했더라면 당시의 보다 많은 백제인의 생활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문화재가 많지 않아 재현한 곳이 많아서

전시실을 돌아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 

발길을 돌리는데 유독 내 눈길을 당기는 것이 있었

는데 순한 눈매의 도깨비얼굴모양의 통일신라시대

의 기와였다. 도깨비라고 하면 원래 험한 눈매와 사

나운 표정이 연상되는데 둥글고 큰 눈매에 도톰한

광대가 나름 귀엽고 정이 가는 인간적인 모습이었

다. 옛 전설에 도깨비가 화가 나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천

재지변을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도깨비에 비유해

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자한 해학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1주년을 기

념해서 기념특별전인 ‘무령’을 연말까지 전시한다

고 한다. 전시회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과 복

원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당시 발견된 진품유물의

상당수 볼 수 있었다. 

특별전시실 입구에는 국보 제162호의 ‘진묘수’가 귀

여운 외모를 자랑하면서도 늠름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진묘수는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이라

고 하는데 머리에 뿔이 있고 몸에 날개가 있는데 조

상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무령왕릉은 묘지석이 발견되어 왕의 주인이 무령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왕과 왕비

의 합장묘이다. 1500여 년 전 절대적인 권력을 지

녔던 왕도 자신이 사후에 머물 장소를 토지신으로

부터 구매하였다한다. 

섬세한 문양의 금·은제 부장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문양의 목걸이와 귀

걸이, 팔찌와 허리띠들이었다. 현재에도 착용하여

도 될 정도로 화려하고 섬세한 금제 부장품들을 보

니 심미안을 가졌던 백제장인들의 실력에 새삼 고

개 숙여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다리작’이라는 글자를 새긴 용무늬 은제 팔찌이다

(국보 제160호). 이는 ‘다리’라는 장인이 서기 520년

에 은팔찌를 만들어 왕비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팔

찌의 안쪽 은판에 새겨져 있다. 만든 이와 만든 날

짜를 새겨넣은 은팔찌를 통해 2천년 가까운 세월을

뛰어 넘어 장인과 현재의 내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

에 큰 감동이 느껴져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

다보았다. 

<진묘수>

<묘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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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중앙에는 일본의 금송을 사용하여 재현한 왕

과 왕비의 목관을 전시하고 있었다. 당시 백제가 한

반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바다를 통해 여러 나라들

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한다. 전시실 한 칸에는 무령왕릉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2900여점의 유물이 발견되

었다고 해서 꽤 크고 웅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

평 남짓의 좁은 공간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촘촘하게

문양을 넣은 벽돌로 쌓아올렸고 4면에는 청룡, 현무,

주작, 백호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워낙 오래 되어

서인지 몸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구분이 어려웠

다. 무덤은 생각보다 좁았는데 살아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죽어서는 세평 남짓한 좁은 무덤에 머

무른다는 생각이 들어 숙연해졌었다. 

2.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박물관을 돌아보고 나오니 마침 점심식사 시간과

맞아떨어졌다. 근처 식당에 들러 돼지석갈비로 푸

짐한 식사를 하니 한껏 눈에 힘이 들어갔다. 역시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

니었다. 포만감에 한층 더 기분이 느긋해진 상태로

사적 제13호인 송산리 고분군으로 이동했다. 

고분들은 공주 송산의 야트막한 구릉 경사면에 위

치해 있는데, 동쪽에 고분 1~4호분이, 서쪽엔 무령

왕릉과 5,6호분이 있다. 무령왕릉을 제외한 나머지

고분들은 일제 주도하에서 도굴에 가까운 발굴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학술조사라기보다는 단순한

외형과 내부의 구조파악과 유물수습에 불과하였다

고 한다. 무령왕릉은 위치나 형태로 보았을 때 고분

으로 보지 않아서 다행히 일제에 의한 발굴은 피했

다고 한다. 

무령왕릉의 발견 계기도 흥미로웠는데, 1971년경

고분 5, 6호분의 사이의 배수로공사를 하던 중 우

연하게 왕릉의 벽돌 벽을 발견하여 알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몇 달에 걸쳐서 발굴계획을 세워서 차

근하게 발굴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

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오는 날 저녁 하루 만에 후

딱 해치워버렸다고 한다. 발굴을 주도하였던 당시

책임자들도 당시를 회고하면서 참회했다고 할 정

도로 보기 드문 졸속의 발굴이었다고 한다. 

무령왕릉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내부의 습

기와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보존을 위해서 1997년

이후 입구를 막아 관람을 제한하고 있었다. 

고분군은 야트막한 능선을 따라 있어 구경하면서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좋은 코스였다. 고분을 둘러

본 다음 그 다음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되었다는 공산성으로 향했다.

3. 공산성

공산성은 백제 문주왕때 한산성에서 웅진으로 천

도했다가 성왕때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64년간 도

읍지인 공주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라고 하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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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당시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금강

을 옆에 끼고 해발 110미터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의 요지로 당시에는 토성이었는데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는 성이라서 석성

으로 다시 쌓았다고 한다. 

약간의 경사진 길을 따라서 공산성으로 오르는데

성벽 전체에 걸쳐 흐트러지게 피어있던 흰 꽃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줬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군락을 이루면서 피어있던 꽃들은 구절초라고 했

다. 산성으로 오르는 오른쪽 길가에는 47개의 비석

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우의정, 관찰사 등 공주와 관

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것들인

데 공주시 내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을 공산성 입구

에 모아 놓았다고 한다. 산성이 그리 높은 편은 아

니어서 천천히 햇살을 즐기면서 올라가기에 좋았

다. 공산성은 네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 입구는 서

쪽에 있는 금서루(錦西樓)였다. 원래 유지만 남아있

는 것을 석문으로 복원해 놓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었을 당시에도 일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침 시간대가 수문병 근무교대식을 하는 때라서

일부 회원분들은 금서루에서 행해질 교대식을 관

람하기 위해 남아계셨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분들

은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야트막한 산책길을 따라

백제시대의 연못과 진남루(錦南樓) 그리고 왕궁지

로 추정되는 곳을 거쳐 쌍수정과 사적비를 보기위

해 산성 위쪽으로 올라갔었다. 

쌍수정은 조선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잠시 머물

렀다는 곳인데 인조는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기대

며 노심초사하면서 난이 진압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나무들

에게 정3품의 벼슬을 내리고 떠났다고 한다. 이후

그 나무들은 없어지고 그 곳에 정자를 세워서 쌍수

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인조때 인절미에 대한 유

래가 생겼는데 재미있다. 당시 피난 온 인조를 위해

콩고물떡을 진상한 이가 있었는데 아주 맛나서 인

조는 음식의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이 없다고 해서

진상한 이의 성이 임(任)씨에 절미(絶味)라는 의미

에서 임절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호젓한 산길을 따라 걷다보니 공주시내 전체가 보이

는 산성 외곽에 다다랐다. 공주시내에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서인지 시야가 탁 트여 시원한 전경이 펼

쳐졌었다. 계속해서 외곽담벼락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걷다보니 처음 출발지였던 금서루가 나왔다. 수문장

교대식을 보기 위해 남아계셨던 분들도 즐거운 시간

을 보냈는지 모두가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공산성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숙소인 롯데부여리조

트에 왔왔다. 회장님 주관하에 단결행사를 마친 우

리들은 가을밤이 깊어가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4. 백제문화단지

이튿날, 첫 행선지는 백제문화단지였다. 이곳은 삼국

시대의 사비성을 재현해 놓은 곳이었는데 넓은 터에

잘 정비되어 있는 중앙광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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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한 사비궁은 고대 궁궐의 기본배치형식에 따라

정중앙에는 천정전(天政殿)이, 양쪽으로는 평상시

임금이 직무를 보던 동궁인 문사전(文思殿)과 서궁

인 무덕전(武德殿)이 있었다. 정중앙의 정양문(正陽

門)을 통과하면 볼 수 있는 천정전은 궁궐 내 가장

중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신년 하례식, 외국사신

접견 등 국가나 왕실의 중요 행사시에만 사용되던

정전(正殿)이라고 한다. 천정전은 ‘정치는 무릇 하

늘의 뜻에 반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백제시대

의 주요 유적인 천정대(天政臺)에서 유래하였다. 

천정전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2층 규모의 건축물

인데 중앙에는 임금이 앉는 자리로 어좌(御座, 용

좌)가 설치되어 있고 용상 뒤에는 세상이 태평할 때

에만 나타난다는 봉황문을 두어서 나라와 왕실의

무궁함을 기원하고 있었다.

화려한 문양의 단청들과 붉은 휘장과 붉은 색의 커

튼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 아래로 왕과 왕비의

평상복과 대례복이 전시되어 있다. 

건물이나 복식에 알 수 있듯이 사비궁은 ‘화려하지

만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화이

불치 검이불누, 華而不侈 儉而不陋)’는 백제의 미학

을 엿볼 수 있다. 

사비궁 우측으로 능사(陵寺)가 있었는데 아들인 위

덕왕이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어진 백제 왕

실의 사찰로 발굴 당시 중문-탑-금당-강당이 일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백제시대 대표적인 가람

양식으로 확인되었다. 

금당의 옆에 있던 38미터의 능사 5층 목탑은 멀리

중앙광장에서도 보이던 거대한 목탑이었는데  우

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원한 백제시대의 탑으로 현

존하고 있는 부여정림사지오측석탑과 익산미륵사

지석탑 등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해설사 선

생님은 능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현대적

인 장비와 건축기술로도 이처럼 거대한 목탑을 만

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1500여년 전의 선조들은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끼움과 맞춤의 전통기법으

로 만들어낸 것이 뛰어난 백제인들의 건축술을 보

여주는 것이었다. 

최상단에 있던 상륜(相輪)의 몸체는 동으로 제작하

고 표면은 순금을 수작업으로 입힌 후 옻칠을 했다

고 한다. 멀리 중앙광장에서도 보였던 5층 목탑이

자신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크기도 크

기이겠지만 상단에 있던 상륜의 화려함이 돋보였

기 때문이다. 백제인의 뛰어난 건축기술의 정수를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이었다. 

<정양문 입구에서 바라본 사비궁> <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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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백제인의 뛰어난 건축기술이 일본에 전해지

고 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이 ‘도래인’으로 불리

며 추대 받았으니 그들의 기술은 당시 최고였음이

분명했다. 

능사가 있던 절터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

287호)가 출토되기도 했는데 불전에 향을 피우기 위

해 사용했던 대향로는 발굴 당시 진흙 속에 묻혀 있

어서 1,500여 년의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모

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비궁 내의

대웅전에는 대향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원본

은 공주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다. 이 대향로 하나만

제대로 보면 백제 공예미술의 전부를 본 것이라고 단

언하시던 해설사 선생님의 장담을 부여국립박물관

에 전시되어 있는 실물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었다.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이 백제인들의 미적 감각에 대

한 자부심이 강했었는지 절대 공감할 수 있었다.

능사 앞에는 큰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여름에

방문했더라면 연꽃들로 만발해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었을텐데 때마침 가을이라서 꽃들이 다 져버려

서 아쉬웠다.

5. 부여국립박물관

연꽃이 만발한 능사의 연못을 상상하며 국보 제287

호인 백제금동대향로가 있는 부여국립박물관으로

향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

향로는 별도의 전시실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한반

도에서는 드물게 출토되는 박산향로(博山香爐)라

고 했다. 박산향로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지배자의

권력과 소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으

로 뚜껑에 신선의 삼신산(三神山)세계를 장식한 향

로라고 한다. 

<능사(陵寺)>

<5층 목탑>

<백제금동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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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로는 6세기 후반 위덕왕이 즉위할 당시 부왕이

었던 성왕의 전사로 흔들리는 왕권을 바로 잡기 위

해 하늘과 선왕으로부터 이어온 왕권의 정통성 확

보하고 절대적인 통치권의 표방을 하기 위해서 만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높이는 61.8cm

에 불과하지만 매우 정교한 제작기법과 풍부한 내

용을 보여주는 엄청난 대작이었다. 

향로 뚜껑 정중앙에는 하늘에서 날아온 봉황이 앉

아 있었고, 다섯 방향에 쌓아올린 봉우리에는 배소,

종적, 완함, 북, 거문고를 연주하는 악사들과 상상

속의 동물들(인면수신, 포수, 외수, 인면조신 등)과

새 그리고 짐승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아래부분에

는 나무와 바위, 물 등 신비로운 산수경치를 묘사되

어 있었고 향로몸체는 연꽃 봉오리처럼 장식되어

있는 반면 받침대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꿈틀거리

면서 비상할 것 같은 용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었

다. 4면에서 봐도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대

향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새

삼 뛰어난 백제인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전시실에서는 매우 독특한 문양의 기와들과

벽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나 눈길이 갔었던

것은 다양한 모습의 벽돌들이었다. 연꽃도깨비무

늬, 산수풍경무늬, 봉황무늬, 연꽃구름무늬, 용무

늬, 산수봉황무늬 벽돌이 전시되어 있었다. 길이가

가로 세로 30cm가량 되는데 벽돌에 새겨진 무늬들

이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여자 변호사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연

꽃잎과 넝쿨무늬가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원

형모양의 금동광배(金銅光背)였다. 부여 부소산성

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중후한 금빛으로 도금

이 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하기도 하지만 길이 10cm

정도에 불과한 곳에 그처럼 섬세하고 입체감 있게

새겨진 문양들을 보고는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9호)을 보러 갔다. 정림사터에 남아

있는 것으로 6세기 말 백제 사비시대 때 만들어졌는

데 목조탑의 구조를 석재로 변형해서 만들어진 탑

으로 완벽한 비례적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매

우 안정감 있고 기품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익산미

륵사지석탑과 함께 대표적인 백제시대의 탑이다. 

인근에 있는 백제역사문화관에도 들려보았는데 백

제역사문화단지의 복원에 대한 내용과 백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전시관이었다. 이

곳에는 사비궁과 능사 5층 목탑, 무녕왕릉, 익산미

륵사지 등의 복원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기존 유적지에 가면 유물들을 전시해 놓는

것은 많이 봤었는데 이처럼 별도로 유적지의 복원

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놓는 곳은 처음이었기

에 그 배려가 고마웠고 이를 통해 백제인들의 섬세

한 건축술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장소

이기도 했다.

6. 부소산성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출출해진 우리는 부소산성

앞에 있는 연정식을 먹으러 갔다. 부여에는 연이 많

이 생산되어 서민지 연을 주재료로 한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부소산성 입구에서 회원분들을

모시고 추계야유회를 왔다는 인증의 단체사진을 찍

고 삼삼오오씩 부소산성을 올랐다. ‘부소’는 백제시



시
|  수

필
|  기

행
문

|  수
련

회

부산지방변호사회•257

대의 언어로 ‘소나무’를 뜻하는데 산성이라고 하지

만 그리 높지 않은 곳이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울창

한 소나무들과 단풍든 나무들로 인해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코스였다. 특히 산성은 사비

길, 태자골 숲길, 단풍나무 길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예쁜 숲길들이 조성되어 있었고 때마침 단풍이 들

기 시작하는 때라서 산성을 오르는 동안 눈이 정말

즐거웠다. 

부소산성은 도성(都城)을 방어하는 핵심시설로 백

제 성황이 사비로 천도하기 이전에 이미 축조되었

다고 한다. 부소산은 북쪽에는 백마강이 흐르는 천

연요새라서 외적 방어에 유리하고 남쪽에는 완만

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도성을 방어하기에

좋은 곳이다. 산성의 대부분은 흙으로 다진 토성이

라서 평상시에는 궁궐의 후원으로 사용되었고 유

사시에는 도성의 방어거점으로 사용되었다. 그래

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소산성 내에는 큰 군창이

설치되어 있었던 터가 남아 있었고 지금도 불에 탄

곡식들이 나온다고 한다.

시야가 탁 트여서 시내 전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반월루에서 해설사 선생님이 회원들을 상

대로 의자왕에 대한 일화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계셨다. 회원들도 잠시 백제시대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에 아주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면서 가기를 10여분, 백화

정(百花亭)이 보이고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이 보였

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강물을 여유롭게 즐

기다보니 나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을 느꼈다. 삼국

유사에 의하면 나당연합군에 의해 부소산성까지 함

락되다 보니 이를 견디다 못한 궁녀들은 낙화암 정

상에서 백마강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낙화암이

라는 이름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삼국유사에는

사람이 떨어져 죽은 바위라는 의미로 ‘타사암’이라

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잠시 그 당시의 백제여인들의 수난을 생각하다가

나라가 혼란하면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살아

남은 여성들과 아이들은 모진 고초를 겪는다는 사

실에 새삼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이 행운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낙화암에서 절

벽을 따라 고란사에 도착했다. 고란사는 백제 말기

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

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고란초와 고란약수가 유명

하다고 한다. 백제 왕들은 아침마다 신하를 보내어

약수를 받아다 마셨다고 한다. 약수 한 잔을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하자 우리

회원님들은 반농담을 하면서 한 잔씩 마셨고 나도

이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젊어지기를 바라는 소

망을 담고서 마셨다. 

고란사 밑 선착장에서 기다리다가 유람선을 타고

<백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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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광버스가 대절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여유롭

게 강바람을 즐기면서 왔다. 낙화암에서 보기에는

강이 그리 깊지 않아 보였는데 유람선을 타고 고란

사, 낙화암을 지나가면서 보니 제법 강이 깊어 보였

다. 강에서 유람선은 처음 탔는데 제법 운치가 있고

부소산성을 눈으로 즐기는 맛이 있었다. 옛날 법무

관 시절 부소산성을 몇 번 왔었는데 전역하고서 다

시 오니 느낌이 새로웠고 다음에도 오늘처럼 여유

롭게 부소산성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희망

했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부산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관

광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첫 날에는 기대감

에 부풀었지만 돌아가는 날에는 여행에서의 만족

감과 아쉬움이 남았다. 돌아올 곳이 있어서 여행을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살면서 가끔은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간단히 저녁을 먹고 협

회에서 마련해 준 부여의 특산물 ‘연꽃빵’을 받았다. 

작은 선물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협회의 배려에 고

맙고, 좋은 분들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또한 고맙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애써주신 협회 임원들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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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재 변호사

고령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1박2일 관람기

1. 들어가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그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

의 전유물이었던 시절도 있었기만, 본회에 ‘BACO’

라는 음악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듯이 이

제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취미로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스승들 중

대다수는 적어도 대학생활까지, 혹은 현재에도 그

악기에 인생을 걸고 기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필자는 우연한 계기(혹은 필연적인 계기)로 2014.

4. 1.부터 4. 2. 까지 양일간 개최된 고령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를 1박 2일 동안 관람하며 자신의

기량을 확인하려는 악사(樂士)들의 열정을 경험하

였다.

이 글은 가야금이라는 단일 악기의 경연대회를

관람한 필자의 관람기·감상기이지만, 음악을 좋아

하는 회원들, 특히 자녀가 악기를 배우고 있는 회원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 배경지식

1) 가야금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주

로 책상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서 양손을 이용하

여 연주하는데, 오른손으로 현(絃)을 뜯거나 튕기며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 현을 눌러(농현) 소리를 변화

시켜 기교를 더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현악기 중 가야금과 유사한 방식

으로 연주되는 악기로는 거문고와 아쟁이 있는데,

왼손으로 현을 눌러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은 동일

하나 거문고는 술대라고 하는 도구로 현을 튕겨 연

주하고, 아쟁1)은 활을 이용하여 연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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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악 경연대회

국악에서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등 현악기와

대금, 소금, 피리 등 관악기 및 서양음악에서의 바

이올린, 피아노 등으로 대표되는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모든 음악을 기악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순위를 정하는 대회가 기악 경연

대회이다. 

매년 전국에서 수많은 기악 경연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각 대회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 대

회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대회부터 대통령상이 수상되는 대회까지 있으

며, 대통령상이 수상되는 대회에는 보통 초·중·고

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경연을 하여 참가인원만

수백명이 될 정도라고 한다. 

3) 가야금 경연대회

가야금은 국악기 중 가장 큰 규모의 경연대회가 있

는 악기로, 매년 3월 김해, 4월 고령, 5월 구례, 9월

탄금대(충주)에서 경연이 펼쳐지고 일반부 대상에

게 대통령상이 주어지는데, 가야금 경연에는 가야

금 독주와 가야금병창2)을 함께 평가한다. 

필자가 관람한 고령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또한 일반부 대상에게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으로 전체 참가인원만 266명(246

팀)이었는데, 당시까지 개최된 가야금 경연대회 중

참가인원이 역대 최고였다고 한다.

4) 경연방법

참가인원이 워낙 많은 대회라 첫날에 예선이, 둘째

날에 본선이 펼쳐졌는데, 첫날 예선을 통과하면 첫

날 얻은 점수와 상관없이 본선 진출자들끼리 다시

경연을 펼쳐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고, 본선에 진

출하면 최소 장려상을 확보한다고 했다.

하지만 총 참가인원 중 겨우 46명(팀)만 예선을 통

과하고 200명 이상이 탈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도 예선 통과를 쉽게 장담하지 못하는 살벌한 경쟁

이 펼쳐졌다.

경연심사는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진행하였는데,

가야금산조 혹은 가야금병창의 명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선에서는 5명씩 나누어 5명은 초·중등부

및 대학부, 나머지 5명은 고등부 및 일반부를 심사

하다가 본선에서 10명이 동시에 심사를 하였다. 

3. 첫날 예선경연

예선을 치르기에 앞서 대회 개회식이 있었고, 개회

식이 끝난 직후부터 긴장감 넘치는 추첨식이 이어

진 후 바로 예선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경연보다 순서 추첨의 순간이 더

욱 긴장된다고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왠지 모르

게 부담스러워 모두 경연의 중간 정도 순서를 뽑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1) 필자도 해금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한 악기인데, 해금의 소리가 ‘앵앵’거려 아쟁이라는 이름과 어울렸기 때문이었다.
2) 가야금병창은 연주자가 소리(노래)를 하면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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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순서 추첨이 진행되는 동안 객석에 앉아있었

는데,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이어지다가 참가자 중 누

군가가 1번을 뽑는 순간 짧은 탄성이 나왔고 그제야

다른 참가자들이 조금은 안도하는 것이 느껴졌다. 

참가인원이 많았던 이유로 초, 중등, 대학부는 문화

누리 가야금홀에서, 고등, 일반부는 문화누리 우륵

홀에서 예선경연이 치러졌다.

예선경연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연주시간

은 초·중등부 2분, 고등부 3분, 대학부·일반부 5분

이고, 시간이 경과되는 순간 진행요원이 종을 쳐서

연주를 멈추게 하였다. 필자는 고등부 일부와 일반

부 전체를 관람하였는데, 심사위원이 된 마음으로

나름대로 점수도 매겨보고 실제로 공개되는 점수

와 비교하면서 경연을 즐겼다. 

경연의 점수는 참가자의 연주가 끝난 즉시 실시간

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경연을 마친 참가자들은 자

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경연장의 객석에 앉아 다음

참가자들의 경연을 보다가 자신의 점수가 예선 통

과인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필자는 집에서도 경연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프

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고 자

신만의 순위를 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눈앞에서 연

주되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참가자들의 기량을 평

가하는 것이 상당히 즐거웠고 필자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들의 점수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개별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에서 5분

정도지만, 참가인원이 많았던 이유로 마지막

참가자는 6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도 순서 추

첨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일반부 경연은

고등부 경연이 모두 끝난 오후 5시경에 시작되었

고 일반부 마지막 참가자가 경연을 마친 시간은

오후 8시경이었다).

악기의 특성상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앉아

조추첨이 진행되는 모습(출처 : 고령군 블로그)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점수(출처 : 고령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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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기 때문에 대회가 시작된 아침에는 대기장소

뿐만 아니라 대회장 건물 전체에 참가자들은 각자

돗자리를 깔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 준비한 연

주를 연습했고, 음악 비전문가인 필자로서는 너무

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되는 소리를 들으며 과

연 연습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대회첫날 아침 9시경부터 시작된 예선일정은 오후

8시가 되어야 일반부 마지막 참가자의 경연을 끝으

로 종료되었고, 동시에 46명(팀)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었다.

4. 둘째 날 본선 경연

첫날에 비해 확연하게 사람 수가 줄어들어 한산해 보

였지만 본선 진출자들의 얼굴에서는 긴장을 넘어선

비장함이 엿보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고등·

대학·일반부 참가자의 경우 개최되는 대부분의 대회

에 참가하고, 본선에 올라올 정도의 실력을 가진 참

가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본선 진출

자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대회에서 우승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참가하는 연

주자도 있겠지만 참가자들 대부분은 본선 진출을 1

차 목표로 삼는데, 그 이유는 본선진출자 전원에게

시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초·중·고등학생들은 상위학교로의 진

학을 위해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취직

을 위해서, 일반 연주자들은 자신의 기량을 확인받

고 더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는 점에서 모두에게 본선 진출은 중요한 목표라고

하였다.

본선 진출자들에게는 인원이 매우 적어진 만큼 상

당한 시간 동안 연주할 기회가 주어졌고, 10명의 심

사위원 모두가 동시에 평가해서 최고점과 최저점

을 제외한 8명의 점수 평균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

식으로 본선이 진행되었으며, 경연자의 점수는 예

선과 마찬가지로 연주가 끝나는 직후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회의 클라이맥스는 프로 연주자들의 경연인 일반부

경연이었다. 일반부 경연은 학생들의 경연이 모두 끝

난 후에야 시작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프로 연주자

들의 경연을 보면 나름대로 공부도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참가자 및 참가자의 가족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환경에서 긴장감 넘치는 경연이 진행되었다. 

너무나도 숙연하고 무미건조했던 객석 반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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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문화에 익숙했던 필자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

던 부분이었는데, 일반 공연의 경우 한 연주자가 공

연을 마치면 박수를 쳐주기 마련이나 대회라서 그

런지 한 사람의 경연이 끝나도 객석에서는 그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경연은 가야금의 경우 가야금 산조3) 전 바탕(진양

조, 중모리, 자진모리 등)을, 가야금 병창의 경우 판

소리(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등) 중 일부를 12분간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6명의 참가자가 진행한 일반부 본선 경연은 6번째

연주한 참가자가 1등을, 5번째 연주한 참가자가 2

등을 차지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위기

에서 마무리되었다. 

5. 에필로그

필자가 1박 2일에 걸쳐 고령에서 펼쳐진 전국 가야

금경연대회의 전체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필자의 아내가 일반부 경연자로 참가했기 때문이었

다. 필자의 아내도 많은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본

선에 진출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고 다행히도 본

선에 진출하여 마지막까지 경연에 참가하였다. 

필자의 아내는 대회에 참가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본선 경연을 보고 싶

다고 하였기에 원래부터 끝까지 대회를 관람할 예

정이었지만 아내가 본선에 진출하면서 덩달아 필

자도 수험생의 부모가 된 마음으로 손에 땀을 쥐며

경연을 관람해야만 했다.

필자의 아내는 예선에서 일반부 참가자 24명 중 23

번을 추첨하였고, 본선 진출자 중에 가장 마지막 번

호였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마지막으로 연주하였

다. 대회 이후 필자의 아내는 KBS 국악한마당에 출

연하였고 서울에서 개최된 고령 가야금 경연대회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의 한 사람으로 특별공연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옆에서 다음 공연

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다.

3)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국악기 독주음악의 하나로,  남도소리의 시나위와 예인광대들의 음악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 음악을 기악독주곡의
형태로 발전시킨 민속음악. 연주장소, 연주자 등 연주조건에 따라 즉흥적인 감정표현을 중시하는 음악이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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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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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공수마을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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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해운대 미포 1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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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해운대 미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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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 꽃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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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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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 변호사 은행잎 침대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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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 변호사 바람 구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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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변호사 꽃 1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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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변호사 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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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변호사 안면도 꽃지해안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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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변호사 영월 선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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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열 변호사 경주 1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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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열 변호사 경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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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변호사 여명

부.변.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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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변호사 해도곶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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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분들이 불려가는 계절

앞서가는 분들 뒤따르기는 쉬워도, 뒷 사람들 앞서기는 어렵다. 어느 덧 앞서 가시는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 가도 필자보다 나이드신 분들 아니 비슷한 또래의 분들조차 뵙기

가 어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적으로 부산변호사님 가운데 가까운 분들이 많이 유난히 많이 돌아가셨다. 

1970년 무렵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낸 김진영 변호사, 인연이 깊어 같은 법무

법인에도 근무하였던-, 1984년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퇴임하실 때 모셨던 김철기 변호사님,

남구선거관리위원장 시절에 선거관리위원으로 같이 일하였던 황규정 변호사님, 기억력이 좋

으셔 지난 법조, 법조인들의 일들이 많이 기억하시고 전해 주셨던 최익균 변호사님, 부산변호

사회 창립 초기에 변호사회지발간 등 많은 부문에 기여를 하셨고, 60세가 되던 해에 변호사업

무를 접어셨던 강호원 변호사님, 정시영변호사님 등등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아래의 시가 생각납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이제 소임을 다하고 단풍이 든 나뭇잎들이 거리를 나부끼고 있습니다. 낙엽이 대지로 돌아가

는 계절(落葉歸根) 가을은 깊어져 멀리 떠나가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홍 광 식

겨울로 가는 길
- 어떻게 살다 마무리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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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을 행복하다 하지 말라, 그는 고작해야 운이

좋은데 지나지 않는다(Call no man happy till you know the nature of his death ; he is at

best but fortuna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할 때에도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가는 인간에게 정말로 어려운 마지막 일입니다. 

늙어가는 남성의 입장에서 노년의 신오복 新五福은 건 健 처 妻 재 財 사 事 우 友를 들고 있습

니다.

그 사이 읽어 보고 공유할만하다고 생각되는 겨울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소개하

여 봅니다.  

2. 인상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가. 칼 힐티(Carl Hilty)의 최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죽음의 사례로 ‘오는 잠에 자는 듯 숨을 거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런 점에서 스위스의 법철학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변호사이기도 했던 칼 힐티(1833-1909)의

최후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일본책에 나오는 그대로 인용하여 봅니다.

“남자는 이불 위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

무사 가문에서는 전쟁에 참전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같이 평화

로운 시대에 그런 꿈을 꾸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로운 세상의 시민인 내가 이상적

인 죽음으로 동경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나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를 꼽겠다.

그는 76세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침에 원고를 쓰고, 주네브 호반의 작은 오솔길을 딸과 함

께 산책했다. 지금으로 따져보면 100세는 족히 되었음직한 나이다. 10월 중순. 스위스의 가을

하늘은 맑고 시원했다. 산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힐티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로함을 느꼈

다. 그래서 딸에게 따뜻한 우유가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딸 에디트가 우유를 데워 거실로 가

져왔을 때 힐티는 소파에 누워 숨져 있었다. 마치 단잠을 자는 모습으로 숨을 거둔 것이다. 책

상 위에는 <평화론>의 원고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의 완전한 도구로서 작업

을 하다 죽는 것이 질서있는 노년의 생활방식이며, 인생의 이상적인 종결이다.” 

그는 자신의 꿈처럼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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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봉스님의 임종게 등

효봉스님(1888-1966)은 일제 강점기에 평양에서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 출가하여 우리나라 조

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으로 활동하셨고, 법정스님, 고은시인 등의 제자를 두신 분입니다.

최근에 ‘붓다가 된 엿 장사’라는 스님의 자전적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1966.10.15. 밀양에 있는 표충사에서 향년 79세, 법랍 42세를 일기로 열반했다.

오전에 간다는 말과 내 몸에서 사리 따위를 내지 말라는 말이 남겨겼다. 그러나 종단은 그의

법구에서 사리 36개를 가려냈다(고은. 박영사.한국인물대계.제9권 현대의 인물. 286면).  

효봉스님이 일본 와세다대학교 동창생이었던 해공 신익희 선생- 이승만 대통령과 대통령후

보로 경합, 유세하시던 중 사망하였음-의 49제 회향 回向시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였습니다.              

고인은 갔다. 고인을 위하여 이런 49 제齋를 올리는 것은 이 세상의 일이다. 그건 이 세상의

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고인은 그 자신이 지은 것에 의하여 그 지은 것만큼의 꼭 알

맞는 곳에 갔다. 그것을 뒤에 남은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할 수는 없다.

효봉스님은 신익희 선생의 오랜 지기로서는 비정하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인 법문을 하셨다. 죽

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효봉스님 당신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임종게를 남기셨다.

臨終偈

내가 말한 모든 법 吾說一切法

그저 다 군더더기 都是早騈拇

누가 오늘 일을 묻는가 若問今日事

달이 일천 강에 비치리 月印於千江

위 시에 대하여 석지현은 담담한 임종의 시. 제3구와 제4구가 좋다. 독창성은 없지만... 이라

고 감상을 적고 있다(석지현 엮음. 선시감상사전. 민족사).

다. 선의 황금시대에서 본 진정한 善과 禪

오경웅저 ‘선의 황금시대’(유시화 역. 吳經熊저. 禪의 黃金時代.354면.

경서원)에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善은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마음을 항상 아름답고 밝게 해준

다. 오경웅 박사는 아내 테레사의 임종을 직접 목격한 다음부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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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밝고 생각이 깊었다. 임종

두시간 전 아내는 의사 프란시스 자니박사와 함께 옆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아들 빈

센트를 불러 이렇게 속삭였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몹시 피곤할 테니 의자를 갖다 드려라>.

자니 박사는 내 아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그는 빈센트에게 어머니

의 청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내 아내의 말을 전해들은 그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얼른

밖으로 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그는, 의사 생활 30년에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지

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는 걸 보기는 처음이었다고 나에게 고백하

였다.

오경웅씨는 20세기 초반 중국의 해안도시 닝보 영파 寧波출신으로 판사를 지냈고, 당대에 아

시아를 대표할만 한 법학자이다. 선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zen)는 중국선불교의 황금시

기라고 할 수 있는 당 唐나라시대의 선에 관한 저서이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선을 서양에 전

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쯔(鈴木大拙)박사와도 깊은 교류가 있어 당초에는

스즈끼씨도 선의 황금시대에 대하여는 고견을 피력하기로 하였으나 작고함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 오경웅씨는 카톨릭 신자로 세례명인 존.CH.우 라는 이름의 명저 동서의 피안 東

西의 彼岸(BEYOND EAST AND WEST) 등이 있고 그 책에는 미국의 홈스대법관과 교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문예춘추 2016.6월 호에 히로세 노부요시(廣瀨信義)씨의 ‘백세를 달성하는 조건’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 소개하여 봅니다. 2016.6월호에는 ‘백세까지 산다’라는 특집호

로 그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3. 백수 白壽를 달성하는 12가지 조건

일본에는 백세를 넘은 사람들이 현재 6만 명이상 있습니다. 백세이상의 「백수자(百寿子)」는

헤이세이에 들어 급격히 늘어, 최근 10년에 2.4배. 1963년의 153명에 비해, 실로 약 4백배입

니다.

저희들은 1992년부터 전국의 백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소견, 유전자, 인지기능, 일상생활,

성격 등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9백명의 백수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집안을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백수자를 보면 「굉장히 건강하시군」하고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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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었습니다만, 현재로는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

다. 전체적으로 「백세를 넘어서도 오히려 젊은」 분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백세”가 어째서 늘었는가하면, 의학

의 진보와 더불어 영양상태가 좋아진 것, 건강에 대

한 지식이 널리 퍼진 것, 사회 인프라의 정비 등, 많

은 이유가 생각되어집니다. 20년 이상의 연구를 통

해서도 「건강하게 백세를 맞이하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 완전히는 해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년의 연구로부터 공통점 같은 것은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① 오래 사는 식사란

일반적인 이미지로는 고령이 될수록 먹는 양이 줄고, 생선이나 야채가 중심인 담백한 식사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백수자는 다른 사람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식욕이

왕성해 충분히 먹고 있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먹는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백세까지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라고 저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사의 양은 젊은 사람에 비하면 적습니다만, 「조금 양에 덜 차게

먹음」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만복 滿腹 할 때까지 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식재료나 메뉴도 이른바 “마른식사”가 아닌 고기나 장어 등의 기름진 것이 좋다는 사람은 드

물지 않습니다. 한주에 몇 번 돈가스나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일입니다만, 113세의 남성이 상당히 쇠약해져 의사와 가족은 병구완 준비를

시작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주일정도 지나 본인이 갑자기 「장어가 먹고 싶다」라고 말

해 가족이 장어덮밥을 사와 점심에 반, 저녁에 반을 먹게 했더니 그로부터 서서히 건강을 되찾

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10개월 정도 지나 돌아가셨습니다만, 일시적으로라도 회복한 것은 좋

아하는 장어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가족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에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겁

니다.

세대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백세 이상은 메이지 말기나 다이쇼 초기 출생이기에 젊었을 적에는

아마도 전통적인 일본식이 중심. 영양의 밸런스가 좋은 식사를 골고루 먹었었다고 상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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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호불호가 심한 분도 있습니다. 「항상 야채를 싫어하던 아버지가 백

세까지 사실 줄은 몰랐다」라고 놀라고 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 백수자도 있지만 일반적

으로 영양의 밸런스는 좋은 편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사」는 연령에 의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년에는 메타볼릭 증후군

등 영양의 지나친 섭취가 문제가 됩니다만, 80대에 이르면 이번에는 영양부족에 주의하지 않

으면 안됩니다.

백수자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여쭤보아도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단지 잘 먹고 있는 것에서

공통되는 것은 「단것」과 「부드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요리나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매일 빼먹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백세를 넘으면 대부분이 틀니이기에 「씹는 힘은 그다

지 필요 없으면서 영양가가 높다」라는 점은 공통되어 있습니다.

② 술·담배는 계속해도 괜찮은가

술, 담배와 수명의 관계도 관심이 높은 테마입니다.

우선 음주율부터 보아가자면, 저희들이 동경지구에 사는 백수자를 조사했을 때 「술을 마신다」

라고 대답한 것은 남성은 약 60%, 여성은 약 25%였습니다. 같은 세대가 70세였을 당시 음주율

은 남성은 약 75%, 여성은 약 25%였다는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남성의 음주율은 약간 줄어

들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술은 그다지 수명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백세를 넘은 분의 주량은 적어서, 저녁 반주로 일본술을 1홉(180㎖)부터 5작(90㎖)정도

마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끽연률에 대해 똑같이 조사했더니 백세를 넘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비율은 남성은 3할

정도, 여성은 1할 정도. 같은 세대의 70세 시점과 비교하면, 남녀 함께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

니다. 이 차이는 커서, 끽연은 장수의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최고령으로 122세까지 산 프랑스의 잔 · 칼망이라는 여성은 117세까지 던힐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만, 장수의 끽연자가 있다고 해서 담배의 해로움을 얕잡아 볼 수는 없습니다. 끽연하

고 백수자가 된 사람은 달리 무언가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③ 운동은 장수에 영향을 주는가

조깅이나 워킹, 체조 등의 운동습관은 장수에 관계있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유산소운동이 안티에이징이나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조깅 등의 건강

법이 일본에 널리 퍼진 80년대에 현재의 백수자는 이미 60대, 70대로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

습니다. 

저희들의 조사로 분명해진 것은 주로 백세를 넘어서 부터의 운동습관입니다. 백수자의 8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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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상태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2할, 운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

강한 백수자는 극소수입니다.

스포츠에 몰두할 정도가 아니라도 왕복 1킬로미터 정도를 걸어서 물건을 사러 외출하는 사람,

자택의 계단을 도움 없이 오르고 내리는 사람, 라디오체조나 스트레칭에 힘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백수자중에는 독자적인 체조나 트레이닝을 고안해서 일과로 하고 있

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여성으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사람은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로 신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에게는 근력단련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실천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

습니다. 고령자의 근력단련은 다리나 허리가 중심으로 그것은 넘어짐 방지로 이어집니다. 자

택에서 넘어져서 대퇴골 등이 골절되어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되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일

단 누워 지내게 되면 자립적인 생활로 돌아오기는 극히 곤란하며, 그때부터 치매의 증상이 나

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건강할 때에 잘 걷고, 난간을 잡고 무릎을 굽히고 펴는

등,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트레이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의료기관이나 지역포괄지원센

터가 여는 넘어짐 예방교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요.

최근의 연구로는 근력단련이 치매의 예방이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설도 있기에 일거양득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장수하는 성격은 있는가

예전부터 태평스런 성격의 사람을 가리켜 「저 녀석은 장수할거야」라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구에서도 성격과 장수의 관계는 중요한 데이터의 하나입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60가지의 질문에 대답해가는 「Neo-FFI」라는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시설의 스텝에게 적도록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자기평가

와 타인의 평가는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eo-FFI」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다섯 개의 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 신경증경향 = 불안감이 강하고 작은 일에 신경 쓴다. ② 외향성 = 사교적, 외향적, 화

려한 걸 좋아함. ③ 개방성 = 창조적, 호기심왕성. ④ 조화성 = 배려, 주변에 맞춤, 의존심

이 강함. ⑤ 성실성 = 의지가 강함, 꼼꼼하고 빈틈없음, 완고함.

남녀의 차이는 다소 있어, 여성의 백수자는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

다. 활동적이며 사교성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의존심이 적다라는 경향이 보여 집니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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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한 여성은 환경적응력이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

됩니다. 105세 이상의 여성은 메이지 태생이기에, 현대보다 생활은 편하지 않았었겠지요. 아

이들을 많이 낳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남편의 형제까지 돌봐야했던 대가족입

니다. 그런 힘든 환경에서도 적응했던 사람이 오래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개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심이 적고 표표하고 마이

페이스 같은 타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호기심이 왕성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

방성이 높은 것의 발로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107세를 넘기고 텔레비전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외국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높은 분은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해서 사회에 녹아드는 사람

으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⑤ 의사와는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

건강 장수하는 사람이라도 병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은 의사의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극히 일부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건강 장수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신체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일찍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지시를 확실히 지키는 타입입니다. 앞서 성격분류로 말하자면 성실성이 강한 것의 발로입니

다. 처방된 약도 정해진 만큼 착실히 계속 복용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극단적인 병원중독도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고령자는 있으며, 병이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곧장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거나 주사를 놔주

면 「너무나 좋은 선생님」, 병이 아니니 돌아가시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건 나쁜 선생님」이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젊은 세대와는 병이나 의사와의 관계방식이 틀립니다. 80대가 되어 고령자의

료에 정통한 주치의가 있으면 안심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진료가 늘어날테니 병원과의 관계방

식도 크게 변화하겠지요.

⑥ 큰병 경험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백수자의 많은 분이 과거병력을 가지고 있고, 백수자 전체의 3분의 2정도는 약을 먹고 있습

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노화가 늦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3대사인인 「암 · 심장질

환 · 뇌졸중」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증가하기에, 백수자가 노화가 늦은 사람들이라면, 이 삼

대질환에 쉽게 걸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80세 이전에 이러한 병에 걸려 백세를 맞은 사람은 15%. 80세부터 99세 사이에 이러한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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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분은 50%. 백세까지 걸리지 않은 사람은 20%였습니다(남은 분들은 정보가 없어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나이를 먹음에 따른 병을 모면한 백수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수자의 병을 조사해보면 기왕력도 포함해 가장 많은 것은 고혈압증으로 약 6할, 다음으로

백내장, 골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거의 반수가 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골다공증에

걸린 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뇌졸중은 약 16%, 암은 약 10%로 어느 쪽도 남성에게

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하면 걸려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

수자 중에서 폐암의 기왕증이 있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기왕증 중에서도 주목해야할 것은 당뇨병입니다. 저희들의 조사에서는 당뇨병을 경험한 백수

자는 6% 정도였습니다. 70대에는 당뇨병의 罹患率이 20%전후이니, 백세를 맞기 전에 그 수

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당뇨병은 오래살기에 있어 커다란 장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동맥경화나 신장병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위해 식사제한을 하

면 영양밸런스 좋게 먹는 것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 자신의 임상경험을 통해 말하자면 생활습관병의 예방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

게 많은 동맥경화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이 원인으로 여겨지기에, 라이프스타일을 재

검토하거나 약을 먹거나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지요.

⑦ 백세를 지탱하는 좋은 가족이란

자택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백수자를 방문하면, 가족이나 입소자를 포함한 시설의 분들과의 관

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105세, 11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근처에 극진히

케어해주는 가족이나 시설의 분이 있습니다. 백수자용과 가족용의 요리가 다르기에, 식사시

간에 두 종류의 요리를 만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면, 그것이 10년, 20년으로 이어지는 겁

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세계최고령을 기록한 키무라 지로에몬씨도 116세에 돌아가시기까지 자택

에서 지내셨습니다. 장남의 아내분, 손자의 아내분, 여성 두 분이서 착실히 케어 했었기에 그

렇게까지 장수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케어는 식사나 신변의 일을 보살피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친처럼 신경써주는 사람

이 가까이 있으면, 고령자는 행복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케어를 하는 가족으로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간호의 부담도에 관해 흥미 깊은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재택에서 백수자를 간호하는 가족과 80대의 분을 간호하는 가족의 부

담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백수자 가족 쪽이 더 고령이니, 부담도는 당연히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의외로 백수자가족의 축적피로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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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담도)가 명백히 낮았습니다. 축적피로도에 관계하는 것은 고령자의 인지기능, 자립도, 간

호하는 측의 건강상태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친자인지 양자인지 같은 혈연관계는 축적피로도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백수자중에는 밝고 너그러우며, 양호한 인간관계를 쌓는데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백수자는 대부분 머리의 회전이 빠릅니다.

건강장수한 사람은 머리의 회전이 빠르고 현명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량보다도

사고력이나 본머리의 좋음이기에, 저희들은 소학교 때 성적을 여쭤봅니다. 그러면 「클래스에

서 일등이었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수한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을 잃는 등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적절한 선택이 가능

하다는 것일까요. 백수자와 가족과의 양호한 관계도, 고도의 지적행위일지도 모릅니다. 

⑧ 간호는 재택인가 시설인가

아이라고 해도 백수자의 경우는 대부분 70대 이상이기에, 재택에서는 간호파워에 한계가 있

는 것도 확실합니다. 극진히 케어하는 사람이 꼭 가족이라고 한정할 순 없습니다. 시설의 스

텝도, 극진한 사람은 가족과 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저희들의 조사에서는 특별양호노인홈(양로원)등의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은 백세에 약 4

할, 105세에 약 6할, 110세에 약 7할입니다. 시설에 들어간 계기는 본인에게 골절이나 폐렴 등

이 일어난 후, 자립할 수 없게 되어 입소하는 케이스가 많고, 다음으로 가족이 병에 걸린 것

등, 간호가 불가능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105세 이상이 되면, 「시설에 들어갔기에 여기까지 장수 할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나 가족이 말

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유의 하나가 영양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 중에는 109세까지 혼자 살았던 여성이 시설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영양상태를 알아보면, 자택에 있던 때보다 영양상태는 현격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착실히 영양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설에 옮기고

나서 백발이 검어지게 되었다는 여성도 있습니다. 

⑨ 늙음의 구조는 알아냈는가

늙음의 구조를 생각할 때, 지금 「플레일(허약)」이라는 상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진단서에 폐렴, 심부전같은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

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병의 근원에는 플레일이라는 병태가 있습니다.

70대까지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대동맥류파열 등의 병이 원인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85세를 넘기면서부터, 어디에도 눈에 띄는 병이 없는데, 전신의 기능이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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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저하하여, 최종적으로는 돌아가시는 분이 늘어납니다. 

일본노년의학회에서는 그러한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이 저하한 상태를 플레일이라고 부르기

로 제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레일을 설명할 때, 시무라 켄씨가 티비방송의 콩트에서 연기한 휘청거리는 아줌마를

예로 듭니다. 허리가 굽은 자세로 지팡이를 치면서 비틀비틀 걷는다. 귀가 멀은 데다 치매도

있는 것처럼, 회화가 맞물리지 않습니다. 동작이 전체적으로 느립니다. 플레일이 진행되면,

외견적으로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플레일의 정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이용되는 것이 「프리드의 정의」입니다. 

「체중감소」 「주관적피로감」 「일상생활활동도의 감소」 「신체능력(보행속도)의 쇠약」 「근력(악력)

의 저하」의 다섯 개 항목 중 세가지 항목이 들어맞으면 플레일, 두가지 항목이 맞으면 프레플

레일(플레일전단계)로 진단됩니다. 

어느 정도의 체중감소인가, 보행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외국의

데이터나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구에서는 85세를 넘어선 때부터는 플레일이 있는 분은 여명이 짧고, 플레일이 없

는 분은 장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플레일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원인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영양상태가 나빠집니다. 이것이 플

레일에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의 염증」이라는 생각은 알기 어렵습니다만, 동맥경화, 치매 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 있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염증」 (급성의 염증이라 불리

웁니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상처 등에 의해 일어난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러한 원인이

없는데도 몸의 어디선가 서서히 염증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게 많은 동맥경화도 동맥의 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증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염증을 억제하는 것에 따라 플레일, 나아가서는 노화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 염증을 억제하는 약(아스피린등의 해열제)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

다만,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은 유망한 항노화요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죽는 방식에 「핀핀코로리」가 있습니다. 계속 건강히 지내다가

(핀핀) 어느 날 덜컥(코로리) 죽고 싶다는 의미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일이 그다지 진

행되지 않은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조사에 협력해준 백수자의 댁에 매년 「건강하십니까?」하고 전화를 겁니다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

이나 심장병으로 쓰러져 수 일 후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한편, 그다지 건강하지 않던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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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락하면, 가족분으로부터 「변함 없으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즉, 핀핀코로리가 가능하려면 건강하고 체력이 없으면 안되는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85세정

도까지는 뇌졸중, 심장병 등의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이

후에는 플레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고, 근력운동 등 운동에 몰두하는 것

이 필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⑩ 백세인 사람은 행복한가

저는 백수자 조사에서 꼭 「앞으로 몇 년, 살고 싶으신가요?」하고 묻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그렇네, 앞으로 수년은 살고싶네」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앞의 도쿄올림

픽이 재밌었기 때문에, 다음 도쿄올림픽도 보고 싶다」라고 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앞으로 20년정도」라고 답변해 곁에서 듣고 있던 가족을 경악시킨 분도 있습니다.

타인이 보기엔 「백세를 넘으면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만, 백

수자의 많은 분은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아직 멀어서, 실감이 안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사 중에 제가 실감하는 것은, 백수자는 “행복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은 어떠신

가요?」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하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경우에도 포지티브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사에 입회한 가족이 「나이를 먹으면, 이

렇게나 행복해지는군요」하고 놀라는 일도 많습니다.

고령기에는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저만의 인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1989년에 스웨덴대학의 랄스 · 트른스템교수가 제기한 「노년적 초월」이라는 개념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트른스템교수는 「초고령이 되면, 물질주의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우주적, 초월적, 비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바뀜에 따라, 행복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이야기가

길어지는 노인에게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⑪ 백세의 취미는? 사랑은?

백세인 분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호기심 왕성하고, 자극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

습니다. 그러한 백수자는 저희들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2시간 정도는 즐거운

듯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헬퍼에게 시중을 받으며 쇼핑몰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분도 있고, 서점에서 크

로스워드퍼즐 책이나 사전을 샀다는 분도 있습니다. 백세를 넘기고도 사전을 찾으며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향학심이 있는 것입니다.

티비방송에서 대스모를 시작으로 야구,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는 모든 분들이 자주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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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인 점은 NHK의 국회중계가 백수자에게는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의 답변은 천천

히 말하며, 질문하는 측과 답변하는 측이 있는 시스템도 옛날과 다르지 않아, 알기 쉽다는 이

유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방문하면, 커다란 티비 앞에 모두 모이셔서, 예산위원회 등을 보

고 계시는 광경을 쉽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백수자인 분의 취미는 폭이 넓어, 와카나 하이쿠, 서예, 샤미센, 회화 등은 시설에서도 활발합

니다. 어떤 여성은 105세를 넘기고도, 취미인 자수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솜씨가 있

으시고, 완성후의 그림을 구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쇠약해지지 않은 것에도 놀랐습니다.

여성은 몇 살이 되어도 멋을 내는 데에는 신경을 씁니다. 제가 조사로 방문하면, 예쁜 옷을 입

고, 머리를 가지런히 해 눈썹을 그리는 먹과 입술연지로 화장하고 나오시는 분은 드물지 않습

니다. 

「아름다우시네요」「피부 윤기가 좋으시네요」라고 칭찬하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건강

한 백수자는 피부가 탱탱하고, 80대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110세의 생일을 맞아, 축하선물은 뭐가 좋을지 여쭤보니, 향수를 리퀘스트 했다

고 합니다. 「나는 이미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라며 주위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신경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111세의 여성을 만났을 때, 회화가 너무나 샤프하시기에 놀랬더니, 간호시설의 스텝이 「사랑을

하고 계시기에 젊디젊으신 걸지도」하고 말했었습니다. 항상 진찰해주시는 의사선생님을 사랑

하고 있어서, 그분이 방에 오실 때마다 손을 잡고 놔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웃는 소리도 마

치 소녀같이 된다고 합니다.

색욕이 살아가는 활력이 되는 것은 남성도 마찬가지로, 멋쟁이에 댄디한 백수자도 있습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이성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연구의 조사에서도, 젊은

여성 간호사를 데려가면 남성 백수자는 곧장 그쪽에 흥미를 나타내며, 다가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08세를 맞은 어떤 남성에게, 100세의 여성이 「장수의 기력을 얻기 위해 만나고 싶다」라는 말

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은 「나이 많은 여자는 싫다」라며 처음에는 싫어했

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담하는 단계가 되자, 주변에서는 「뭔가 실례되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는 「뭐, 건강하고 힘내라」고 제대로 붙임성 좋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⑫ 장수유전자는 있는가

친형제로 몇 명 장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는 장수의 가계이니깐」하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

까지의 조사경험으로 장수가계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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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는, 백수자연구의 선구자, 류큐대학의 스즈키 마코토 명예교수가 흥미 깊은 연

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이도에서 백수자가 나온 가족과 나오지 않은 가족을 비

교해보니, 백수자의 가족은 평균연령도달률, 80세도달률, 90세도달률이 어느 것이나 다 높았

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쌍둥이연구의 결과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2할에서 3할, 생활환경이

7할에서 8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계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이유가 유전적 요인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며, 식생활을 비롯해 비슷한 생활습관이 있다면, 환경요인도 충분히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연구그룹이 장수자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인 유전자

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분은 병에 걸리기 쉬

운 「나쁜 유전형」이 적다고 생각하시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장수자와 젊은이에서 나쁜 유

전형의 빈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그룹도 백수자들의 유전자를 모두 조사한다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현시점에서 400명 정도의 유전자해석이 끝나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샘플수는 적어, 외국의 그

룹과 국제공동연구에서 진행해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유전자연구가 진행되면, 장수약을 만드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힘든일입니

다. 이유는 사람의 장수에 관계하는 유전자는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

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30,000개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장수에 관계하는 것은 300

개정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이 생각에 찬성합니다. 300개의 유전자의 조합으로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서로의 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게놈해석이 이뤄지고 있기에, 의외로 간단히 장수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

습니다.

메트포민이라는 당뇨병약에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 알버트 ·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니르 · 바질라이 교수가 중심이 되어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

령의 암환자, 심장병, 치매환자 혹은 그러한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 3천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은 메트포민을 내복, 남은 반은 플라시보(가짜약)를 먹고 5년에 걸쳐 경과를 봅

니다. 암, 심장병, 치매 등 나이를 먹음에 따라 증가하는 병의 발증을 억누를 수 있는가를 본

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는지 아닌지를 조사 하는 데는 수십년간 경과를 지켜보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병

에 안걸리는가 어떤가는 5년정도에 차이가 나리라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발표

될지 기대됩니다.

2002년부터 105세 이상의 초백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1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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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는 “초초백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국세조사에서는 110세 이상이 여

성 75명, 남성 3명으로 합계 78명이었습니다. 작년의 국세조사에서는 아마 100명을 넘었었겠

지요.

인간은 110세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105세를 넘을 때부터 영양상태나

빈혈이 서서히 악화되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앞서 말한 플레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5세를 넘어서도 그러한 데이터가 전혀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이 110

세를 넘어 살아가십니다. 이러한 분을 연구하는 것이 인간의 최장수명을 명백히 할 열쇠가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세시대도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도, 더욱 연구를 증진해, 인

류의 건강장수달성을 향해 노력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4.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 육체는 사라져도, 말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

문예춘추 2016년 3월호에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
겨야 할 것인가(人生の終わりに何を遺すべきか)라는 큰

제목아래

- 육체는 사라져도, 말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 

- 肉體は消えても,言葉は<今>に生きている -

라는 제목으로 좌담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예춘추 2016년3월호에는 앞서 88인의 최후 말(最期 の言

葉)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사회에서 비교적 명사들이 남긴 최

후의 말을 모은 특집이 있었습니다.

문예춘추 같은 호에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人生の終わりに何

を遺すべきか)라는 좌담회기록이 있는바, 그 멤버는 작가 히라이와 유미에(平岩弓枝), 논픽션

작가 야나기다 쿠니오(柳田邦男), 논픽션 작가 카케하시 쿠미꼬(梯久美子)등이다.

야나기다 지금부터 30년 이상 전에 『암 50인의 용기』라는 책을 썼던 때에, 국립암센터연구소

소장(당시) 스기무라 타카시(衫村隆)선생님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하고 질문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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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스기무라선생님은 과학자답게 「죽음이란 그 사람의

인생이 인티그레이트(통합)되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티그레이트란 集積되는 것. 즉, 사람은

「죽음」이라는 限界狀況에 직면하면 全身에 깊게 새겨온 「무엇

인가」가 단숨에 응축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동

하는 「훌륭한 죽음」이나 「최후의 말」에는 그야말로 바로 그 全

人生, 全人格이 집약되어 있는 것같은 氣가 느껴집니다. 

카케하시씨가 『지노라 슬픈 아오지마(硫黃島)총지휘관 · 쿠

리바야시 타다미치栗林忠道』에서 적힌 쿠리바야시중장의 訣

別電文도 그야말로 그러한 「최후의 말」이었지요. 

카케하시 쿠리바야시는 결별전보에 첨부한 유언을 <화살과 탄알이 다하여 지는 슬픔>이라고

끝맺었습니다만 大本營에 의해 <슬픔>을 <분함>으로 개찬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지휘관이 「슬

픔」이라고 읊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일절에서는 쿠리바야시가 최후에

그렇게 적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전해져 옵니다. 더욱이 아내나 아이에게 보낸 편지에도 인간

성이 드러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서가 될지도 모를 편지에 부엌 마루청의 틈을 메우지 않고

출정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쿠리바야시의 최후의 말에는 부하의 전투

솜씨를 역사에 남기려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뜻과, 당연한 일상을 중시하는 아버지로서, 남편

으로서의 마음, 양쪽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였기에 비로소 나는 이 사람을 쓰고 싶다고 생각

했습니다.

「튀김은 따뜻한가요?」

히라이와 나 자신의 경험으로 진짜 「유언」을 들은 것은 단 한번뿐. 그것은 저의 은사 · 하세가와

신(長谷川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지겠지만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세가와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로, 무라카미 겐조(村上 元三)이나 야마오카 소하치(山岡

莊八)1) 같은 쟁쟁한 선배가 말하길 「엿을 먹여주면서 키워졌다」. 호되게 꾸중을 들으며 결점을

지도받던 여러 선배님들을 두고서 선생님은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응

석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1) 일본 및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던 장편 소설 大望의 작가입니다.



302•제34호 부산법조

1963(쇼와38)년의 일입니다. 하세가와 선생님의 몸상태가 나빠져 쓰키지의 세이로카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선배들의 지시로 선생님의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

입원이 될 것 같으니 히라이와군을 곁에 두게 하자. 히라이와군 같은 멍청이라도 사람의 생사

의 갈림길에 접촉하면 뭔가를 깨달을 테지. 선배의 배려였습니다. 그로부터 선생님이 돌아가

실 때까지 약 1개월간 저는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병원의 복도에서 담당 의사선생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하세가와 선생님은 병원 식사

를 어느 정도는 드시고 계시는가?」「그게, 열심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드시질 않으

셔서....」. 그러자 의사선생님은 「어쨌든 드시는게 좋다. 밖에서 사와도 상관없다. 선생님이 좋

아하시는 거라면 뭐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튀김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는 죽조차도 드시지 못하는 상태. 그래도 의사선생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

생님의 병세가 차도가 있다고 생각 해버린 겁니다. 힘을 내기 위해 좋아하시는 걸 드시지 않으

면.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다니시던 신주쿠의 튀김집에 달려갔습니다. 

튀김집의 아저씨는 「오우. 선생님, 튀김을 드실 정도로 건강해지셨는가. 기쁘구만. 뜨끈뜨끈

해야겠군」이라고 말하며 소화에 좋은 것을 골라 튀겨주셨습니다. 저는 막 튀겨진 튀김을 가지

고 택시에 뛰어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의 운전수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손님, 튀김을 가

지고 있군요」라고 물어왔습니다. 「병원에 문병인가요?」 「예」 「안 좋으신가요?」 「한때는 정말로

좋지 않으셨지만, 덕분에 오늘 주치의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튀김을 사러 왔습니다」. 그랬

더니 운전수씨는 「그거 다행이네요. 저도 튀김을 매우 좋아합니다만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병원까지의 길을 맡겨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주쿠에서 세이로카까지의 골목

길 같은 건 몰랐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운전수씨가 갑자기 골목 쪽으로 들어 가

기 시작했습니다. 

야나기다 하세가와씨가 돌아가신 쇼와38년은 도쿄올림픽의 前年으로 도쿄의 교통사정은 나

빴습니다. 여기저기서 공사를 했었고 도로는 혼잡해서 정체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히라이와 보통의 운전수라면 가지 않을 좁은 골목에서 골목으로 맹 스피드로 달리기에 무서웠

지요. 「운전수씨, 서두르지 말아주세요. 사고라도 일어나면 큰일이니까요」 「손님, 저는 몇 십

년이나 운전수를 해오고 있지만 사고 같은 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신중한 운전으로 유명합

니다. 그런 제가 여기서는 하고 생각되서 달리는 겁니다. 사고 따윈 안 일으킬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때 운전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튀김은 따뜻한가요? 선생님, 몸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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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케하시 택시의 운전수가, 선생님에게 따뜻한 튀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샛길을 달려

주신거군요. 

히라이와 그래요. 그리고 저는 계단을 뛰어올라 선생님의 병실에 뛰어들어 곧장 창문을 열고

밑을 봤더니, 아까 전의 운전수씨, 택시를 멈추고 현관의 앞에서 입원실을 우러러보듯 하고 있

는 겁니다. 「여깁니다, 여깁니다」라고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선생님은 「어이,

왜 그러나. 히라이와군, 왜 그러나」하고 말씀하시기에 이러이러해서 친절한 운전수씨 덕분에

튀김이 따뜻한 채로 왔습니다하고 설명했더니 누워계시던 선생님이 「어떻게든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과 둘이서 안아서 일으켜드렸더니 선생님은 「맛있구먼, 고맙구먼」라

고 말씀하시며 새우튀김을 무려 3개나 드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이미 튀김 등은 인후를

지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선생님이 음식을 드신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 위독해지기 직전, 17대 나카무라 칸자부로씨와 배우분들이 교대로 병문안을 와서 선생

님은 「면목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건 당연한거지요」라고 말씀드려도

선생님은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미안하구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욱 반론하는 것처럼 「선

생님,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니 별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으신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의 눈이 갑자기 무서워지시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튀김의 일을 잊었나? 택시의 운전수 씨가 일면식도 없는 노인에게 따뜻한 튀김을 먹여주겠다

는 마음으로, 자네를 태우고 열심히 달렸지. 그리고 자네가 내릴 때 운전수 씨가 뭐라고 말 했

던가? 떠올려보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에게 소설은 쓸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자네는 소설을 쓰는 것을 그만두게(人の心,人の思が分からぬ人間に小說は書けない.だ

からもう君, 小說書くのはやめたまえ)라고. 

카케하시 평소엔 온후하고 응석을 받아만 주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화내셨으니 놀라셨겠네요.

히라이와 저는 그때부터 울었지요.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열심히 사과

드렸더니 선생님은 평소의 상냥한 눈으로 돌아와 「나는 말이지, 정말로 고생을 했었네. 하지

만 그 고생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에 글쟁이가 되었지. 나의 문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을 요량으로 계속 써온 것이라네. 만약 내 병이 낫고, 글을 쓸 수 있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 날이 오지 않고 내가 저세상에 가버리

면 튀김의 은혜는 자네가 갚아주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해서 「선생님, 만약 제가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쓸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아 올 텐데요」라고 말씀드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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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자네가 쓸 수 없게 되버리면 내가 반드시 평소의 모습으로 자

네의 앞에 나와 주도록 하지. 그러니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 자네는 아직 미로에 빠진 게 아

니고, 쓸 수 없게 된 게 아니라네」.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

의 「부적」. 원고가 써지지 않으면 「선생님 나와주세요~」라고 부릅니다(웃음). 물론 선생님은

나오실 수 없으시지요. 아직 저는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83세가 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사후,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한다

야나기다 히라이와씨의 이야기, 굉장하군요. 그대로 하세가와씨의 인생이야기의 최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마다 후타로씨가 모든 유명인의 최후를 적은 「人間臨終圖卷」의 하권에 하세가와

신씨의 항목이 있습니다. <하세가와 신이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애쓰면서, 묵묵히 무명인채로 죽어간 사람들의 「지비(紙碑)(세상에 알

려지지 않은 일이나, 세상에 묻혀진 사람의 생애, 업적 등을 쓴 문장)」를 쓰는 일이었다>. 

야마다씨는 하세가와씨가 이러한 사생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세

가와씨가 히라이와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그야말로 「묵묵히 무명인채로 죽어간 사람들

의 『지비』를 쓰는 일」에 대한 흘러넘치는 영혼의 용솟음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됩니다. 정말로

감명 받았습니다.

카케하시 죽은 사람이 자신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말이 있지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괜

찮다」라는 하세가와선생님의 말씀 이상의 격려는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된다. 괜찮다. 히라이와선생님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돌아가신 분의 격려를 받고 계신

다는 거네요. 

히라이와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생명의 끝을 접하면서 처음

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세가와선생님은 79세로 돌아가셨기에 이젠 제가 선생님보다 연상.

79세를 넘었을 때는 「이제 큰일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웃음), 선생님의 말씀은 일생의 부적

입니다.

야나기다  사람의 가장 핵이 되는 것 같은 말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의

안에서 돌연 숨쉬기 시작해, 그 인생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것이라고 느낍니다. 건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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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고받는 말은 설령 중요한 것이라 해도 일상의 흐름 속에 그만 가볍게 받아 들여져 버린

다. 그러나 그 쪽이 죽고나면 돌연 무게나 깊이가 나오기 시작해 말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한

다. 돌아가셨기에 비로소 그 정신성의 부분이 순화되어 나오는 것 일까요. 그러한 의미로의 삶

과 죽음의 관계는 흥미롭습니다. 

배우 나카다이 타츠야씨의 아내로 연출가인 미야자키 야스코씨가 남긴 말도 굉장한 여운을 가

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종종 무심코 조잡하게 지나간다. 슬픔은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해 진

실로 아름답다>. 이 말은 나카다이씨가 그 후 연기를 계속하며, 일을 하는 것에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옵니다. 나카다이씨는 저서 「남긴 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음이 삶의 의

미를 깊게 하는 것처럼, 둘도 없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놓치고 있던 자그마한 기쁨의 광맥을

발굴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싶다>.

카케하시 저의 은인은 2013년에 돌아가신 야나세 타카시선생님입니다. 제가 대학을 나와 최

초로 취직한 곳은 야나세선생님이 70년대에 창간하셨던 『시와 메르헨』이라는 잡지를 발행하

는 출판사로, 편집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이른바 작가가 된 것은 44세 였을 때

입니다만 그 뒤, 잡지의 대담에서 야나세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선생님이 아

무렇지 않게 말씀하신 것은 「카케하시씨, 천재인 것 보다도, 좋은 사람인 쪽이 훨 씬 좋아요」.

들었을 당시에는 단순히 보통의 감각이 중요해요, 라는 것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만, 선생님

이 돌아가시고 난 뒤 깨달았습니다. 늦게 세상에 나온 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

니다. 문장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전부 나타나버리기 때문에 노력해라. 중요한 것은 재능보

다도 인격이에요 (大事なのは才能よりも人格なんだよ)」라는 교훈과 격려의 말씀이었단 것을.

히라이와 멋진 만남이군요. 좋은 말씀이군요.  

다섯 살의 소녀가 읊은 辭世의 글

야나기다 저는 지금까지 암을 시작으로 한 투병기를 많이 읽어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인

상 깊은, 필두로 들고 싶은 것이 도쿄신문특보부의 기자였던 오리가사 비슈씨의 저서 『저승길

의 옷은』입니다. 「오리가사 비슈」라는 것은 하이고俳号(하이쿠를 짓는 사람의 아호)로, 신문기

자이면서 하이쿠도 읽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만 난치병의 ALS(근위축성측색경화증)를 앓아

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지금같은 컴퓨터가 없었기에 사모님이 50음표를 손가

락으로 덧그려 한자씩 뽑아 하이쿠와 일기를 써주셨지요. 그 내용이 실로 깊습니다. <생애를

바다 깊은 곳이나 해저의 칠흑 속에서 보내는 생물도 있다. 어둠 속에서도 높은 뜻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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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대단히 챌린징하며,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오리가사씨의

문장은 설령 병을 앓더라도, 혹은 장애를 짊어지더라도 인간의 정신성은 마지막까지 상승 · 성

숙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라이와 68년에 자살한 마라톤러너 쓰부라야 고키치씨의 유서는 문면에서 애정이 우러나오

고 있지만 그리기에 슬프지요. 반복해서 적혀있는 음식에 대한 <맛있었습니다>라는 말은, 양

친이나 형제, 친척이 자신에게 쏟아준 애정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이 나

올 정도로 드러나고 있어서......

또, 85년 일본항공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카와구치 히로쓰구씨가 추락해가는 비행기 안에서

적은 유언같이 굉장한 유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말을 꾸민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최후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의 한가지로 끝나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야나기다 사고나 재해로 생사의 경계에 세워졌을 때, 자신이 사는 것, 구제받고 싶다는 생각

에 마음이 집중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되 버리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에도 카와구치씨의 유서는 틀립니다. 자신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들 건강하

게 살아다오. 이러한 가족에 대한 「無償의 사랑」이 꾸밈없이 나오고 있지요. 비행기가 추락해

가는 공포 속에서 가족의 일을 생각해 적는다. 가장 정신성 높은 일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요. 

카케하시 카와구치씨의 유서는 <정말로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감사하고 있다>로 끝

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에 몹시 감격했습니

다. 이 말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카와구치씨의 인생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받은 프레젠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야나기다 유서나 유언이 가진 의미의 무게는 살아온 날짜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인 이소다 미치후미씨가 적으신 『무사의 가계부』속에 다섯 살로 병사한 카나자와

번 무사의 딸이 등장합니다. 실은 이 딸이 다섯통이나 유서를 적었습니다만, 실로 달필. 「추호

의 유예도 없는 세상속의 작별인사 여섯해(달력나이로 여섯 살)의 꿈의 서운함에」(어머니께)

등의 사세가 쓰여져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이는 언어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입으로는 말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것에 대한 예감이나, 소중한 사람은 누군

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어떤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두 세 살부터 아

이에게 습자를 시키거나 했기에 유서라는 표현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대에도 본질은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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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세이로카병원 소아과의 호소야 료타선생님이 저서 『살자 生きようよ』에 적혀있는

에피소드에는 울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백혈병을 앓던 소녀가 19세로 죽었다. 죽음의 직전,

죽을 때를 깨달은 그녀는 시베리아에 출장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여러 가지로 신세졌

습니다. 아버지의 아이로서 태어나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전화기

저편에서 단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타이르는 겁

니다. 「그렇게 울지말아요. 다음에 태어날 때, 다시 아버지의 아이가 되어 드릴테니 そんなに

泣かないで. 今度生まれる時, またお父さんの子になってあげるから」――. 어느 새 친자관계

가 역전 되어 버려있는 겁니다. 연령은 관계없다.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카케하시 무명인 사람일수록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겨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유서를 적고

있습니다. 저는 유명무명의 사람들의 편지를 모은 『백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그중

에 종군 간호부로 만주에 건너간 스와 토시라는 일본적십자사의 간호부가 나옵니다. 그녀가

일본에 남은 남편에게 보냈던 편지의 말미에는 <小石(코이시), 小石(코이시)>이라 적혀있습니

다. 실은 이것은 「그립다(戀しい)」라는 의미입니다.

히라이와 과연. 멋진 사람이군요. 「소석」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다니.

카케하시 결국, 그녀는 만주에서 戰病死 해버립니다. 유서나 편지, 일기등, 「개인적인 물건」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고 느껴지네요. 특히 전쟁을 경험한 쇼와라는 시대는 그렇겠지

요. 유명무명은 관계없이 역사와 상관없이 죽은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야나기다 아득히 먼 옛날의 무사시대부터 근현대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辭世의 글」은 있습니

다만, 위치가 높은 사람의 것이 반드시 좋은가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틀에 박힌 것이 대부분,

인간미가 결핍된 느낌입니다. 

카케하시 공적인 요소가 많은 인생을 보낸 사람은 판에 박힌 양식이 되버리는 경향 때문이겠

지요. 도조 히데키는 노래와 하이쿠 둘 다 남겼습니다만, 노래는 역사를 의식하고 있어 매우

딱딱하다. 하지만 하이쿠는 아내에게 보내는 것으로 공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인간미가 있다.

<그저 홀로 건너가는 기러기 있어 가슴 아프다> <목숨 두 개 잘 간직 하였구나 이번해의 가을>. 

남겨질 아내에 대한 통절한 마음, 부부애가 적혀있어서 처형에 처해지기 직전의 도조의 심정

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히라이와 남겨진 말에서 배어나오는 인간미야말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많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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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려를 잃은 분의 투고를 모은 「반려의 죽음」이라는 책의 편집자를 맡은 일이 있습니다만

700여편이나 되는 투고속에서 죽은 아내가 「여보, 재혼해도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셨다는 에

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 돌아가신 여배우 카와시마 나오미씨는 유서에 「재혼은 가능

하면 하지 말아줘요. 같은 무덤에 들어가고 싶으니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쪽이 더 정직할

지도. 우리 집처럼 서로 80넘으면 재혼이고 뭐고 없지만(웃음), 젊은 사람이었다면, 좋은 인연

이 있으면 아무리 죽어가는 반려가 「재혼하지 말아줘」라고 말해도 합니다. 설마 저세상까지 거

절하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구태여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인간

답고 좋지요.

죽음보다도 괴로운 「생이별 生き別れ」

카케하시 히라이와 선생님은 소설속에서 등장인물의 죽음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히라이와 저는 겁쟁이라서요, 작중에서는 그다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한 에너

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죽음의 씬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온주쿠 물

총새』의 최초부터 등장하는 레귤러, 대체 몇 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웃음)? 그래서 이젠

연령은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죽이지 않고, 기껏해야 행방불명으로 하고 있

습니다. 저의 안에서 행방불명은 「죽어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요」입니다만, 한편으로 현실세계

에서의 「생이별」은 죽음보다도 괴롭다고 생각됩니다. 죽어버리면 뒤에는 들이 되건 산이 되건.

남겨진 인간은 예지와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까.

야나기다 최근 마음의 케어에 관한 영역으로 유족의 슬픔을 달래줄 「그리프 케어」가 무척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曖昧喪失」이라는 복잡한 상실감

에 대처하는 케어의 대처입니다. 애매상실이란 영어로는 ambiguous. 다의성, 양의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 11에 있었던 쓰나미의 행방불명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아

있는지, 죽었는가 모릅니다. 가족에게는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분이 있는 한

편, 「역시 무리겠지」라고도 생각한다. 또,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경우도 해당합니다. 정상적

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

버렸나 하는 상실감에 빠져급니다. 사별의 카운슬링과는 다른 수법의 케어가 요구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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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케하시 전쟁이 끝나도 유골이 돌아오지 않고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묘지를 짓지 않은 아내분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히라이와 죽은 것을 알면 울더라도 유족은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야나기다 그래서 유서나 유언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8할 이상은

집이나 재산의 쓰임새 등이 적혀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는 자신이 살아온 족적이야말로 유서나 유언에 써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

신, 혼이 영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표현해서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하면 자신의 정

신성의 생명에 객관성이 태어난다. 육체는 없어져도 거기서 표현된 것은 남습니다. 자신은 어

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일생은 만족스러웠는가. 이것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며

마음속의 카오스(혼돈)으로서 육체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것은 「정신적유산」

카케하시 하지만 그러한 진실의 말을 표현하는 경험은 의외로 인생 속에 그다지 없지요. 

히라이와 그렇네요. 역시 인간이란 겉치레나 부끄러움이 앞서서, 쉽게 쓰지 못하곤 합니다. 

야나기다 실은 지금, 저는 「일본듣고쓰기학교」라는 임의단체의 교장을 맡고 있어 전국에서 듣

고 쓰기 볼런티어 연수를 돕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호스피스나 노인홈, 혹은 재택으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생일대기를 이야기하게 해 원고용지 20,30매에 정리한다. 이것

은 본인과 그 가족에게 둘도 없는 마음의 재산이 됩니다. 

최근, 이 볼런티어를 이용했던 사람들 중, 전시중에 옛 만주에서 군의 통신기술 일을 하고 있

던 분이 있었습니다. 종전을 만주에서 맞아 소련군의 포로가 되었다. 스파이 취급받아 총살당

하게 되어 눈을 가려진채로 병사가 쏘기 직전, 「시베리아에서 개발에 종사시켜라」라는 모스크

바로부터의 전령이 도달했습니다. 그는 「가면 이젠 돌아오지 못하겠구나」라고 깨달아 탈주. 중

국어가 가능했기에 현지사람을 가장하여 중화요리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장개석군에게 스파

이로 의심받아 잡히지만 부대의 대장이 탈주일본병이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것은 종전으로부터 10년후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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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이와 굉장하네요. 强運을 가진 분이셨군요.

야나기다 그런데 그는 귀국해서부터 이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전원 몰랐었습니다. 책자가 완성되어 가족이 읽었더니 놀라버렸습니다. 이런

고생을 했었던건가. 이것을 경계로 가족관계가 일변하여 그분은 경애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세가와 신씨가 적은 「紙碑」처럼 인생을 표현하는 것은 「정신적유산」. 그것이 無言인 채로 

사라지는 것은 유산이 꽉 들어찬 창고가 한 채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나 같다. 

카케하시 최근에는 「최후의 말」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15년 1월에 IS

(이슬람국)에 의해 살해당한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씨의 최후의 비디오메시지. 그의 일에 관계

된 「動畵」라는 형태로 리얼리티를 같이 남기고 있었기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나기다 작년 11월의 파리 동시다발테러에서는 아내를 잃은 저널리스트 앙투안 · 레리스씨가

인터넷을 통해 IS를 향해 「너희들에게 증오라는 선물은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언했습

니다. 죽은 본인의 말은 아니지만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의 대역으로서, 반려라는 혼의 이중성

의 반쪽을 잃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히라이와 이번에 다양한 사람이 놓고 간 말을 접하고 새삼 「인간은 굉장하다」라고, 말의 힘을

재확인했습니다.

카케하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힘을 주는 말의 에너지는 굉장하네요. 가족이나 지인은 물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나 오래전에 죽은 역사상의 인물의 말에까지 지탱 받아 우리들은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야나기다 그리스 · 로마시대의 말도 현대에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멋진 말은 결코 과거에 가로놓여져 있는게 아니라, 끊임

없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신성을 높혀주는 말은 구전

되고, 읽혀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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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김진영 변호사를 추모하며
- 삶과 죽음과 인연의 수학적 분석

회상(回想)

가. 금년(2016.) 3. 21. 10:23 고등학교동기동창회 총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짜노! 진영이가 죽었다. 지금 앰뷸런스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중이다. 일단 그쪽 동네, 알릴 데

모두 알려라.” 

순간 아득해지면서 옛날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갔습니다.  

나. 1969. 1월의 어느 날. 당시 동숭동에 있었던 서울법대 교정 뒤편의 붉은색 벽돌 2층 강의동 건물. 이틀에 걸

쳐 치러지는 입학시험 첫째 날. 첫 교시인 국어시험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모교인 경남고등학교 수

험생 동기들이 우르르 복도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시험이 어려웠다고 엄살을 부리는데(당시에는 문제들이 주관식으로 출제되었고, 법대의 입학정원

이 160명이었으며, 합격선이 60점 후반 대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가 했던 첫마디 말이

어제 일같이 생생합니다. 

“아아 - - 내 특기가 국어인데, 조짔다!”

그때 마음속으로 ‘아니 영어나 수학이 특기라는 말은 들었지만, 세상에 국어가 특기라는 녀석도 다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3년 내내 반이 달랐기 때문에 안면 정도 있을까 말까한 사이였고, 이야기를 주

고받고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엄살과 달리 친구와 필자는 모두 합격이 되어 대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신입생환영

술자리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뻗지 않았고, 친구 역시 ‘술이라면 남만큼은 마신다.’고 공언하던 터라, 이를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술뿐이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서로 죽이 맞아 4년 내내

붙어 지내다시피 하였습니다. 

변호사 김 영 수



숱한 술자리의 일화와, 친구가 자신의 -야구- 캐치볼 실력을 발휘하여, 필자의 체육학점을 ‘생애 유일한’

A로 만들어 준 일 등 떠오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제는 모두 흘러간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 필자의 별명이 유래된, 그래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진 한 장을 찾아 헤매다가 운 좋게 찾아낸, 40여 년

전 졸업환송연자리의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이 필자이고, -사진 상으로- 필자 오

른쪽에서 담배를 꼬나들고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필자가 뭐라고 한마디 실없는 농담을 하였던지, 필자

왼쪽의 단짝 후배가 자지러졌고,1) 친구는 ‘웃을까 말까’ 하는 표정으로 점잔을 빼고 있습니다. 색 바랜 사진

속의 친구의 모습이 필자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듭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는 고향인 안동으로 낙향하여 사

법시험 준비에 몰두하였고, 친구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향학열(?)을 불태웠는데, 이때가 가장 오랫동안 서로 얼

굴을 보지 못하고 지낸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사법시험이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던 때라, 필자

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험결과(점수)가 공부의 양에 비

례하지 않음을 점차 실감하고 아득해 하다가, 시험 준비

를 접고 국토통일원(현재의 ‘통일부’. 당시 남산의 안기

부 근처 리라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었음)에 들어가 수년간 통일사업에 매진(邁進)하였습니다. 

한편 필자가 통일부에 근무할 당시, 친구는 관악산으로 옮긴 서울대학교 교정으로 여일(如一)하게 출근(?)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였는데, 답답하면 한 번씩 남산으로 필자를 찾아와 같이 근처의 '언덕집'으로 가서 코

가 비뚤어지도록 마셔대곤 하였습니다. 더하여 친구는 두어 번인가는, 같이 지내는 법대의 고등학교후배

들 여남은 명을 데리고 필자를 찾아와서 ‘언덕집’에서 술판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이때 친구를 따라온 후배

들은 나중에 대부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친구는 1980. 4월에 치러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필자는 그 해(1980.) 9. 24. 통일부에서 퇴직한 후 다음해(1981.) 5월에 치러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

격하여 친구의 뒤를 이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1982. 결혼을 하고, 그해 8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판사로 임관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

하게 되었고, 필자는 이듬해인 1983. 8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서울생활을 접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

1)  필자 옆에 보이는 손목의 임자가 단짝 후배로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웃으면서 내보이는 ‘흰 치아’가 희미하게 보이는군요. 필자와 친구 등 졸업생들
이 거의 대부분 사진 왼쪽의 세 줄에 몰려있는데, 사진 오른쪽에 포커스를 두고 찍는 바람에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마구 찍
어대는 요즘과 달리, 사진 찍는 것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맨 오른쪽의 청바지 차림이 당시 경법회 총무였던 박종웅 후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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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재인 변호사와 합동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식을 하는 날 축하해 주려고 온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친구와 필자는 서울에서 내려온 선배와 함

께 밤새도록 술판을 벌였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시 잦은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친구나 필자나 워낙 술을 좋아하다보니 어떻게 술 이야기로 흘렀습니다만, 이정도로 그치고 이제부터 친

구의 성품 이야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친구의 선친은 우리회의 원로이셨던 김장호 변호사님으로서, 김 변호사님께서는 고향이 이북 평안남도 강

서군으로 일제 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셔서, 1938. 대학재학 중 일본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선

친께서는 평양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시다가 부산법원 판사로 옮기셨으며, 해방 후 법원이 구성되면서 대

법관으로 오실 것을 여러 번 요청받았으나,2) 사양하시고 부산에서 죽 변호사로 일하셨는데, 인품이 중후하

셔서 많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선친께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할 당시는,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빨

갱이’로 몰려 고초를 겪곤 하던 시절이었으나, 변호사의 수가 적다보니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 선친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변호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친구는 김 변호사님의 외동아들로서, 위로 누나들과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엄격한 가정교육 탓

이었던지, 친구가 어그러진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으며, 아무리 술자리가 늦어지더라도 꼭 귀가하

였고 외박 한번 한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자주 선친을 언급하면서 선친에 대한 존경심을 토로하곤 하였는데, 1987.  선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선친을 모시고 살던 부평동 집의 ‘선친성함으로 된’ 문패를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친구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아들임에도, 검소하고 소탈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필자는 변호사로 개업하면

서 속칭 ‘고급소비문화’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던바, 당시 부민동 소재 예전 법원 주변에는 요정 Feel의 한

정식 집들이 여럿 있어서, 여자 종업원들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술한잔을 걸치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는 한 번도 이런 자리에서 어울린 기억이 없으며, 주로 허

름한 술집에서 곱창이나 돼지고기 구이를 안주로 하여, 오로지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친구와의

술자리는 고등학교 동기들을 비롯하여, 법조계 밖의 평범한 일반인들과의 만남이 대부분이었고, 화제의 대

상도 오만가지 세상잡사를 맴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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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무렵 조선인으로서 일본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재직하시던 분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친구는 선친의 양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가하면, 날이 서지 않은 후줄구레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 등으로

옷차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부민동 예전 법원 시절, 친구가 어쩌다 재판이 없는 날 법

원 근처의 부평동 집에서 고무신을 신고 걸어서 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농담을 주고받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 친구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친교의 범위가 넓어서 그랬던지 오만가지 정보에 밝았으며, 어떤 때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기도하여, 돌아가는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곤

하였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친구는 인물들의 됨됨이와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남달리 정확하였습니다. 친구의 검소하고 소탈한 외모와  달리, 친구의 대상인물에 대한 ‘한두 마디로 된’

요약평가는 예리하기 짝이 없었으며, 필자의 기억으로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의 평가대상 중에는

-필자가 알기로- 친구와 직접적인 친면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고 그

런 평가를 내리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로 정확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평가의 정확성

이 들어나 감탄을 금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흠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군요 - - - 

바. 친구의 주된 취미는 ‘술 마시기’였지만, 야구에 대한 열의와 지식 또한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필자

가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는, 아직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이어서 고교야구의 인기가 요사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았었습니다. 당시 고교야구는 경북고등학교가 무적군단으로서 전국 고교야

구대회들의 우승을 싹쓸이하던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무렵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황금

사자기 대회(한해를 결산하는 가장 큰 대회였습니다) 결승에서 경남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를 꺾고 우승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바, 그때의 우승주역 투수가 바로 필자에게 친구의 부음을 알린 고등학교동

기동창회 총무였습니다.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이라, 총무는 일찍 현역을 떠나 평범한 생활인이 되었는데,

선수 특유의 직선적인 성격과 친구의 소탈함이 서로 죽이 맞아, 일찍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의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야구 선수들과의 친면도 한 요인이 되었겠습

니다만, 친구는 감독과 선수 개개인의 특징과 장단점, 이력 등을 꿰고 있었으며, 자주 감독의 작전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경남고등학교에서 야구는 이른바 교기로서, 동문관계를 유지시키는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기별(期別) 야구대회를 열어오고

있는바, 우리 기(期)인 22회의 부동(不動)의 감독이 친구로서, 선수기용과 작전을 주도하였습니다. 

프로에 통하는 작전이 아마에 통하지 않았음인지, 친구의 작전이 실패로 끝난 때가 많았는데, 뒤풀이 술자

리에서 이를 들어 나무라면 ‘너거(선수)들 몸이 안 따라 그런 것’이라고 얼버무리곤 하였고, 이어 설왕설래,

왁자지껄한 칭찬, 핀잔, 격론이 벌어지면서 술잔이 오고가고 하였습니다. 아!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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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야구가 친구의 취미인 만큼이나, 친구는 여행 또한 즐겨 다녔습니다. 해외여행은 아예 친구의 취향이 아니

었고, 국내여행 역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하게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오로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

고, 도보로 이동하는,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는 사법시험 준비시절 한때 문경

에 있는 봉암사와 부속암자 등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던바, 아주 마음에 들어 해서 자주 입에 올렸고, 한동

안은 시간만 나면 배낭을 걸머지고 그 절로 가서 며칠씩 지내다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에 도가 터서, 여행의 요령은 물론, 한 지역을 들어 물어보면 ‘그곳

은 또 언제 다녀왔던지’ 대중교통편과 볼거리, 숙박 장소, 인심 등을 파삭하게 꿰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3)

특히 친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의 정취(情趣)를 언급하였으며, 필자도 한번 강원도 정선 근처 아우라

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전해 다녀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정취를 흠뻑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무엇보다도 친구가 가장 심취한 분야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불교에 심취하게 된 연

유는 선친인 김장호 변호사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선친은 불교공부를 많이 하셨고, 반야심

경을 붓으로 직접 쓰셔서 서울의 친구에게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친구는 성품이 관대하고, 낙관적인데

다, 사물을 속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성품이었던바, 이것이 불교의 영향으로 그리된 것인지, 아니면 원

래 그런 성품이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 양쪽 모두일 것입니다. 

아무튼 친구는 시간이 나면 절을 찾아다니고, 스님을 만나 교분을 쌓고 가르침을 받고 하였으며, 불교관계

서적들을 읽고 사색하였습니다. 친구는 불교에 관심을 표시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교를 공부하는데 유용

한 책들을 소개해 주곤 하였으며, 그래서 법조계의 가까운 동문들은 친구를 ‘김공(金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 불교의 정통 법맥(法脈)은 선(禪)의 중흥조(中興祖)이신 경허(鏡虛) 스님으로부터 시

작하여, 혜월(慧月), 운봉(雲峰), 향곡(香谷. 1912~1978)을 거쳐, 현재의 종정이신 진제(眞際. 1934~) 스님으

로 이어지는데, 친구는 어릴 적부터 향곡 스님의 유발상좌(有髮上佐)였으며,4) 향곡 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진제 종정 스님께서 좋아하고 아끼시던 처사(處士)였습니다. 

자. 이제 친구의 법조계에서의 이력 중 특기할 만한 것만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친구

는 관대하고, 생각이 깊은 성품이다 보니,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부에서 일하기를 원하였고, 형사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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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즈음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네비게이션도 있어서 별로 신기하지 않겠으나,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4)  유발상좌(有髮上佐)란 머리카락을 기르는 제자란 뜻으로, 재가좌(在家佐)로 살면서 불가(佛家)와 인연을 맺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삭발과 출가를 하

지 않은 속가(俗家)의 제자로서, 유발상자라고 하기도 하고, 마을상좌, 속가제자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진제 종정스님은 1971. 해운정사를 창건하신 분
으로서, 스님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화두(話頭)를 참구
(參究)하라고 이르십니다. 종정스님께서는 금년(2016.) 5. 8. 해운정사에서 치러진 친구의 49제(祭) 막제 때 직접 참석하시어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무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타인을 심판하고 형을 선고하고 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어

려움을 토로하곤 하였으며, 선고형이 ‘유별나게’ 낮았습니다. 

친구가 형사부에서 부장판사로 있을 때, 구치소에서는 친구가 낮은 형을 선고한다는 소문이 나서, 친구의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구치소의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만세를 불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으며, 친구의

재판부로 배당되는 사건은 ‘변호사가 두 사람’이라는 우수개소리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선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01. 2월경 사표를 내고 법원을 나왔는

데, 친구는 10개월 여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친구는 절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여

행도 다니는 등으로 유유자적하다가, 그해(2001.) 12월경 법무법인 국제에 들어가 그때부터 변호사로 일하

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법원을 그만둘 당시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

면, 처음 1년 동안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특히 ‘질 좋은’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

이었습니다.5)

친구의 경우 선친이 오랫동안 부산에서 쌓아놓으신 기반에다, 친구 자신이 법원에 재직하면서 특히 형사

부에 있으면서 얻은 좋은 평판과 인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례히 그렇게 하듯이, 친구도 법원에

서 퇴직하면서 바로 개업하였더라면 ‘아마 몰라도’ 돈을 꽤 벌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사리 따라할 수 없는, 친구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정에 나가 변론하던 모습이, 필자에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사리를 조목조목 따져 변론하는 모습이나, 증인을 상대로 열을 내어 따져드는 친구의 모

습이 왜 그려지지가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걸까요? 왜 친구의 세상을 달관하는 듯한 언사와, 유유자적하

던 모습만 그려지는 것일까요? 

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도 필자도 어쩔 수없이 술을 자제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

는 일도 점차 뜸해지던 차, 2008. 1월경 그즈음 유난히 수척해보이던 친구가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문병을 갔더니 ‘호흡곤란으로 고생하면서, 고비를 넘

긴 상황’이었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친구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2개월간인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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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구가 법원에서 퇴직한 2001. 2월경에는, 비록 1997.경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형사구속사건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였으나,
2008.경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기 한참 전이어서, 구속사건이 그런
대로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속칭 ‘질 좋은 사건’들이 꽤 있었고(아마 이런 사건들은 사례금까지 있었던 것
으로 아는데----?), 형사사건으로 속칭 ‘재미를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치료 끝에 완쾌되어 부산으로 내려왔으며, 2008. 7월경부터 한동안 남천동 소재 좋은강안병원에서 -오랫동

안의 입원치료로 약해진 근력을 강화하는- 재활 겸 물리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오랫동안의 투병생활을 겪은 친구는 예전보다 더욱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모임이라는 모임은 모

두 챙기고 빠짐없이 참석하고 하였습니다. 비록 수척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나, 예전의 유유자적한 성품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전과 다름없이 지내던 중, 금년(2016.) 1월경 고등학교 동기 아들의 결혼식에서 만난 것이 친구와

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친구는 ‘요즈음 매일 30분씩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

다.’고 하였는데 - - - 금년(2016.) 3. 21. 10:23경 동기회 총무로부터 뜻밖의 부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종교적/수학적 관점

가. 그동안 친구와 함께 하였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고, 친구의 행적(行蹟)을 망

각의 세월 속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여, 기억이 닿는 한 간추려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친구는 우리 곁을 떠남으로서 그냥 무(無)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망

가지면 소프트웨어적인 작용도 불가능해지듯이, 두뇌의 신경회로가 망가지면 인식과 판단 등 사고(思考)

능력을 잃게 되듯이, 그런 식으로 육신이 없어지면 마음이나 영혼까지도 동시에 스러져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는 육신의 허물을 벗고 다른 세계로 간 것일까요? 

그리하여 그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 인류는 그동안 ‘사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나아가 생명의 실체를 밝히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왔으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와 불교라고 할 것입니다. 기

독교는 신앙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불교는 사유(思惟)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긴 하나, 여기에서는

두 종교 모두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가지 양해를 구해두고자 합니다. 필자는 위 종교들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필자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겁없이 써대는’ 것이므로,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먼저 기독교를 보지요. 

기독교는 전지전능하며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창조주인 절대자 하느님을 두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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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을 오로지 절대자에 대한 ‘믿음’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자가 주관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사후에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

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비교적 쉽게 얻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애를 써도 갖

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필자의 경험을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필자는 예전에 한때 교회에 다닌 시절이 있었으며, 마음이 심란할 때면 -신약-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믿음에서라기보다는, 대체로 교회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좋아서,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함께 놀러 다

니고 하였으며,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기를 원했으나 도무지 생기지 않더군요. ‘당신(필자)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성경구절을 처음

읽는 순간, 그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고, 감격하여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습

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많은 말씀과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恩惠)’라고들 하더군요. ‘은혜’ 즉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주는 사람이 어여삐 여겨 베풀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 요약하면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2) 그럼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일단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나, 사유(思惟)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불교는 내가 곧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하므로, 생사(生死)의 진리도 본래부터 나에게 갖추

어져있다고 봅니다. 삶과 죽음 역시 인간의 얕은 분별심(分別心)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만 벗

겨내면 곧장 진리 그 자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6)

불교에서도 극락정토를 이야기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 생로병사의 고뇌와 윤회(輪廻)의

고리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절이 그렇듯이, 일반인들에게는 불경의 구절 역시 가슴에 절절이 다가오는 활구(活句)가

되지 못하고, 구절의 의미를 헤아리는 사구(死句)에 그치고 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근래 우리나라 선(禪)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께서는 원래 이름난 강백(講伯)이셨으나, 어떤 일을 계기로 강원(講院)을 닫고 ‘죽은 공부

(死句)’ 대신 ‘산 공부(活句)’로 들어가셨으며, 사생결단의 참선(參禪) 수행 끝에 마침내 깨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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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가(禪家)에서는 속세의 지식을 분별지(分別知)라고 하여 수행으로 얻게 되는 지혜(知慧)와는 엄격히 구별합니다. 오히려 분별지야 말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제일의 장애물로 간주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성철스님의 8년간에 걸친 장좌불와(長坐不臥) 수행 하나만 보

더라도 능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출가할 인연이 있

어야 하고, 수행의 정도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인가해주실 수 있는 실력 있는 스승을 만나는 행운이 따라야

하며, 여기에다 상근기(上根氣)를 가져야 하고, 가부좌(跏趺坐)로 끝없이 버틸 수 있는 절구통 같은 체력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깨침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견지하면서, 인내의 극한에

이르는 수행과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교서적의 내용 중에는 수행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많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제는 이런 수행과정의 어려움에 더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분별지’를

버리는 것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생리적으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는 것이 몸에 배여 있으니 - - -

결론적으로 ‘깨달음’은 기독교에서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요

소가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경우 아

예 단념하고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활선(生活禪)이요? 흠 - - -.

다. 자! 사정이 이러하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종교를 떠나서는 ‘사후의 세계’를 파악하

거나 이해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논리체계의 극치 바로 수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분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치꼬치 하나하나 사리를 따지고, 추론(推論)을 거쳐 논증(論證) 해나가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1 ) ‘세계’는 수학적으로 ‘공간’으로 파악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세계)은 3차원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후

의 세계’는 ‘4차원 공간’이 됩니다.7)

이제 문제의 핵심은 과연 ‘4차원 공간이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공간(4차원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8)

(2) 먼저 ‘4차원 공간(세계)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의 3방향이 있는 3차원의 공간인 바, 먼저 차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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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자의 글에 항상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각주 부분은 본문을 끝까지 읽고 난 후에, 호기심이 생기거나 더 깊이 알고 싶거나 할 경우, 그때 가서
(각주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각주까지 모두 읽게 되면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여 글의 흐름을 놓치거나, 질려버릴 우려가 있기에 그렇게 권
하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4차원 공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응 4차원 공간과 그 상위차원의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엄밀한 표현
으로는 ‘4차원이상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4차원, 5차원, 6차원 식으로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하며, 끈이론에 의하면, 전체차원의 수는 원래 26차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10차원으로 줄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글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범
위로 국한함으로써, ‘사후의 세계’를 4차원 공간에 한정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림1]의 각 차원의 왼쪽 부분에 있는 그림들이 데카르트(1596-1650)가 창안한 직

교좌표계(直交座標系)인데, 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원은 축(軸) 1개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 1차원의 왼쪽 그림을 보면, 가로방향으

로 뻗어있는 직선(直線) “y축”이 보일 것입니다. 이 직선 “y축”이 1차원 공간으로서,

오른쪽 빨간색 선분(線分. 제한된 길이를 가지는 직선)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2차원은 축 2개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 그 2개의 축은 직교(직각으로 교차하는) 좌표계라는 말에 나타나

있듯이 서로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2차원의 왼쪽 그림을 보면, 0지점에서 “y축”과 직각을 이루면서 세

로방향으로 뻗어있는 직선 “x축”이 보일 것입니다. 이 2개의 축이 만드는 -넓이를 가지는- 평면(平面)이 2

차원 공간으로서, 오른쪽 파란 색깔의 정사각형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내친 김에 계속 가봅시다. 3차원은 축 3개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 그 3개의 축은 앞에서와 같이 모두 서

로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3차원의 왼쪽 그림을 보면 0지점에서 “y축”과 “x축” 2개의 축 모두에 대하여

직각을 이루면서 높이 방향으로 뻗어있는 직선 “z축”이 보일 것입니다. 이 3개의 축이 만드는 -부피를 가

지는- 입체(立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으로서, 오른쪽 파란 색깔의 정육면체는 그 중의 하

나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되셨죠? 

(3) 흠, 갈 데까지 계속 가봅시다. 위의 방식으로 생각을 확대 즉 차원을 계속 확장해가는 것이지요. 

위의 추론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자하는 4차원 공간은, 축 4개로 이루어진 공간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4개의 축은 모두 서로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림1] 중 3차원의 왼쪽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0지점에서 “y축”과 “x축” “z축”에 더하여 1개의 축을 더 긋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그러나 위 3개의 축 모두에 대하여 서로 직각을 이루도록, 축을 추가하여 그을(세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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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글은 필자의 앞서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글을 읽지 않아도 이해가 되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나가겠습니다만, 혹시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필자의 앞서의 글의 해당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부산지방변호사
회: 부산법조 제33호 2016) pp.358-395. 
여기서 ‘사후의 세계’ 즉 4차원 공간(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후 시작하고자 합니다. 종교에서 묘사하는 천당과 극락, 지옥, 화염 속에
서 고통을 겪는 지옥의 광경 등은 모두 방편(方便)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학적으로 4차원 공간은 ‘4차원 초입방체(hypercube)’ 즉 테서
랙트에서 보듯이 어느 시공간에서도 다른 시공간들로 나갈 수가 있는, 즉 원하는 대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결론적으로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입니다. 더하여 4차원 공간은 어떤 존재 내지 도형(예컨대 정육면체)의 외부와 내부가 ‘한눈에’ 즉 ‘한꺼번에’ 모두 보
이는 그런 세계로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즉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 클라인 병(Klein bottle)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내부
와 외부 즉 안과 밖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은 세계이다 보니, 안과 밖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우리 몸의 내장이 외부에 있고, 전 우주가 우리의
체내에 들어오는 수도 있는 - 그런 세계입니다. 칼 세이건(Carl Sagan), 코스모스《Cosmos》, 21판, 1983(주식회사 학원사, 학원신서 4) p. 395.  
4차원 공간(세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의 상위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 공간(세계)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 없
습니다. 다만 4차원 공간(세계)이 가지는 속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세 방향 어느 것과도 직각으로 만나는 또 다른 방향은, (우리의)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세 개의 차원을 가질 뿐이다(아리스토텔레스. B.C. 384~322)’라거나, ‘공간상에서 서로 직

교(直交)-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은 세 개밖에 그을 수 없다(갈릴레이. 1564~1642)’라고 했던 것이지요. 

‘평평한 공간(flat space)’을 전제로 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공간에 대한 논의는 3차원에서 끝납니다. 

(4) 여기에 돌파구를 연 것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가우스(1777-1855)와 가우스의 제자들 중 하나인 리만(1826-1866)의 ‘휘어진 공간(warp space)’에 관한 이

론의 정립에 힘입어, 4차원 공간에 대한 수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리만이 구면기하학에서

이룬 업적은 후에 아인슈타인(1879-1955)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4차원 공간의 존재여부는 다음 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휘어진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정

도로 하겠습니다. 

[그림2]를 준비하였습니다. 

1차원의 맨 왼쪽 그림이 앞서 본 바 있는 직선입니다. 그러나 1차원 공간

인 선(線)에는 직선 외에, 휘어진 모양의 곡선(曲線)들도 있습니다. 곡선

중에는 휘어지는 정도가 일정한 곡선이 있고(가운데 도형), 들쑥날쑥 제

멋대로인 곡선(맨 오른쪽 도형)도 있습니다.

2차원의 맨 왼쪽 그림이 역시 앞서 본 바 있는 평면입니다. 그러나 2차원 공간인 면(面)에는 평면 외에, 휘

어진 모양의 곡면(曲面)들도 있습니다. 곡면 중에도 휘어지는 정도가 일정한 곡면이 있고[예컨대 구면(球

面). 가운데 도형은 반구면(半球面)임],9) 들쑥날쑥 제멋대로인 곡면(맨 오른쪽 도형)도 있습니다. 

이쯤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지요.

사후의 세계는 존재한다는 논증(論證)

가. 본격적으로 논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인슈타인(1879-1955)이 자신의 혁명적 업적에 관해서 쓴 문학적인

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球)의 표면(表面)을 기어가는 눈먼 딱정벌레는 자신이 지나온 경로가 휘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발견한 행운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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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면(球面)은 구(球)와 구별됩니다. 구(球)는 - 둥근 모양의 - 입체 도형이고, 구면(球面)은 구의 외부 표면(表面)입니다. 지구를 예로 들면, 지하까지
포함된 지구 그 자체는 구(球)가 될 것이고, 지구의 외부표면-지표면(地表面)-은 구면(球面)이 될 것입니다. 학습용으로 많이 쓰이는 지구모형인 지
구의(地球儀) -지구본(地球本)이라고도 합니다-는 구면(球面)만 있는 도형에 해당되겠지요? 이렇게 구와 구면을 구별하여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
는, 구는 3차원에 해당하는 입체 도형이고, 구면은 2차원에 해당하는 면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의 탐구에 사용되는 도형
은 2차원의 구면(球面)인 바, 바로 리만이 구면기하학에서 사용한 도형입니다.  



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구의 표면 즉 지표면(地表面)은 구면(球面)으로서, 2차원 공간입니다. 2차원 공

간은 면(面)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 2차원의 세계에서는 -평면은 물론 곡면의 경우에도- 가로와 세로

의 개념만 있을 뿐, 높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모두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1) [그림3]의 왼쪽 그림을 보지요. 구면(球面) 즉 지표면(地表面)을 기

어가는 딱정벌레(아니 무당벌레인가?)가 한 마리 보입니다. 여기

에 등장하는 딱정벌레는 날지 못하는 종류의 딱정벌레입니다. 그

래서 2차원 공간(세계)에서, 2차원 공간을 이루는 면(面)에 딱 붙어

서 기어 다니는, 2차원적 존재입니다.10)

(2) 2차원의 존재는 높이의 개념이 없으므로, -높이의 개념이 있어야 비로소 구별이 가능해지는- 평면(平面)과

곡면(曲面) 모양의 차이(구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환언하면 2차원의 존재는 모든 면을 평면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면은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림3]의 오른쪽 그림(지도)이, 그들이 인식하는 세계를 그린 것입니다. 앞서 필자의 글에서 보셨지요? 

바로 ‘메르카토르 도법(Mercator projecton)의 지도’로서, 구면(球面)인 지표면을 평면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위 지도에서의 방향은 지표면에서의 실제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극(極)쪽으로 갈수록 실제

의 크기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 즉 면적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 단점이 있습니다.11)

다. 지표면(地表面)에 붙어서 살아가는 딱정벌레 종족들은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들이라, 아무

생각 없이 위 지도를 사용하면서 그냥 편하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탐구심에 충만한 ‘수학자 딱정벌레’가

있었는데, 그는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地表面)의 실제에 일치하는 지도를 만들

고자, 지표면을 정밀하게 측량하여 지도를 만들었던바, 바로 [그림4]의 왼쪽 지도였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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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고기는, 높이가 있는 입체 공간 즉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아가는 3차원적 존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눈
먼’ 딱정벌레라고 하였으나, 정확하게는 ‘날지 못하는 종류의’ 딱정벌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딱정벌레가 자신이 지나온 경로가 ‘휘어져있다’는 것
을 알지 못한다는 말도, 정확하게는 ‘높낮이 방향으로도 휘어져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차원의 존재도 ‘가로, 세로로 휘어져
있는 것’은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
이겠지요.

11)  방향은 정확하게 유지되므로, 지도상에서 출발점과 목적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 항정선(航程線)을 따라 항해하면 목적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출발하면서 지도상의 각도와 나침반의 각도를 일치시켜놓으면, 선박이 알아서 목적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예전에 유럽이 아시아를 식민
지로 만들던 ‘대항해시대’에 선박의 항해용 지도로 널리 사용되던 지도입니다. 왜 선박의 항해에 2차원 개념의 지도가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선박
이 2차원적 탈것이기 때문입니다. 탈것 중 선박과 자동차는 2차원, 비행기와 잠수함은 3차원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선박과 달리, 비행기는 대원(大圓)을 따라 곡선으로 비행하게 되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하면 그것이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1983. 9.
1. 미국의 뉴욕에서 출발한 후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김포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소속 KAL 707편이 사할린 근처 모네른 섬 부근 상공에
서 구소련 요격기에 의해 격추당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비행경로가 바로 대원입니다. 우리 법대동기 한 사람이 그때 희
생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입학한 수재 한석(韓石. Einstein). 



이 지도도 지표면의 실제와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13) 위의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도’보다는 훨

씬 실제와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그러나 ‘수학자 딱정벌레’의 진짜고민이 이제부터 시작되었

습니다. 그것은 실제의 지표면에서는 ‘길고 양쪽 끝이 뾰족한

타원형(앞으로는 그냥 뾰족 타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양

의 도형(지역)들이 모두 서로 붙어있는데, [그림4]의 왼쪽 지

도를 보면 적도 지역을 빼고는 모두 떨어져있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정도가 심했던 것입니다. 따

라서 뾰족 타원형들을 모두 이어 붙이려면, 각 뾰족 타원형들을 휠 수밖에 없다는데 착안하여, ‘수학자 딱

정벌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 즉 지표면(地表面)이 ‘휘어져있다’는 혁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뾰족 타원형들을 모두 이어 붙인 지도가, [그림4]의 오른쪽 지도입니다.14)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곡(歪曲)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자 딱정벌레’가 왜곡을 무릅쓰고 각 뾰족 타원형들을 이런 방

식으로 ‘옆으로 휘어서’ 이어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학자 딱정벌레’가 2차원의 존재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필자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2차원의 존재

는 공간의 ‘휘어짐’을, 그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으로, 즉 1차원의 ‘곡선’ 형태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15)

‘수학자 딱정벌레’도 숙명적으로 2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각 뾰족 타원형들을 ‘곡선’ 형태로 휜 것입니다.

마. ‘수학자 딱정벌레’는 고심 끝에 자신이 인식하는 ‘곡선’ 형태로 휘는 방식으로는, 이런 왜곡을 피할 수 없다

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맨 왼쪽 뾰족 타원형의 왼쪽선과, 맨 오른쪽 뾰족

타원형의 오른쪽선 부분을 서로 이어붙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숙고 끝에 그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 즉 지표면(地表面)이, 그들의 상위 차원인 ‘3차원 방향으로 휘어

져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수학자 딱정벌레’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추론

에 그쳤을 뿐이었고, 그 자신이 2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 방향으로 휘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양인

지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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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기술적인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곡면을 평면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으로서, 수학적인 이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
서 지도제작은 일찍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자와 수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불멸의 천재 가우스 역시 독일전국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
에 걸쳐 정밀한 측량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수학이론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13) 그 이유는 실제의 지표면은 곡면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종이에 그리다보니 모두 평평하게 평면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리만에 의해 연구된 미분기하학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림4]의 왼쪽 지도를 보면 뾰족 타원형 모양의 도형이 12개
에 불과하나, 지표면을 무한개로 쪼개어서 이 도형을 무한개 만들게 되면, 곡면이 평면으로, 적도선도 높낮이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겠지요? 

14)  [그림4]의 오른쪽 지도는 ‘시뉴소이드 도법(Sinusoidal projection)의 지도’로서, 이 도법으로 세계지도를 그릴 경우, 그림(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심부는 왜곡이 작으나, 주변부의 형태는 왜곡이 심하게 됩니다.

15)  앞서의 [그림2] 중의, 1차원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곡선’의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 그러나 3차원의 존재인 우리 인간은 ‘수학자 딱정벌레’의 이런 고심을 직관적으

로 이해하게 됩니다. ‘수학자 딱정벌레’가 추측하였던 휘어진 방향 즉 3차원 방

향은, 3차원 입체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

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림5]를 보면 3차원의 입체 즉 구(球)의 표면에 [그림4]

의 왼쪽 지도, 즉 뾰족 타원형들을 붙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형태가 찌그러지거

나, 왜곡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이제 ‘수학자 딱정벌레’가 한 추론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세계)이 휘어져있다면, 그 휘어진

방향은 바로 위의 상위 차원 방향이다. 

따라서 다음의 결론이 유도됩니다. 

『어떤 공간(세계)이 휘어져있다면, 그 상위 차원의 공간(세계)이 존재한다!!!』 

사.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위의 추론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이 휘어져있다면, 4차원 공간(세계)이 존재한다!!!』

여기서 잠깐! ‘3차원 공간(세계)의 휘어짐’을, [그림6]의 오른쪽 도형 형

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험삼아 세차용 스펀지(위 그림의 왼쪽 모양과 같이 평평한 입체모양

일 것입니다.)를 한개 구하여, 그 스펀지를 위 그림의 오른쪽 스펀지 형

태로 휘어보십시요. 모서리의 길이나 밀도(密度), 모양 등이 원래의 왼쪽 스펀지와는 딴판으로 심하게 왜곡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니에요! 16)

이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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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결과는 앞에서 2차원의 존재인 ‘수학자 딱정벌레’가 곡면(曲面) 모양을 1차원의 ‘곡선’ 형태로 상상하여, 각 뾰족 타원형들을 ‘곡선’ 형태로 휘었고,
그 바람에 -앞서 [그림4]의 오른쪽 지도의 형태에서 보듯이,- 지표면의 실제의 형태가 심하게 왜곡되었던 것과 꼭 같습니다. 필자의 앞서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3차원의 존재인 우리 역시 ‘3차원 입체공간의 휘어짐’을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가 없으며, 2차원의 ‘곡면’ 형태로 상상할 수밖
에 없습니다(앞서의 [그림2] 중의, 2차원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곡면’의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자 딱정벌레’가 잘못 그랬던 것과 같
이, 스펀지를 [그림6]의 오른쪽 스펀지 형태와 같이 '곡면' 형태로 휘었고, 그 결과 모서리의 길이나 밀도(密度), 모양 등에 심한 왜곡이 생기게 된 것입
니다. 따라서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펀지의 휘는 방향을 4차원 방향으로 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4차원 방향으로 휠 수가 있을까요?  앞서의 [그림1] 중의, 3차원의, 왼쪽 부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앞서 설
명하였습니다만, 중요하므로 복습차원에서 봅시다. 그림의 0지점에서 “y축”과 “x축” “z축”에 더하여 1개의 축을 더 긋되, 그 3개의 축 모두에 대하여
서로 직각을 이루도록, 축을 추가하는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수학자 딱정벌레’가 2차원의 존재이
기 때문에 ‘3차원 방향으로 휘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 없었듯이, 우리 인간 역시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
원 방향으로 휘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 없습니다. ‘수학자 딱정벌레’가 그랬듯이, 우리 인간도 그 방향을 수학적
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 공간(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는, 그 방향-4차원 방향-을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5]에서 보듯이 우리가 3차원 공간(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방향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이 휘어져있다면, 4차원 공간(세계)이 존재하는 것

이 되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이 휘어져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4차원 공간(세계)의 존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앞서의 필자의 글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이쯤에서 무릎을 ‘탁’하고 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전

재(轉載)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직진(直進)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휘어져있다

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휘어진 경로를 달리는 것이 ‘직진’하는 것이 되겠지요? 아

인슈타인(1879-1955)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골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의해서 우주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1915년에 우주공간의 휘어진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중력의 장 방정식(The

Field Equations of Gravitation)”을 발표하였던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된 것이 데카르트의 좌표계

와, 비유클리드 기하학 특히 리만이 이룬 구면기하학과 미분기하학에서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후의 세계’인 ‘4차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논증이 된 셈입니다. 휴우...  이제 문제는 ‘그 4

차원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

어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실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의 관계 : 삶과 죽음과 인연의 의미

가. 앞에서 ‘어떤 공간(세계)이 휘어져있다면, 그 휘어진 방향은 바로 위의 상위 차원 방향이다. 따라서 어떤 공

간(세계)이 휘어져있다면, 그 상위 차원의 공간(세계)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유도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7]을 준비하였습니다. 

(1) 다시 곡면(曲面)이 등장하는군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곡면은 2

차원 공간인 면(面)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림의 곡면을 관찰해보면, 2

차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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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간(세계)이 휘어져있다면, 그 휘어진 방향은 바로 위의 상위 차원 방향이다.’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

니 바로 이해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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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곡면은 그것을 둘러싼 공간 -즉 3차원 입체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왔습니다.

역시 그림을 보니 바로 이해되지요?

(2) 그런데 그림을 잘 관찰해보면, 2차원 공간인 곡면과, 3차원 공간인 입체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

니고, 2차원 공간인 -곡-면(面)에서 접(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원 공간인 면(面)에서 접한다는

이야기는, 2차원 공간인 면은 3차원 공간의 단면(斷面)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렵나요? 

먼저 칼로 두부(3차원 입체도형입니다)를 수직방향으로 둘로 잘라봅시다. 두부가 잘린 단면을 옆에서 보

면, 2차원 평면도형이 될 것입니다. 이로서 2차원 평면은 3차원 입체의 단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가위를 사용하여 종이(2차원 평면도형입니다)를 똑바르게 둘로 잘라서, 종이가 잘린 단면을 옆에서

보면, 1차원 직선모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차원 직선은 2차원 평면의 단면.

끝으로 가위로 실(1차원 직선도형입니다)을 둘로 잘라서, 실이 잘린 단면을 옆에서 보면 0차원 점(點) 모양이

될 것이므로, 0차원 점은 1차원 직선의 단면. 

왜 이러느냐구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과, 사후의 세계인 4차원 공간(세계)의 상호관계를 추

론해보려는 것입니다. 위의 추론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은, 사후의 세계인 4차원 공

간(세계)의 단면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갑니다.  

(3) 이번에는 각 차원의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각 공간에서 살고 있는 존재를 가지고 분석을 계속해나가겠습

니다. 이해의 편의와 시각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존재를 도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필자가 그린 그림

을 감상(?)하시지요. 이걸 그리려고 꼬박 사흘 동안 ‘포토샵’을 익히느라 고생하였습니다. 그 노고의 산물이

[그림8]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점 A, B, C, D, E, F, G, H를 연결하는 직육면체가 3차원 입체공간이고,

그림의 점 I, J, K, L을 연결하는 노란색 직사각형이 바로 2차원 평면공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원 평면은 3차원 입체의 단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17)

그림의 왼쪽 윗부분에 있는 작은 도형은, 짧은 원뿔과 긴 원뿔의 밑면을 서로 붙여서 만든 도형(앞으로는

‘양원뿔’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의 정면모습입니다. 위 양원뿔은 3차원 입체공간에 존재하는 3차원 입체도형이

므로, 3차원 입체공간인 직육면체의 내부에 ‘위에서 비스듬하게 내려다 본 모습’으로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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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점 I, J, K, L을 연결하는 노란색 직사각형은 사실은 곡면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나, 그리기가 어려워서 평면의 직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곡면으로 그
리나, 평면으로 그리나, 추론의 전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양원뿔이 3차원 입체공간의 내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노

란색 2차원 평면공간을 통과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2차원 공간 즉 평면에 들어오게 되면, 양원뿔

이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斷面)’이 생길 것인데, 이 단면은 2

차원 평면도형입니다. [그림8]의 점 I, J, K, L을 연결하는 노란색 직사각형

(2차원 평면공간입니다)에 있는, 빗금 친 초록색 타원형이 바로 그 단면입

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니 설명하기가 한결 쉽군요.

이제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여러 모양의 2차원 평면도형으로 바뀌

어 가는 과정을 관찰해보기로 하지요. 양원뿔이 2차원 평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원뿔이 평면의 평평

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이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단면이 하나

의 ‘점(點)’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점이 ‘원형(圓形)’으로 바뀌면서 차츰 커지다가 최대크기에 이르고, 다음

그 ‘원형’이 차츰 작아지면서 ‘점’이 되었다가 마침내 사라질 것입니다. 

양원뿔이 위와 같이 2차원 평면을 통과하면서 만드는 ‘단면’이 ‘원형’이 되는 경우는, 양원뿔이 똑바로 서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양원뿔이 비스듬하게, 또는 옆으로 누워서, 거기다 내려

오는 방향까지 이리저리 바꾸어가면서 2차원 평면을 통과할 경우에 만들어지는 ‘단면’은, 그야말로 온갖

형태의 도형이 될 것입니다. 

나. 위에서 2차원 공간인 면(面)은, 3차원 입체공간의 단면(斷面)이라고 하였고(위 ②항), 2차원 공간의 도형(존

재)들은, 3차원 입체공간에서 살고 있는 도형(존재)들의 단면(斷面)이라고 하였으며, 위 2차원 공간의 도형

(존재)들은, 3차원 입체공간에서 살고 있는 도형(존재)들의 형태와 그들이 2차원 공간으로 내려오는 방향과

자세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위 ③항). 

(1) 이제 이 무미건조한 구절들을 사구(死句)에서,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 활구(活句)로 바꿀 순서입니다. 우리

는 일상생활에서 3차원 입체도형이, 2차원 면에 접하는 단면의 모양을 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3차원 입체도형인) 물체의 (2차원 면도형) 그림자!

2차원 면에서의 각종 도형의 모양은, 3차원 입체도형의 단면 즉 그림자인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2차원 공간(세계)은 3차원 공간(세계)의 단면(斷面)이라는 말은(위 ②항), 바꾸어 말하면 2차원 공

간(세계)은 3차원 공간(세계)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1차원은 2차원의 그림자, 2차원은 3차원의 그

림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은 4차원 공간(세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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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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에서 공간(세계) 그 자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각도를 바꾸어 각 공간(세계)

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원 입체공간의 도형(존재)들의 형태와 그들이 2차원 공간으로 내려오는 방향과 자

세에 따라, 그들의 단면 즉 그림자인 2차원 공간의 도형(존재)들의 모양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위 ③항)!  

그런데 이와 같이 바뀌어 나가는 하위 차원의 도형(존재)들은, 바로 상위 차원 도형(존재)들의 그림자인 것

입니다. 2차원의 도형들은 3차원 도형들의 그림자! 

그렇다면 3차원의 도형(존재)들 -물체와 에너지, 제반 현상들, 사건, 나아가 생(生)과 사(死), 인연(因緣) 등-

은, 4차원의 무언가의 그림자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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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쓰려니 그렇고, 안 쓰려니 영 찜찜하고---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부디 따지는 것이 취미인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8]의 점 I, J, K,
L을 연결하는 노란색 직사각형(2차원 평면공간입니다.)에 있는 빗금 친 초록색 타원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에서 이 타원형은 ‘3차원 입체도형이, 2
차원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斷面)’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타원형 부분을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도형은 3차원 입체도형의 일
부 즉 단면이기도 하고(가로와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이나, 높이가 0인 도형), 2차원 평면도형(가로와 세로만 있는 도형)이기도 합니다. 
㉮ 위 타원형 부분은, 3차원 입체도형의 일부와 2차원 평면도형이 같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같은 위치에 2개의 도형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필자를 숙고하게 만든 문제로서, 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의자 1개가 놓여있을 때, 그 의자를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그 자리
에 다른 의자를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있던 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그 자리에 다른 의자를 갖다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명한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간이 달라지면 됩니다. 위 타원형 부분에 있는 도형 중 1개는 3차원 공간의 일부이고, 다른 1개는 2차원 공간의 일부
입니다. 따라서 위 2개의 도형은 공간의 속성(차원)이 다르므로,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위 2개의 도형의 관계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현학적인 공론(空論)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론을 계속 전개해나가기 위
해서- 명백하게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1개는 3차원 1개는 2차원 도형이므로, 엄밀하게 ‘하나’의 도형은 아닙니다. 병존? ‘병존’이란 위
치와 무관한 개념이므로, 이 경우에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겹친다? ‘겹친다’는 아래와 위, 환언하면 높이를 내포하는 개념이므로, 역시 부적당합니
다. 스며든다? ‘스며든다’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듯이, 스며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나 4차원의 무언
가가, 3차원 입체도형에 -양자(量子)적 수준에서- 스며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괜찮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2개의 도형의 관계를
‘스며든 모습으로 합쳐진, 하나의 도형이다’ 정도로 일응 결론을 내렸습니다. 
㉰ 위에서 본 같이 4차원의 무언가와 3차원 입체도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형입니다. 따라서 불경의 아래 구절들을 형상화해 볼 수가 있게 됩니
다. 『인간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며, 수행을 통하여 깨닫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요, 이 몸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다. 왜냐하
면 부처의 세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 위에서 3차원의 도형(존재)들 -물체와 에너지, 제반 현상들, 사건, 나아가 생(生)과 사(死), 인연(因緣) 등- 은, 4차원의 무언가의 그림자이고, 4차원 도
형(존재)들의 형태와 그들이 3차원 공간으로 내려오는 방향과 자세에 따라, 3차원의 도형(존재)들의 단면 즉 그림자가 천차만별로 바뀐다고 하였습니
다. 그런데 그림자는 원래의 도형(존재)의 모양이나 운동양태에 의하여 바뀔 뿐, 그림자가 원래의 도형(존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라
는 말에 집착하는 한, 현실의 세계는 원래의 세계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세계일뿐, 현실의 세계가 원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게 될 것입
니다. 그러나 필자의 추리에 의하면, 현실의 세계가 원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방통행식이 아니고, 쌍방통행식이라고 봅니다. 
㉮ 일례를 들면,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은 현실의 세계에서 생겨난다고(만들어 진다고)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가정입니다. 박 정승의 아들
이 이웃 마을 이 진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게으름을 피우는 머슴이 사후에 소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나아가 현실 세계에서의 3차원 도형(존재)들의 모양이 바뀌면서, 원래의 4차원 도형(존재)들의 형태도 ‘일정 부분’ 바뀐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면(斷面)의 모양이 바뀜에 따라 본래의 모양도 바뀐다는 것이지요. 단층촬영(CT)한 사진들이 모여서, 두뇌나 척추의 입체모양을 형성하듯이 
말입니다. 



(4) 삶과 죽음과 인연(因緣)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여기서 금강경(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구절을 읊지 않을 도리가 없군요. 

一切有爲法(일체유위법)이   如夢幻泡影(여몽환포영)이며,

如露亦如電(여로역여전)이니 應作如是觀(응작여시관)이니라.

일체 함(爲)이 있는 모든 법(有爲法)은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

개와도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觀)할지니라.2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일곱창집에서

가. 평소 잘 가는 곱창집에 술꾼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화제로 삼는다. 그러다 소주

가 몇 잔씩 들어가자 어느덧 주제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생각들도 예리해진다.  

오늘은 삶과 죽음과 불교에 관한 묵직한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러다 결론이 나기 전에 각자

소주 몇 병씩은 마실 것이고, 그러면 모두들 무아지경에 빠져 횡설수설할 것이다. 

나. 아래 광경은 아직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다.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덧붙여 오

늘도 불교가 주제인데, 필자가 금강경의 위 구절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形象化)해볼 수 있는가를 ‘되

풀이’ 설명하고 난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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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禪)을 ‘동양적 허무주의의 극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선은 이 허무의 바다에서부터 반전(反轉)하여,
희망의 사상, 최상의 이상주의로 돌변합니다.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 매달리는 탐심(貪心)도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현실이 꿈이라는 것
을 알게 되어, 수행을 통해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면, 그로서 한 순간에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형상화(形象化)해보았듯이, 현실
에서와 나와 본래의 나가 같은 것이고, 인간이 본래 부처이며, 이 몸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이며, 부처의 세계가 어
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치로 수행을 통하여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면, 불교 궁극의 목표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남’을 이루게 됩니다. 
불경 중에서 이에 대해 설파한 구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문은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자체가 공부이니까요. 금강경에서는 ‘형상을 지
닌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니, 모든 형상 있는 것이 상(相) 아님을 알면 곧 여래를 볼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원각경에서는 ‘이것이 모두 헛된 것인 줄
알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며, 몸과 마음도 생사의 윤회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군요. 능엄경은 ‘육근(六根)과 육진(六塵)이 같은 곳에서 온
것이므로, 속박과 해탈이 둘이 아니다’고 합니다.

21)  법조계의 동년배들이 친구를 지칭해서 부르는 말. 친구가 자주 절과 스님,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
르게 되었음.



필자 : 어이 김공(金公)! 21) 이제는 좀 알아듣겠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런데 뭘 물어야할지도 모르겠제? 아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물을 것도 생기는 법이지

- - - 제발 자연계쪽 책도 좀 봐라. 

모르는 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형님한테 묻고.

후배 : 저는 이제 조금 알아지는 것도 같은데요. ‘빵형’도 22) ‘어렵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같은 중생

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해주이소.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아리송해서 - - - 책을 보긴 하는데 - - - 도무지 진척이 없습니더.

동기 : 너거들 ‘찐빵’ 23) 갖고 너무 이렇게 쪼지 마라. 진들 와 쉽게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겠노. 너무 어려운

기라 마. 찐빵이 늘 절에 다니고, 스님들 만나고, 불교책 보고 알라고 노력하는 거 너거들도 안다 아

이가. 너거 찐빵이 종정 스님 ‘속가제자’인 거 다 알제? 아무나 그래 되나? 불교가 몇 마디 말로 이

야기해줄 수 있는 기 아이다! 불평 말고 공부들 해라.

친구 : 너거들 ‘지도교수’ 24) 얼굴 좀 봐라! 눈알이 반짝반짝하제? 야가 머리를 ‘이상하게’ 굴리가지고, 지 마

음대로 ‘이거다’ 해갔고는, 이래 샀는기라. 야가 눈 반짝반짝하면 ‘또 뭐 이상한 생각하는 갑다’ 이래

짐작하면 틀림없다. 

니는 그 외골수가 문제인기라! 

손 내나 봐라. 그동안 수행이 좀 되었는지 내가 점검해보자.

필자가 마지못해 손바닥을 내밀어, 친구의 노래에 맞추어 친구와 손바닥을 마주친다. ‘손바닥 맞추기’

놀이라는 것인데,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이런 짓거리에 친구는 엄청 고수(高手)이다. 친구는 처음에

는 노래를 천천히 부르다가, 점차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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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후배뻘 되는 사람들이 친구를 지칭하는 말. 그냥 ‘찐빵’ 하고 부르는 것이 좀 뭐해서 이렇게 부르는 듯.
23)  이 별명의 유래는 꽤 오래되었다는데, 친구가 사범부속국민학교에 다닐 때, 어느날 점심 도시락으로 찐빵을 싸가지고 등교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런 별명이 붙었다고 함. 그런데 찐빵의 이미지와 친구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오랫동안 널리 불리게 되었으며, ‘빵형’과 같은 변형도 생겨나게
되었음. 친구의 초등학교 동기들은 친구를 보고 ‘빵아야’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24)  필자의 별명. 필자에게 무슨 지도교수의 품격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별명이 붙은 것은 아니었고, 넥타이가 그 발단이었음. 이글 첫머리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서 유일하게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이 필자인데, 나중에 사진을 받아본 필자가 친구에게 ‘내가 이 모임의 지도교수 같네’라고 하였더
니, 친구가 그 말을 받아 별명으로 만들어버린 것임. “지가 지도교수란다.” 동년배나 선배들은 ‘지도교수’라는 말에 내포된 어려움이나 존경심은 전
혀 없이, ‘어이 지도교수’식으로 마구 불러댔음. 사진의 장소는 법대의 고등학교후배들이 필자와 친구 등 졸업을 앞둔 우리 동기생들을 위해 -졸업
몇 개월 전에 일찌감치- 열어준 졸업환송연자리로서, 동숭동 법대 앞 ‘대림’이라는 중국집에서 술 마시는 자리임을 모르고, 필자는 사진을 찍는 것
으로 잘못 전달받아 넥타이에다 양복 정장차림으로 참석했던 것임.



푸우르은 하아느으을 으은하아수 하아얀 쪼오옥 배에

계에수 나아무 하안 나무 토끼 한 마리

돗대도아니달고삿대도없이가기도 - - -

이쯤에서 필자는 정신이 산란해지면서, 필자의 손바닥은 친구의 손바닥과 어긋나고 만다.

친구는 의기양양해한다. 

친구 : 봐라! 이래서 니는 아직 멀었다는 기라.

필자 : ........................

이제 소주 각 두어 병 이상씩은 마신 상태인데, 이제부터는 술잔이 마구 돌아가면서 후배를 시

작으로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가하면,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당시 소주는 25도). 이를 본

친구는 괜히 흥에 겨워 ‘학도가’ 등 태곳적 노래를 흥얼거린다. 2차? 노래방? 외박? 그런 건 우

리 취향이 아니다! 한 자리에서, 안주는 곱창으로, 술은 소주로, 갈 데까지 갈 뿐! 그러다 각자 알

아서 귀가한다.

유족들께 드리는 말씀

가. 친구를 갑자기 떠나보낸 필자의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진데, 사랑하고 의지해온 남편, 아버지, 오빠를 떠나

보낸 유족들의 애달픈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간병하느라 고생하신 범준이 어머니. 

의젓하게 자란 아들 범준이. 여전히 또록또록한 딸 현경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예쁜 음대생으로 남아있는 여동생 민숙이.

선인(先人)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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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정리(會者定離)요, 생자필멸(生者必滅)이라.

만나는 사람은 헤어지게 정해져있고, 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있음이라.

자연의 이치가 이럴진대, 빠르고 늦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나. 이제 우리는 친구가 간 곳도, 친구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친구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거나 무(無)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저의 예리한 분석적 추리의 결론에 의하면 -친구가 저의 이런 표현을 들었으면 또 뭐라고 한 마디 하였을

것입니다- 친구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 본래의 세계의, 본래의 나(참나)로 돌아가서 유유자적하고 있을 것

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는 친구를 볼 수 없으나, 친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느긋하

게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25)

이치가 이럴 진데,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지내는 것은 친구가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범준이 어머니. 친구와의 기억을 곱씹으면서 축처져 계시지 말고, 이제는 외출도 좀 하시고, 동창분들과 어

울려 수다도 떨고 하세요.

범준이 화이팅! 현경이 화이팅! 흠 민숙이도 화이팅!

2016. 10. 3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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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는, 그 차원보다 낮은 차원의 세계만을 볼 수 있으며, 그 상위 차원 세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
니다. 그러므로 상위 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는, 그의 하위 차원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THE 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사진으로 보는 2016

한줄 단상

편집후기

퀴즈

336

346

350

351

2016 부산지방변호사회



336•제34호 부산법조

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1. 김미애 변호사 강연 (2015. 12. 14.)
3. 김익중 교수 초청 강연 (2015. 12. 21.)
5. 문무일 고검장, 최윤수 고검차장 및 황철규 지검장 본회 예방 (2015. 12. 28.)

2.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2015. 12. 19.)
4. 부산지검 피해자국선변호사 및 국선전담변호사와의 간담회 (2015. 12. 23.)
6. 법무사회장단과 오찬감담회 (2015. 12. 29.)

1 2

3 4

5 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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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1. 2016년도 신년인사회 (2016. 1. 4.)
3. 러시아 변호사 초청 강연 (2016. 1. 22.)
5.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본회 예방 (2016. 2. 12.)

2. 2016년도 정기총회 (2016. 1. 18.)
4. 변호사 윤리, 전문교육 (2016. 1. 25.)
6. 김남근 변호사 초청 강연 (201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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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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1. 이흥구 부산동부지원장 우리회 예방 (2016. 3. 9.)
3. 문형배가정법원장 특강 (2016. 4. 11.)
5. 신입회원 의무 연수 (2016. 4. 25.)

2. 2016년도 BNK캐피탈 렌터카 협약 (2016. 3. 31.)
4. 김해영 변호사 축하 (2016. 4. 19.)
6. 법의날 기념 하만영 변호사 표창 (2016. 5. 9.)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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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1. 부산여성상담소와의 간담회 (2016. 5. 9.)
3. 아이리더 후원 (2016. 5. 13.)
5. 공익입법아카데미 (2016. 5. 20.)

2. 원로자문위원회 (2016. 5. 11.)
4. 제17회 법률강습회 (2016. 5. 16.)
6. 중국,청도공상센터 대표 방문 (2016. 5. 20.)

1 2

3 4

5 6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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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1. 05.23 선박책임제한.선박집행 강연 (2016. 5. 23.)
3. 법관평가특별위원회 (2016. 6. 13.)
5. 중국 청도율사협회 교류10주년 (2016. 6. 24.)

2. 2016 춘계수련회(중국 청도) (2016. 5. 27.)
4. 홍보위원회 (2016. 6. 13.)
6.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회 (2016. 7. 4)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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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1.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2016. 7. 6.)
3. 한일법조지도자회의 (2016. 7. 8.)
5. 여성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2016. 7. 18.)

2. 집행부와 동호회 간담회 (2016. 7. 7)
4.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 (2016. 7. 18.)
6. 캠코 허은영 이사 초청강연회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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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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무료급식봉사활동

201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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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1. 일본 규슈대 법과대학원생 우리 회 방문 (2016. 8. 23.)
3. 중구청 안전손수레 전달식 (2016. 9. 1.)
5. 2016년 신규변호사 선서식 및 현장연수 (2016. 9. 6.)

2. 서구청 안전손수레 전달식 (2016. 8. 30.)
4. 일본후쿠오카현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 (2016. 9. 2. ~ 9. 3.)
6. 대한변협 현장연수 (2016. 9. 6.)

1 2

3 4

5 6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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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1. (주)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 설명회 (2016. 9. 26.)
3. KCLA 한인변호사회 교류회 (2016. 10. 6.)
5. 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 (2016. 10. 17.) 

2. 대한변호사협회장배 회원친선축구대회 (2016. 10. 1.)
4. 변호사 전문연수 (2016. 10. 1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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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6 

1

4

1. 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 (2016. 10. 17.) 
3. 변호사사무직원 실무연수 (2016. 10. 31.)

2. 법원행정처 전자소송시스템 강연 (2016. 10. 24.)
4. 2016 부산지방변호사회 추계수련회 (201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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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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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철 여름엔 많이 더웠는데 거울엔 많이 추울까요.

강보람 “과거는 현재의 흔적이자 추억에 불과하고 미래는 현재 사건들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가치있게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 여기 이 순
간뿐이다.”

강영수 줄어가는 수입건수. 늘어가는 통장 잔고(마이너스)ㅠ

고종주 1. 그대 가슴의, 뜨거운 문장 하나, 그게 곧 삶의 엔진
2. 사랑을 그만 두면, 그대는 당초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다.
3. 삶이 시가 아니라면, 슬픔같은 시가 아니라면, 도대체 삶은 무엇이리
4. 아름다운 건, 꽃이 아니라, 꽃을 보는 사람의 마음 내 가고난 후, 누가 이

길을 또 나처럼 걷고있을까

권인칠 이런 일 저런 일로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 덩달아 나도 정신이 없네요. 새
해에는 아무쪼록 모든 일이 잘 정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에
만 열중하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김도형 “성의정심”지금 같은 시국일수록 법조인으로서 바른 마음과 본연의 뜻을 성
실히 해야한다고 반성합니다. 

김미애 나는 지금도 공사중, 죽을 때 가장 괜찮은 인간이 되길...

김범지 어제가 오늘인가 오늘이 내일인가 싶더니, 어제 못다지킨 다짐이 어느덧 해
를 넘겨 속행을 구하네

김보선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 -월리엄 제임스-

김영빈 “개업한 동료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돌아올 제 생일이 벌써 기대 됩니다.”

한줄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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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Cogito, ergo sum"(I thint, therefore I am)
-Des carters-

김인일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건강 챙기고 즐겁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로 중요한 일은 위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김창희 곧 인생의 첫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닐 내 아들아, 너의 가방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학교에서 빛... 나는 꿈을 찾기를 바랄게

김충희 요즘 나랏일이나 업무적으로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를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을 가져본다.

김현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김현철 창천이사 황천당립.(출산을 앞둔 예비아빠로서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뜻)

명호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와 같다”는 말씀과 같이 지금부터
라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문상윤 김혜진 항상 건강하고, 사랑한다.

박   현 겨울은 홋카이도, 스카프 드론 분공

박근혜 내..내..내가 탄핵이라니...

박상흠 박근혜대통령 vs 선덕여왕
그리고 순실 vs 미실

박세진 정신없이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쁜일이 더 많으면 좋겠
습니다. 

박준식 내년에는 부산변회축구단 상위 입상을 위해. 파이팅!

박행남 happy life, happy man을 위해 

박흥대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이라는 말은 법률적 표현이다. 변호사 사서 사건 맡겼다
는 말은 시민들의 법의식 표현일 것이다. 초보 변호사라 항변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사서 대신 고통을 받는 직업임에는 분명
하다.

백진규 한 해 동안 주변의 고마운 분들 덕에 잘 놀았다. 내년에도 잘 놀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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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현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다’ ‘조변석개(朝変夕改)하는 게 사람마음이다’는 말을
평소 무심코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느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평
소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 (행동의 자유를 제약) 최근 휴대폰을 분실하
는 일이 있어 저정된 연락처가 모두 없어지는 큰 곤욕을 치렀다. ‘왜 이런
물건을 만들어 사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냐’면서 즉은 스티브 잡스까지
원망(?)했었는데 막상 분실 사태를 겪다 보니 새삼 첨단기기를 사용한 정보
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모두 휴대폰 분실 당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서지희 간만에 새벽에 집을 나섰다 내가 이불속에 뒹굴거릴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교대 “2017년에도 교대 근무 예정입니다!!”

유상훈 국민이 국가 보고 법을 지키라는게 법치주의이지, 국가가 국민보고 법을
지키라는게 법치주의가 아니다.

윤여진 日暮途遠

이경택 諸苦所因 貪欲爲本 若滅貪欲 無所依止 滅盡諸苦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 되므로 만약 탐욕이 없어지면 의지하
거나 머무를 바가 없어서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진다.

이명화 오늘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다.
중풍 걸려 후회하지 말고 건강 챙기시라고, 건강은 참 건강할 때는 그 소중
함을 모르는 것이라면서!!

이무훈 “네가 나를 믿었던 만큼 나도 너를 믿었을 뿐인데...-연말 세무자료 정리중
미수금 장부를 보면서-”

이미주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윤근 주어진 상황에서 욕심 내지 말고, 주변 관리 잘 하며 살아야 큰 화를 당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은수 “새해는 작은 강줄기들이 모여 바다 같은 큰 호수가 되길”

이일권 저녁 때 내리는 비는 ‘술 한잔 어때!’라는 문자메시지 같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 싶을 땐 내 마음엔 늘 비가 내린다. 오늘도 저녁 비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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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2016년, 아기 돼지 3남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태환 결혼 주례를 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형재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전형근 2016년 마지막을 “경근”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 2017년 새해는
모두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시진 혼발산 기개세. “혼”은 산을 뽑을 만하고 “우주의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

정태용 임기를 몇 달 안 남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3분간 기자들의 온갖 질문에
유머와 위트를 곁들여 적절하게 답변을 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할 자신이 없는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들
과 자유롭게 토론할 자신이 없는 대통령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
제적 능력만 된다면 모든 걸 정리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국
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
다. 투표를 한 제 손이 민망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입후보하려는 사람들,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사
람들, 총리나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자들과의 인터뷰할 자신이 없
고, 반대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과 토론할 자신이 없으면 제발 나서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장 서른한 해 전 부산 법조계에 처음 왔을 때 신임이라며 주로 듣기만 했었지
어느새 밀리고 밀려 후배들이 더 많아지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더 많아
졌네 여기저기서 선·후배, 동기들의 부고가 온다.
오늘 하루 죄짓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과 일에 감사해야지 넘어져도 다시 일
어서야지 

조   은 “v for vendetta"

조충영 갈팡질팡하다가 한 일 없이 또 한 해가 가버렸다..

조휘열 골프: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 절망과 포기는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운다.

최중석 “2017년! 서부개척시대가 도래하는가!”

최진욱 나무는 여름에는 빨리 자라지만 겨울에는 천천히 자란다.

황민호 그들은 그렇게 변호사를 산다.
나는 또 이렇게 하루를 산다. 



부산법조를 반기며
34 번째

편집후기

홍보위원장   박  행  남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내부적으로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 예우와 법조 비리 문제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불황으로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외부적으로 법률시장

개방과 세무사 등 유사직역의 확대 시도로 개인 변호사나 로펌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부산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원 수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해사법원설치추진특

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

는 내용의 홍보 및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공법인 등의 상근/비상근 위원 선임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부산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여

성 변호사 수의 증가로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위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산법조는 지난 해에

이어 부산 변호사 업계의 현안을 알리고자 위 내용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연구회나 친목 모임에 대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지원 확대로 회원 상호간의 법률실무지식 향상

과 유대관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법조에서 지난 해에 이어 ‘한 줄 단상’을 이어가고 있으

나 회원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아쉽습니다. 앞으로 홍보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이 더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부산법조를 만들기 위해 참신한 아이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멋진 글과 좋은 추억을 주신 선후배 변호사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홍보위원님 및 실무책임자인 하종

숙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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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조건 

① 한 페이지에 한 글자씩 따오기
② 접수기간 : 2017. 1. 16. ~ 2. 20.까지  
③ 접수방법 : 이메일(hjs63@busanbar.or.kr) 또는 팩스(051-506-8513)
④ 당첨자 : 추첨 5명(상금 각 5만원)

예시) 

근 ---------- 부산법조 10페이지 제목 둘째줄
하 ---------- 부산법조 13페이지 11줄
신 ---------- 부산법조 154페이지 왼쪽단 16째줄
년 ---------- 부산법조 300페이지 본문 첫째줄

정답

부산변호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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