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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발간사

6•제35호 부산법조

저와 제56대 부산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

안 열심히 뛴다고 뛰었으나 스스로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려 온 전통의 ‘부산법조’ 제35호를 벅찬 마음으로 받아들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회원여러분과 함께 자축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보위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30여 년 전 당시의 사정에 맞추어 만들어 졌던 낡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특히 지방분권이

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산법조’가

‘개헌’을 특집 테마로 삼아 여러 가지 쟁점과 그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해 본 것은 시의적절하

고, 지역의 법조인 단체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관심이자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자랑스럽습

니다. 우리 회원들 사이에 올바른 개헌방향에 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 지

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부산법조’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회원들의 판례평석과 논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의 알참과 깊이로 인해서 실무가들이 여러 업무 분야에서 당장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연구결과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업계 내부적으로는 물론 타 유사 법률자

격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도 변호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회원들의 연구 열기가 더 뜨거워져서, 향후 논문집이 별도 발간되는 날

도 기대해 봅니다.  

회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모두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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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조할 것 같은 법률가의 가슴속에도 숨길 수 없는 촉촉한 감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와 수필, 그리고 사진작품들.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매너와 인문학적 향기를 전해주는 기행문들. 분야를 띄어 넘는 높은 식견을 보여 주는 철학적

인 에세이 등등...   ‘부산법조’는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품격과 재능을 맘껏 펼쳐 보

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년 회원들의 참여입니다. 더 다양한 생각과 뛰어난 재능을 갖

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청년 변호사들의 생각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글이 좀 더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더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세무사법 개정 과정을 겪으면서 변호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서 따뜻함은 전혀 느

껴지지 않고, 적대감만 언뜻 언뜻 보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모두 우리들의 잘

못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창립 70돌이 되는 뜻 깊은 2018년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

뢰를 받는 변호사로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부산법조’와 함께 계속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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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탄핵정국을 초래했던 2016년 12월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민주화된 국민의 주

인의식이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헌론을 주도하는 큰 동기가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그와 더불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탄핵정

국과 대선정국을 거치는 동안 내내 계속되어 온 현행헌법에 대한 개헌논의

는 촛불민심으로 보여 준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

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물론 1987년 헌법체제 이후로도

2009년, 2014년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했던 바 있

었지만, 이번 개헌정국은 개헌특위가 국회 내에 구성되었고 개헌특위 자문위

원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조직함으로써,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

다고 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서 개헌논의가 정지상태에 머무

르는가 싶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에서의 연설 중 언급으로 다시

개헌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

즘이다. 현 시점까지 진행되어 온 개헌논의는 헌법 전문에서부터 헌법개정절

차, 지방분권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

다. 하지만 다양한 개헌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헌법이 규범으로서의 특징

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뜻인가를 어떻게 살펴낼

새 헌법을 위한 개헌논의에 
관한 헌법적 단상(斷想)

글● 법학박사 교수 조소영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헌논의의 가장 중심적인 쟁점사항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헌법상의 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으로 명하고 
이로 인한 헌법적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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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11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가지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하고

검토해야만 한다. 개헌을 한다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번 개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Ⅱ. 헌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

차에 따라 헌법전의 조문 내지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1). 때문에 헌법개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성문헌법체제를 가진 나라의

헌법상황인 것이고, 헌법이 가지는 정치규범성 또는 생활규범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실현의 관점에서도 불가피한 현상이다2). 즉 헌

법은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일정한 Konsens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

인 안목으로 성립․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래의 모든 정치발전과

정을 예견하고 이를 전부 규범화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은 역사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

에 헌법을 실현하는 데도 점점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3). 이처럼 헌법규범

과 사회현실의 갭은 헌법규범의 현실적응력과 현실의 헌법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고 바로 그 작업의 형태가 헌법개정

인 것이다.  

하지만 헌법개정의 긴요한 필요성이 곧바로 제한 없는 개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개정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헌

법은 사회공동체가 하나로 뭉쳐가기 위한 가치질서로서의 생활수단을 뜻하

기 때문에, 헌법개정은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해 가는데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한계 여부에 대해서는 개헌이 논의되는

역사적 시점에 있어서의 시대사상․정치이념 내지 생활감각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4). 이러한 판단기준은 주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합의

점에 이를 수도 없을 만큼의 다수의 다양한 저마다의 내용들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국민들의 토론과 공유 과정에서 반드

시 개정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고, 개

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7), 48면 

2)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7), 50면

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7), 50면

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7),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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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논의 과정에서 시대사상․정치이념 내지 생활감각에 대한 Konsens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심각한 의견의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헌에 필요한 Konsens 그 자체가 결핍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5).  생각건대, 이번 개헌은 그동안의 헌법현실의 변화와 국민

의 변화된 가치의식과 헌법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고 그동안 현행헌

법의 운용과정에서 헌법규정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헌법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장래의 다수자에 의한 정책결정에 맡겨놓아야 할 사항까지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장밋빛 구상을 헌법에 담는 것도 헌법의 규

범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헌법개정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

문이다6).  

Ⅲ.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평가와 숙고

87년 헌법은 한국정치역사에서 드물게도 여야 간 정치적 논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이었고,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속성이 강하게 드러났던 개정헌법이었다7).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합의한 이후 불과 한달 반 만에 개헌안에 합의했던 87년 헌법의

탄생과정에서의 주된 논의는 대통령의 임기, 부통령제의 신설 여부 등 권력구조와 관련된 사

안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통령 직선제 이외의 다른 사안들은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었음을

실제 당시의 관련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8). 이런 개헌과정의 배경들로 인해, 87년 헌법은

‘국민의 참여범위를 최대한 제한했던 구체제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게임의 결과였으며, 개헌

의제에서 직선제 개헌이라는 최소강령적 요구만을 실현하면서 실질적인 민주화의 의제를 모

호하게 정의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치협약’9)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87년 헌

법은 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감사원, 지방자치 등에 있어 권한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하

게 하고 있음으로 인한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10). 특히 대통령제에 기반한 정치의 비

효율성이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급변하는 정세변화를 효과

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

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7), 60면
6)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2006), 49~82면 
7) 1987년 헌법개정은 국회에서의 논의에 앞서 민정당 4인, 통일민주당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각 2인씩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점에서 87년 헌법은 기본적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
대중이라는 정치 보스 3인의 정치적 협의의 산물이었던 셈이라고 평가된다[강원택, 87년 헌법의 개헌과정
과 시대적 함의, 역사비평(2017, 여름), 30면].

8) 현경대, 정략적 개헌논의를 경계한다: 87년 제9차 개헌과정을 되돌아보며, 국회보 제464호(2005), 72-73면
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2002) 참조
10) 김철수, 새 헌법 개정안, 진원사(2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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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헌법은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당시의 정치적 목

표들을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고질적인 선거의 공정성 확보 문제나 여

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실현 문제를 헌법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실행해 내었고, 어느 누

구도 미처 예상치 못했을 만큼의 헌법재판소의 실질적인 기능수행의 결과를 가져온 것만으

로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12).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심이 기화제가 된 최근의 일련의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는 새로운 헌법을 등장하게 할만한 실제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

시 개헌이 정치개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조차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

이 있고13), 개헌론자들의 경우에도 개헌의 대상이나 범위, 시기에 대한 합의적 공감대를 이루

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논의의 현실적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5년 단임제 정

부형태를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자는 부분적 개헌론, 연방제적 지방분권화

는 물론이고 대의제와 병행적으로 직접민주제적 국민참여수단을 도입하자는 개헌론, 정보시

대에 적합한 새로운 기본권과 국민이 아니라 사람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개헌론, 사

회경제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대폭 확대하자는 개헌론, 오히려 자유주의의 원칙

에 입각하여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개헌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난맥상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헌법 탓으로 돌리고 개헌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헌법의 문제인지, 올바른 대안이

헌법을 바꾸는 것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성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비판14)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87년 헌법체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무엇

이, 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물론이고 헌법의 의

의, 그리고 국민의 뜻을 살펴서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민의 합의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만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13

11)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창작과 비평 제33권 제4호

(2005), 34-51면

12)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두차례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었고,

2017년 대선에서 또다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헌팅턴이 말한 민주적 공고화를 위해 신생민주주의국가

에서 거쳐야 한다는 ‘두번의 정권교체의 시험(two tumover test)’을 통과해 낸 것이다[강원택, 87년 헌법의 개

헌과정과 시대적 함의, 역사비평(2017, 여름), 32면]. 

13) 김종철,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개정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소고-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

으로, 법과사회 제38호(2010); 송기춘, 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법

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 박찬권, 제20대 국회 개헌논의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

구 제23권 제3호(2017) 등 참조

14) 김종철, 헌법개정의 정치학: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법과사회 제55호(2017), 174면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3:59  페이지 13



14•제35호 부산법조

Ⅳ.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주요의제와 
개헌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검토

1. 헌법개정주요의제15)의 내용

2016년 12월 3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소속 위원들은 다시

두 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 기본권 관련 위원회와 통치구조 관련 위원회로 각각 활동하고 있

다16).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개헌특위의 실질적 개헌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 있었지만, 비록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개헌특위는 지난 11월 국

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 바 있다17). 이 토론회에서

개헌특위가 헌법개정주요의제로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10차 개헌논의에 대해 검토

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개헌특위는 개헌의 중요의제를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1개의 대주제로 분

류해서 제시하고 있다18). 첫째,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

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9), 둘째,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20), 셋째,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위험

사회, 정보화 사회 등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빠짐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이 필

15)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의제(2017) 참조 16) http://www.n-opinion.kr/?page_id=138

1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n-opinion.kr)

17)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1173674(2017년 8월 부산경남지역을 첫 번째로 하여 9월 인천지역

을 마지막으로 총11회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물론 이번 국민대토론회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이

었다거나 일방적이었다거나 토론회에 토론이 없었다는 비판이 컸고, 실제로 국민과의 토론의 장이 되지

도 못했다[주와 부가 바뀐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9968);

개헌국민대토론회엔 토론이 없

다?(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A%B0%9C%ED%97%8C%EA%

B5%AD%EB%AF%BC%EB%8C%80%ED%86%A0%EB%A1%A0%ED%9A%8C%EC%97%94-%ED%86%A

0%EB%A1%A0%EC%9D%B4-%EC%97%86%EB%8B%A4/); 얼룩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http://www.nocutnews.co.kr/news/4843955) 등] 

18)  http://www.n-opinion.kr/?page_id=138

19) <주요 검토대상>으로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2) 수도(首都) 규정 신

설 여부를 들고 있다.

20) <주요 검토대상>으로 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

가 여부, 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여부, 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7)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8) 공무원의 근로(노동)3권 보장 강화 여부, 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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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본권을 논의)21), 넷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

고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권‧재정권 등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

분)22), 다섯째, 재정·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권을 강화하고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제도 개편 방안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방안을 검토)23),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 또는 대통령을 직선

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혼합정부제나 대통령이 의례적인 권한만 보유하는 내각제

등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24), 일곱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안 제출권자 범위 조정 및 양원제 도입을

검토)25), 여덟째, 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대통령

선출 및 임기 제도를 개선하고, 국무총리 제도의 체계정합성 검토)26), 아홉째,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정당제도의 민주성 및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검

토)27), 열째,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의 선임방식을 개선)28), 열한번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과 헌법

이 시대상과 현실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29)이 그 내용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15

21) <주요 검토대상>으로 1) 생명권 신설 여부, 2) 안전권 신설 여부, 3) 망명권 신설 여부, 4) 정보기본권 신설 여

부, 5)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6) 보건권(또는 건강권) 신설 여부, 7) 소비자의 권리 신

설 여부, 8)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를 들고 있다.

22) <주요 검토대상>으로는 1) 지방자치 확대 여부 및 수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3)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여부, 4)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 여부, 5)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7)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등이 있다. 

23) <주요 검토대상>으로는 1)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2)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수정) 여부, 3) 재정준칙 등

도입 여부, 4) 감사원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 변경 여부, 5)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6)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이른바 토지공개념)를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여부, 7) 경

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등이 있다.

24) <주요 검토대상>으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현행 대통령중심제 개선 또

는 혼합정부제, 내각제 같은 신규 정부형태 도입)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5) <주요 검토대상>으로는 1)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3)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및 헌법기관의 법률안 제출권 부여,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 등

이 있다. 

26) <주요 검토대상>으로는 1) 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정·부통령제의 도입, 2)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여부 및 개정 방안,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4)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등이 있다. 

27) <주요 검토대상>으로는 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및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등이 있다.

28) <주요 검토대상>으로 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개선, 2)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3) 헌법재판관 자

격제한 완화, 4)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규정 폐지 방안, 5) 검찰총장 인사

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 등이 있다.

29) <주요 검토대상>으로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2) 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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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헌 내용과 방향에 대한 검토

(1) 헌법전문과 총강

헌법전문은 성문헌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헌법전문이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헌법전문을 둔 헌법질서에서 헌법전문은 모든 헌법규정에 나타나는

규범적 내용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헌법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는 기능

을 갖는다30). 그러므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과 사회통합의 방향 및 방법 등이 표명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개헌논의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의

추가나 시대적 가치의 추가는 단순한 주장이나 다수라는 숫자적 논리에 입각한 변경이 되어

서는 안된다. 우리의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사실에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에서부터 동학정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31) 새로운 헌법의 전문에 새로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다수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역사적 사실들에 공고히

공유되고 있는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찾아서 근본이념으로 선언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2009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보고서32)나 2014년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서33) 선택했던 자문결과의 내용이 그러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었다. 국가가 미

래지향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공통가치를 찾고 이를 전문에서 선언하는 내용이었는데,

2009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주의․시민주의․국가균형발전을 담았고, 2014년 보고서에서는 제헌

헌법의 이념 및 정신을 확인․계승하면서 개인의 자율과 창의․복지국가․평화통일을 내용으로

적고 있었던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2) 기본권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에 관해서는, 현행 기본권 규정을 개선 및 보

완하거나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거나 무의미한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방법들을 택할 수 있

다. 현재 개헌특위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개헌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헌법가치 강화를 위해 현행헌법상의 기본권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는 기본

권 주체의 확대, 차별금지 사유의 추가,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 및 범위의 확대, 일할 권리, 노동권 강화, 공무원의 노동3권 강화, 그 외에도 사회권의 확

3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17), 143면

31)  http://news.joins.com/article/22017597

32)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2009)

33)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Ⅰ(2014)

3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주요의제(2017), 16-36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기본권총강분과)(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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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다34).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

로운 기본권의 신설 내용으로는 생명권, 안전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아동․청소년․노인․장애

를 가진 사람의 권리,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요구권,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보건권(또는 건강

권)․소비자의 권리․사상의 자유․직접민주제적 권리인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권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35). 현행 헌법상 규범력이 없어서 무의미하거나 헌법현실에 부

합되지 않는 기본권 삭제와 관련해서는 행복추구권 규정이나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영장신청 주체로서의 검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의 법관, 평시 군사법원

의 존속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36).    

실제로 개헌특위에서의 논의 보다 개헌특위 자문위의 기본권총강분과에서의 사회권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훨씬 더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헌으로 제시할 사회상이라 함은

모든 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는 사회이어야 하므로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와 취

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함하기 위해 사회권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의견을 제

시하며, 사회권이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방침이 아니라 헌법의 명문규정에 따른 국민의 구

체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7).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을 구체화하여 권리규정을 새로이 만들거나 사회권을 강화하거나 환경권을 확대하거

나 경제적 민주주주의를 강화하는 등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38). 그런데 현행 헌법상의 규

정을 삭제하는 것만큼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규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일

수 없다. 과하거나 섣부른 이상이 규정화되는 경우의 헌법의 규범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엔 장식적 헌법이나 명목적 헌법으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

히 경제, 사회관련규정에 대한 개헌문제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ㆍ경제 현실에의 적실성, 이념

과 이해대립이 심한 문제에 대하여 헌법이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현실적

급부능력 등에 비추어 헌법적 규범력을 가지기 어려운 사항을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

이 타당한지 하는 점 등을 처절하게 숙고해야만 한다. 

또한 이번 개헌논의 과정에서 주목되고 있는 새로운 기본권의 도입의 한 내용이 직접민주제

강화 내용이다. 촛불민심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압박하여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드는 과

정에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반면에,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관철시키

는 것이 갖는 의미와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39). 국민의 주

권의식의 성장이 반영된 시스템을 헌법 속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요청

35)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주요의제(2017), 38-55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

서(기본권․총강 분과) (2017) 참조

3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주요의제(2017), 25-28: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기본권총강분과)(2017) 참조

3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총강 분과, 기본권․총강 분과 쟁점사항(2017. 10), 8면

38)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기본권․ 총강 분과) (2017)참조

39) 장영수, 직접민주제 강화 개헌의 쟁점과 성공조건,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2017), 85면

부산지방변호사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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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헌법현실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선택했던 통치기

관의 구성원리는 원칙적으로 대의제였다는 점에서 대의제와의 갈등을 발생케 하거나 국민과

대의기관 간의 상시적 긴장상태를 심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접민주제적 권리 내용 중 국민투표사항의 확대나 국민발안권과는 달

리 국민소환권의 도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

면 국민소환제도는 국민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선출직 공무원을 그 직에서 퇴직시키고

임기를 종료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현행 헌법구조 속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현대의 대의제도가 현실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잃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국민소환권 도입의 가장 본질적

인 이유라는 점에서 논의될 만한 헌법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를 여전히 대의제 방식으로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소환권을 도입하는 것에는 이론적․현실

적 한계와 부조화가 있다40). 그러므로 국민소환권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의제에 대한 보완

책으로서의 논의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변경

이자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41). 따라서 이번 개헌을 통해 도입되어야 할 직접민주제적인 권

리들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42). 대의민주주

의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보되고 절실해진 때라야

성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43).   

한편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 중 그 내용을 삭제하자는 내용 중 중심적인 것은 국민의 사

법절차적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헌법상의 검사의 영장청구권한과 법관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44)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의 보장은 그에 대한 제한에 관

한 엄격한 위헌성 검토와 더불어 자유보장을 위한 절차적 규정의 확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개혁이나 검찰개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절차적 권리의 내용 중 하나

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을 방법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영장청구권의 주체가 검사라는 것을 헌

법에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거나 현행 현사소송법상으로도 인정되는 내용이므로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경시한 주장으로 평가될 만한 부분이 있다.

각 나라의 고유성이 전제된 헌법규범의 경우에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참고사례일 뿐이고 우

40) 김선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2013) 참조

41) 조소영, 선거제도 개헌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3권 제2호(2017), 62면

42) 장영수, 직접민주제 강화 개헌의 쟁점과 성공조건,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2017), 85면

43) 김선택, 헌법개정과 국민참여,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2012), 125-154면

44) 1948년 헌법 이래로 계속되어 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사법제도 개

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제까지는 ‘독점적이고 관료적인 법관집단에 의한 재판권’이었다는 것을 삭제의

논거로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한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자칫 부정적으로 침해될 우려

가 있는가를 개헌논의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개혁은 사법제도의 개선으로 실현해야 하

는 이유이다. 다만 국민의 사법참여의 통로를 헌법적으로 마련한다는 면에서, 현행 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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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헌법에 이러한 규정이 도입되었던 헌정사적 배경은 우리 만의 고유한 입법배경45)이기 때

문이다. 또한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권리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련 규정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재적 2/3

의 찬성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규

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상대적 소수의 의결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저하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법절차적 권리의 개헌논의는 엄격하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만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논의되

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특정한 진영논리나 정치적 타협의 대

상으로 내몰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사법절차적 권리는 어

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어서는 안되는 비정치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3) 분권과 협치를 위한 개헌     

이번 개헌논의의 가장 중심적인 쟁점사항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헌법상의 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으로 명하고 이로 인한 헌법적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분권과 협

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의 개편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고, 대략적으로 현

행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분권형 대통령제(사실상

이원정부제 모델) 방안이 주된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강조하고 권력

분립과 민주성을 강조하는 의회주의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반면,

분리된 정부-식물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정수행의 안정적 수행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임기4년 -1차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구성과 기능에 있어서는 민주

주의적 요청과 자유주의적(권력분립적) 요청, 그리고 정부의 안정 및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효

율성 확보의 요청이 병존한다46). 하지만 이러한 요청사항들은 때로는 상호간에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체적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논의에서도 이러

한 요청사항들의 균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47). 

이제까지의 우리의 대통령제는 미국식의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었지만 그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해 왔다고 할 것이고, 오랜 헌정사를 통해 국민들도 대통령제의 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어서 대

통령만큼이나 오히려 더 국회를 불신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중심의 국정운영을 국

45) 규정 도입 당사의 헌법현실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46) 김문현, 헌법개정과 관련한 몇가지 단상, 한국공법학회 2017년도 공법학자대회 자료집 기조발제문

47) 특히 대통령제가 사회적,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사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의 대결로 인

한 파국적 상황이 나타나기 쉽고, 이러한 상황이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지적은 이념

적 대립이 심각한 현재의 우리나라상황을 생각하면 의미있는 지적이며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면서 내각의 권한강화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는 의견도 경청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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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87년 헌법체제를 시작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쟁취했다고 생각했던 대통령직선제의 구조를 과연 국민들이

폐기하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기존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인 것이

며 그와 전혀 다른 제도의 도입도 또다른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할 우려가 존재한다48). 때문

에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와 운영을 1인 집중 체제가 아닌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더 심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 등 통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의한 통제를 시스템으로 구조화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구체화되어야만 한

다49). 왜냐하면 헌법상의  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연관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런 점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당해 제도 자체에 대해서만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관련제도들을 함께 도입하거나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동안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기본으로 해온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국가주도의 중

앙집권적 체제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되고 현행헌법보다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방분권의 폭과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

는 점이다. 개헌특위를 비롯한 정부안50)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개헌특위에서의 지방분권

과 관련된 주요 논의내용은 ① 지방자치 확대 여부 및 수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③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④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보충성 원칙 규

정 여부, ⑤ 총강 부분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규정화 여부, 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문화 여

부, ⑦ 주민자치권의 기본권 규정 여부 등이다51).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에서의 핵심전략으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

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어 분권형 개헌지원 내용으로 정부는 ① 지방분권국가 선언, ② 자치입법권 확대, ③ 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④ 과세자주권 확대, ⑤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⑥ 제2국무회의 신설,

⑦ 지방정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52).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논의에서 적잖은 의견들은 스위스의 칸톤이나 독일 또는 미국의 주의

분권적 운영 사례들을 모델로 하는 개정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53). 하지만 지방분권과 주민

48) 예컨대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바탕한 의원내각제주장도 그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가장 바람직

한 정부형태라고 평가되더라도 우리의 의회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반드시 순기능으로만 나타날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Giovani Sartori가 정부형태에 관하여 ‘희망적인 생각은 뒤로 밀어놓고 우리

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최소한 냄비속에서 뛰쳐나와 불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는 점’ 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경청할 만하다(김문현, 헌법개정과 관련한 몇가지 단상, 한국공법학

회 2017년도 공법학자대회 자료집 기조발제문) 참조.

49)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부통령제 신설,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국무위원들의 부서거부권 인정,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및 축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의 세비 자율결정권 폐지, 국회의

원 연임제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등

5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2017년 10월 27일 보도자료 참조

5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의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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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서구 여러 국가의 제도들을 비교하여 제도적 장점들을 강조

하면서 그 자체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더 신중한 숙고와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그

도입 내용과 구체적인 제도구조화에 따라 현재의 국가 구조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입법권의 확대나 지자체의 과세

자치권의 확대, 지방정부의 사법권한 인정 등은 그 정도와 범위 문제에 있어서 지방분권 강

화의 수준 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지방분

권 강화 수준을 지방자치강화형, 광역지방정부형, 연방정부형의 어떤 유형으로 정할 것인가

에 따라 결정해야 할 후속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54). 그러므로 이번 개헌에서 연방국가적 구

조를 도입하는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방분권국가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지방간의 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

보해야 하는 당면적 사항 만큼 개헌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지방분권의 목표는 주민의 권리보

장과 통제권의 가시화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Ⅴ. 맺는 말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만들어져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현행 헌법은 완벽한 규범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현실에서 목도되는 모든 모순과 폐단이 87년 헌법규범에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단 십여개의 헌법조문 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위기나 국가의 추락

을 걱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건, 지금의 헌법현실적 문제들은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의 과오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헌의 필요성의 가장 바탕에 국

민이 존재하듯이 개헌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정립에도 항상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를 평가기

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말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침묵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다양

한 통로를 만들어 이번 개헌에는 모두 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헌을 이야기하

는 그야말로 ‘공론장’의 마련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은 법률 등 하

위법과 달리 그 스스로 규범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은 현실을 통제하고 규율하나

헌법이 그 헌법이 적용되는 현실과 괴리되면 규범력을 갖기 어렵다. 바로 이런 점에서 법적 규

범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실현 여부가 장래의 현실에 의존해야 하는 규정은 오히려 헌법

에 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헌법은 최소한의 법의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하면서‘ 헌법이 최고법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적 규범력이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철저하게 헌법규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55) 고 했던 학자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심보균 차관 특강 내용, 2017.12.4)

5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보고서(지방분권 분과)

54) 하혜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 이슈와 논점 제1390호(2017) 

55) K.C.Wheare, Modern Constit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 edition(December 31, 1966), pp 33-34, 50. 

부산지방변호사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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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제35호 부산법조

1. 개헌은 찬성한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래 정권의 교체에 따라 거의 매번 개헌론이 나온 것

으로 기억한다. 다만 이번 해에는 전년도부터 개헌론이 나오기 시작하여 국

회에서도 2017. 1. 1.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의

원)가 출범하였고, 그 활동기한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해둔 상태이다. 이

위원회는 2009년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와 2014년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이어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되었다. 

2018년도 개헌에 대하여 주요한 정치인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직전 박

근혜 대통령의 2016. 10. 24.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논의가 새로운 추진력을 받아 특위가 설치되었다. 이후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전 개헌불가론을 펼치다가, 당선 이후

2017. 5.경 2018. 6.경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고(이 무

렵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언의 요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

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17. 8.경 취임 100일째 기자회견에서는 “중앙권력구

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

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2017. 10. 26. 지방자치의 날에는 "명실상부한 지방분

개헌론
- 정부형태 관련

글● 변호사 김동진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응축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3:59  페이지 22



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 11. 23.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지도부가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과 선거구

제 개편의 적기라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도 전체 회의를 열어 11월 22일과 23일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

정, 12월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12월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개헌론에 대한 신문기사나 평가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찬성하지만 각론적인 개헌안에 대하여는 각자

생각하는 개헌안이 있을 뿐 모두가 동의하는 개헌안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7. 11. 24.자 신문보도에 의하더라도 아직도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기본권

등 부분에 있어 정파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기는

커녕 각 당별 당론조차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

거 이후부터 각 정당 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하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헌법이 1789년 제정되고 1791

년 권리장전 수정 10조항이 추가되어 체계를 갖춘 다음, 200년이 넘는 동안

겨우 17개의 조항만 그것도 수정조항으로만 추가되었다. 미국에서도 헌법제

정 이후 1만건 이상의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실제 헌법에 들어간 조

항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개헌안들 중에서

정부형태와 관련된 개헌안을 살펴보되, 가능하면 필자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과연 헌법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2. 정부형태의 개헌안의 개요

가. 헌법은 국가의 이념적 지표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유보로 둔 기본

권조항도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고 현실의 법

률로서 기능하는 구성요소가 국가 통치구조, 정부형태에 대한 것이다. 그래

부산지방변호사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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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헌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며 또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제가 바로 기본권이 아

닌 오히려 권력구조, 통치구조에 대한 개헌의 문제이다.  이 이른바 전통적인 의미에서 권력

구조 사항, 통치구조 관련 개헌문제가, 바로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의 논의 부분이다. 이와 같

은 용어사용에 대하여는 이상민 국회의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1)

“(권력구조 관련 헌법조항들의) 본질적 성격은 넓은 의미의 정부형태, 헌법상 각 기구들의 권

한과 지위 또 상호 간의 관계 그것이 결국 국민의 기본권․권익을 향상시키는 데에 어떻게 이

공적기구가 잘 구성되고 운영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 그런데 마치 권력구조 하니까, 이

런 국정 운영의 공적 시스템에 관한 각 기구의 지위와 권한 또 상호 간의 관계. 그 목표는 국

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장하고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마치 정치인들이나 각 기구의 권력 싸

움․권력 다툼․나눠먹기, 그래서 개헌 논의가 마치 이것 논의를 하면 이런 쪽에 치중해 있는 것

처럼 비쳐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권력구조라는 게 전문용어도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이 권

력구조를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 ‘헌법상 공적기구에 대한 논의’ 이렇게 용어를 적절한 것으

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사용에 대한 이상민 국회의원의 지적은 매우 공감할 부분이다.

그런데 정부형태 관련 개헌논의가 마치 정치인들의 권력싸움, 권력다툼, 나눠먹기 등으로 오

해된다고 한 부분은, 오해하는 주체가 일반인 또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형태에 대

한 헌법규정들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형태에 대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 경

험이다. 즉 본 개헌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에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첨

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앞서 본 미국헌법에서 통치구조의 변경에 대한 개정과정을 보면, ① 1804년에 추가된 대통령

과 부통령의 선출에 관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2조, ② 1868년에 추가된 하원의원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③ 1913년 상원의원 선출 관련의 수정헌법 제17

조가, ④ 1933년 미국의회의 회기와 대통령 임기에 관한 수정헌법 제20조가, ⑤ 1951년 대통령

의 당선횟수를 2기로 제한한 수정헌법 제22조가, ⑥ 1967년 부통령 승계규정 등에 대한 수정

헌법 제25조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미국헌법의 수정헌법 조항의 개정사를 보면, 대통령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의원내각제로 회

귀하는 등의 개헌논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미세하거나 제한적인 헌법개정 혹은 보

1) 제348회 국회(임시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록 제회국회 (임시회) 제348회-헌법개정특별제2차

(2017년1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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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의 의미에서 개헌만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나라의 크기 등에서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인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구조나 혹은 정부형태의 개편은 이해당사자

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 논의는 정부형태의 개헌안은, 보통 대통령제의 제한(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과 같은 논의에서부터 급진적인 폐지(의원내각제)까지 모두 제안되고 있다.

그 출발은 현재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거나 승자독식, 패자절망의 제도라고 규정

하고 그 폐단을 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대통령 권한을 유지 또는 강화하자는

개헌안도 있으나, 내심은 몰라도 표면상으로 주장하는 세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공통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축소한 이후의 대통령 권한을 어떤 주체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

다. 대통령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회로 옮기자는 견해(내각제)에서부터, 지방자치단

체(분권형 지방자치제도)로 옮기자는 견해, 국회가 뽑은 총리(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로 옮기자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 개헌안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개헌

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내각제로의 개헌안은 당연히 국회가, 분권형 지방자

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대통령 권한의 유지, 강화안은 현행 대통령이 각자 개헌론

으로 주장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라.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1안은 이원정부제와 2안이 4년의 중임제 대통령제이었다. 

헌법학자, 정치학자, 정치논설을 쓰는 언론, 국회의원 대부분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이번의 개헌안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헌법적 전

통은 대통령제이고, 의원내각제의 짧고 나쁜 경험만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2) 1987년 헌법의

정부형태의 요지는 대통령 직선제이고 아직까지 대통령 직선이라는 국민적인 합의는 유지되

고 있는 상황인 점, 의원내각제 개헌파의 실험은 어찌되었든 여러 번 실패해왔다는 점 때문

으로 보인다. 

1안의 이원정부제는 일단은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래서 이원정부제는 원형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에 대한 권력을 분점하는 프랑스

가 모델이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오스트리아 모델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

2) 어느 신문의 논평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빼앗겼던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피흘림

으로 획득했는데 이를 국민이 순순히 내놓진 않을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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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혹은 이원정부제도라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모델은 일단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기는 하

되, 그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내각제 형태로 국정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아직 국민에게는 생소한 제도이다. 또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여

분권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반대논리가 매우 강력하다. 

마. 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2안인 4년 중임제 대통령제도는 국민의 수용도가 매우 높은 상

태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모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지지를 받

지 못하고 있다. 원래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도 4년 중임제 대통령제도안은, 1안 이원정부

제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감사원의 국회이관, 헌법

기관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인사통제권 강화 및 재정통제권 강화를 전

제로 한 것이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지지가 높은 이유는, 단임제로 인한 조기레임덕을 차단하고, 또 전반

기 4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간 익숙해져온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

는 점 등일 것이다. 

3.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론

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 4년 중임제 개헌론은 국회에서 다소 인기가 없어 논의를 찾아보

기 어렵다. 다만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정해구 교수가 2017. 1. 1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

회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자세하여 이를 우선 정리하기로 한다. 

나. 먼저 위 발표문에는 우선 1987년 헌법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회와 사법부

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체제를 넘어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강화를 의도했

는데, 문제되는 것이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단기적 정책 결정․정책 추진, 그리고 이른바 제왕

적 대통령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한다. 즉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장기적 관

점의 부재 및 임기 후반의 허약한 대통령제를 단점으로 하면서도 국회 과반을 넘는 여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강한 대통령이었다가 너무나 약한 대통령으로 급락하는 이런 것이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

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헌할 부분은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보다 균형적으로 재조정하고, 수직적으로

는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권력을 재조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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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권한 축소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회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국무총리는 국무위

원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내각 구성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꾼

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치분권적 개헌을 통해서 중앙 권력을 지방과 나누는 한편 지방 또는

권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한다는 점이다. 상원과 하원은 주요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을

선출하며,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 행정부는 현행과 같은 법률안 제출권은

상실한다. 이와 같은 제도들을 전제로 하여 중장기적 맥락에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다. 위 의견은,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확고한 헌법적 결단인 정치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중임

제에 바탕을 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를 국회의원으로 임명하여 내각구성권한을 상당

부분 부여하는 점에서 위 견해는 특이하다. 그리고 일단 현재의 1987년 헌법에서 대통령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익숙한 형태라는 점도 큰 장점이다. 

라. 비판점으로는 내각 구성 권한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갈등

과 충돌만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연합정부의 구성방식은 현행의 헌법규정에서

도 사실상 운용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굳이 헌법조항으로 만들어 분리시킬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 2017년 12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증에서 지지하는 개헌안이다(조선일보 2017.

12. 7. 개헌특위, 권력구조 토론… 與 "4년 중임 대통령제" 2野 "이원집정부제" 기사 참조). 위 신

문기사에 의하면 민주당쪽 국회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4년

중임제를 원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택하더라

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이원정부제 개헌론

가. 이원정부제, 이원집정제, 반대통령제, 세미(semi), 절반의 대통령제라는 용어 등이 사용되

고, 준대통령제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혼합체제’라는 용어나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직

선내각제’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견해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분권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이 기본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선내각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지만 나머지 운영 방식은 국회가 중심이 되는 내각제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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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권력의 기반이라든가 책임이 두 군데에 있다,

이원적으로 있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는 나라별로 선출 방식의 미묘한 차이라든가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관계라든가 또 책임 방식에 따라서 유형이 다양하다.   

나.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오스트리

아형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제도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원정부제라고

보기 어렵고, 의원내각제에 가깝다고 분류하기도 한다. 

이원정부제가 주로 1인의 행정부 수반에 대응하고 이를 견제, 균형하는 의미에서 의회쪽의 권

력을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절충적인 제도로서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 

그러나 순수한 대통령제도라든가 순수한 의원내각제가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중도, 절충적인

제도를 띄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매우 어렵다. 어떤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의 1비율은 41개국 : 36개국 : 4개국

정도를 채택했다고 하나, 이는 이원정부제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원정부제를 택했을 때 장점은 대통령 권력에 집중된 흑백대결의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극복하는 대안이라는 점이다.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집중 문제만으로 보면, 대통령에 집중되

는 권력이냐, 아니면 의회에 집중되는 권력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권력집중의 가능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권력 자체를 양분해버리자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이 결합된 개헌론이다. 그리고 일원적인 체제에서 정치권력 간

의 갈등이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성과 뭔가 교착상태에 비해서 오히려 이원화에 따른 협치가

더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이원정부제의 단점은, 한마디로 정말로 권력의 분할이 헌법에 기재되는 차원을 넘

어 현실적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냐의 본질론에 귀착된다. 

순수한 이상형(ideal type)의 의원내각제도 없으며, 의회와 권력 분점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

제도도 없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제도를 취하면서도 그 권력분립을 헌법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는 이원정부제의 이론적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원정부제의 단점은 의원내각제의 단점과 일맥상통한다. 과연 현재의 권력적 중심

인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내각제인 국회가 얼마나 권력이 가져오느냐의 문제로 바꾸어보면, 국

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사인가라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원정부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정부형태라는 것을 보더라도 여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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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7. 12. 현재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의 자문위원 11명 중 7

명이 선호하는 개헌안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자유

한국당에서는 “재의 제도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개선이 어렵고 이제는 틀을 깨 새로운 출

발을 해야 할 때”라고 하거나,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개헌안으로 제안된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 주장자들이 하는 타협적인 제안일 뿐이다.

이러한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대통령제란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

래 현재까지 존속되는 동안 ‘헌법의 헌법’, ‘근원적 헌법질서’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내

손으로 뽑는 국가원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5. 정부형태론에 관련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개헌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냐 이원정부제냐 의원내각제냐의 문제는 사실 부차적일 수 있

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각종 제도들을 쌓아 올리다보면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분할된 형태의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의원내각제가 가미되었다

거나 혹은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와 관련된

개헌론은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이후의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가고자 한다. 

나. 정부형태론에 관련하여 가장 격론이 예상되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이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제도이다. 의원내각제나 소위 말한 이원정부제일 때는 전면적인 비례대

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이유는 잘 이해

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가 명부제 형태로 가게 되고, 국회에서 수상이나 이원정부제의 대통

령을 뽑게 되면 국민의 직접 참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직접 선거 형태의 대통령제

를 유지하는 입장이라면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유동성을 주는 것이 얼마든

지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선거구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은 입법유보로 해결

될 것이므로 개헌하여야 할 사항이 별도로 없지만, 이원정부제 등을 선택할 경우에는 당장 대

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지에서부터 수많은 개헌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 대통령선거주기와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개헌

과 병행되어 헌법규정화되거나 명시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제도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의

원의 선거주기를 맞추어 주는 것은 법률 자체적으로라도 국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헌법 정

신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물론 헌법에서 단순히 선거주기만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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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가 다른 정파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일치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명시적인 주권행사이므로 그 역시 존중되어야 할 뿐이다. 그렇

다고 하더라도 헌법 자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국가작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동일주기의 원칙에서 자연스럽게, 중임제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이며, 보궐선출된 대퉁령의 임

기는 궐위된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라. (1) 정부형태론과 같은 맥락에서 또는 별개의 맥락에서,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

로 할 경우에 의원내각제 아래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는 의회해산권, 법률안 거

부권의 대통령에 대한 부여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법률안 재의권 또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대통

령의 의회해산권은 아예 없는 상태이다. 

(2) 사면권도 대통령에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당연히 대통령이 사면권을 보유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헌문제가 논의될 때 현행 헌법규정의 개헌 여부는 함께 결단을

구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사면권의 경우에 현행 헌법 제79조에 의하면, 국회,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원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의회해산권과 법률안 거부권은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에는 위 권한에 대하여 심지어는 의원내각제를 하

는 경우에도 수상 또는 정부에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견이 없다. 개헌론의 출

처가 헌법기관일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가지

고 오는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헌법이 결국에는 현실 정치력의 타협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권력의

집중 보다는 분권 또는 권력분립이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부합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도 국회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권리는 보존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더

욱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

마. 정부형태에 따라 정당제도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른바 당내 민주화, 공직선

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문제 등도 관련이 된다. 

바. 정부형태에 관계 없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분권화 개헌은 특별한 반대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정부형태 자체의 변경이 아닌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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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부분도 자세한 부분을 보면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즉 선언적

인 의미에서 지방분권화 개헌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분권할 것인

가에 대하여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6.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정치적, 사회

적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응축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개헌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자세한 부

분에 대하여는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아닌 그 다

음 단계로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분수의 투표와

그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

의 개헌안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안의 확정이야말로 내년도 개헌의 성패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라고 생각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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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987년 헌법이라 불리는 현행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서 헌정사상 최초

로 여야 간의 합의로 제9차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전문에서 대한민국임

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폐지

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

치하여 특히 헌법소원제도(제111조 제1항 제5호)를 도입하였다. 

역대 헌법 중 가장 오랜 지속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행헌법은 비록 개정 당

시의 상황이 반영된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나, 과도적 한국 정치현실에

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도 넓어졌으며 헌법재판을 통한 실효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역대 헌법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나 학계에서는 꾸준한 헌법개정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21세기에 보다 적

합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헌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이유로 한다.1)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은 더 체계화된 구조와 완결성을 갖추어 헌법의 규범력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개정방향

글● 변호사 조혜경

중앙집권 시스템이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바뀌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서울 못지 않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면,  ‘서울로 서울로’라는 의식구조도 
차츰 정리될 것으로 믿는다.

“
”

1) 서현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현대정치연구』(제3권 제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0),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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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와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녀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장의

표제와 편장체제의 개정, 기본권 일반적 규정의 편제, 개별적 기본권과 관련

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기본권장 표제와 편장체계 및 
일반규정에 대한 논의

가. 기본권장의 표제어 개정논의

기본권장의 표제2)는 임시정부 헌법(제1차 개헌 및 제5차 개헌)에서는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었고, 1948년 제헌 헌법에서 1980년 헌법에 이

르기까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였다.

현행헌법은 기본권장의 표제를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하고 개별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외국인

들의 왕래와 체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치게 편협한 것이다. 현재

헌법해석상 외국인도 국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헌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기본권장에는 제38조와 제39조에서 국민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성격이나 비중에 비추어봤을 때 “권리”와 “의

무”가 대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편장

을 마련하자는 견해가 있다. 더불어 기본권장 표제의 개정에 대해 “기본권”,

“인간의 권리”, “자유와 권리”, “인간과 국민의 권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라는 표제도 자유권적 기본권 이외에 실정권인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이나 사회권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고, “인

간과 국민의 권리”는 인간과 국민이 중첩되는 느낌을 준다. 개인적으로는 “기

본권”이라는 표제나 “자유과 권리”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개별기본권에서 “국

민”과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본권조항의 편장체계

기본권조항의 편장체계3)에 관련한 개정논의는 현행헌법대로 ‘전문-총강-기

본권-국가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총강을 삭제하고 총강의 내용을 국

가조직에 포함시켜 ‘전문-기본권-국가조직’의 순으로 하는 방안과 ‘전문-기

2) 조홍석, “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한국법정책학회, 2009), p.8.

3) 조홍석. 전게논문,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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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총강-국가조직’의 순으로 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총강을 삭제하거나 기본권

장을 앞으로 자리 시키자는 방안은 기본권장의 위치를 편제상 헌법전의 가장 앞으로 배치하

여 기본권 존중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통치구조를 위한 기본권 보

장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실현을 위한 국가조직이라는 헌법의 근본적 의미를 고려할 때 많

은 설득력이 있다. 제2차 대전 후 독일의 경우, 인권이 유린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이 제정한 기본법 제1조 제1항에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임이다.”라고 규정해 인식의 전환을 편장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달성하였

다. 이는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두운 과거를 지닌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

을 던져주고 있다.

다. 기본권장의 일반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 

1) 기본권장의 일반규정에 대한 논의의 쟁점

기본권장의 일반적 규정으로서 제10조는 기본권의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

의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확인”과 “보장의무”를 밝히고, 기본권의 포괄적 근거조항으로서

헌법 제10조와 함께 제37조 제1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하여는 기

본권장의 말미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도출되는 적법

절차원칙도 일반적 조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권장의 일반규정과 관련하여

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과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보호조항의

중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적법절차원칙의 일반원칙화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2) 기본권의 포괄적 근거규정의 개정방안4)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의 포괄적 근거규정으로서

의 헌법 제37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제10조)의 중복관계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행복추구’라

는 용어의 법리적 이해가 어렵고 행복추구권의 입법배경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여

행복추구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섭되지 않는

자유권은 존재하지 않고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 조항을 통하여 도출한 헌법적 성

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보호조항 규정을 삭

제하자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동일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 기본권조항이 중복적으로 존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권 침해의 사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개별

기본권조항에 의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일반조항에 의하여야 한다. 일반조항의 적용이 많아

질수록 구체적인 법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 자의가 들어갈 우려가 생기고, 기본권 보호에 충

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을 삭제하

4) 김배원, 전게논문, p.75.

34•제35호 부산법조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3:59  페이지 34



여 일반적 기본권조항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

은 구체화된 기본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 적법절차원칙조항의 일반원칙화 5)

현행헌법상 신체의 자유조항(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뜻하고 있는데

그 규정상의 위치가 개별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제한원리

로서 일반적 헌법원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적법절차원칙과 국가작용을 제한하는 원리로 제

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의 상호관계가 문제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은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의미로 보고 “적법절차원

칙”은 모든 국가작용의 제한원리로 보아 양자를 구별하여 각각 독자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위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라 적법절차원칙이 독자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본다면 적법

절차원칙조항을 제12조에서 빼어내어 일반적 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을 제10조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제37조 제2항에 규정해야 한다는 견

해가 존재하는데, 제10조는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생성의 포괄적 근거

조항이고 아울러 기본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보장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적법절차원칙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할 것이다.

3. 기본권장의 개별 기본권에 대한 논의

가. 평등권

현행헌법상 평등권 관련 규정들을 보면, 제11조 제1항에서 일반적 평등원칙과 차별금지사유

및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한정하고 있으

면서 차별금지영역은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인정 및 창설 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

와 균등한 보장(제31조 제1항), 여자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등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6)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근대초기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구신

분제도 타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정치적 자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

5) 조홍석, 전게논문, pp.13~15.

6) 조홍석, 전게논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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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영전일대의 원칙 역시 필수적 헌법사항이냐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를 표방하여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인종·종교간 극심한 대립과 반복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위 세계화

의 영향으로 국가간 교류의 활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증대에 따른 외국인 귀화자도 점진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한 고령화,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 등

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현행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검

토가 필요하다. 우선, 현행헌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자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영전일대의 원칙이 필수적인 헌법규정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삭

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7) 특정 생활영역이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

11조 제1항의 차별금지규정은 규범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는 지

나치게 확장하기 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그 이유는 개념이 불

분명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결혼의 빈도 및

귀화외국인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인종·피부색과 언어는 장기적으로 불평등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섭하는 해석상의 방법이 아닌, 독자적인 차별금지사유

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지역감정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탈북자 문제나 통일 이

후의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출신지역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인종·피부색, 언어, 장애, 출신지역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8)

나.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

신체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토대가 되는 기본권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모

든 자유와 권리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9) 제12조 제1항과 관련해서 적법절차원리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형사절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국가공권력 작용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해당하므로 제37조 제2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2조 제3항의 영

장신청권의 검사 독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체포·구속 등의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검사의 신청에 의

하여 발부된 영장을 요구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의 적

정성을 위하여 영장청구권자를 개방할 필요도 있다.10)

7) 김배원, 전게논문, p.77.

8) 조홍석, 상게논문, p.18.

9) 양건, 전게서, p.358.

10) 조홍석, 전게논문,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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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원칙이므로,

재판청구권의 조항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적용대상도 기소 전의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므로 형사피의자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11)

2) 사생활의 권리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사생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인격권에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3개의 조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서 이를 개별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12) 이에 대하여, 용어상의

문제로서 프라이버시,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권리를 혼용하고 있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

과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제10조)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확정의 문제는, 조문의 추가

나 개폐를 통하여 단정하지 않더라도 헌법해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 경계가 확정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헌법재판소에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또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서 신설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와 개인의 동의

나 법적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원칙, 해당 개인정보제공자의 각종 권리(열람권

이나 삭제권 등),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한 규정을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

다.13) 특히 정보화 사회,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자기정보 통

제권이 사생활의 권리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조문의 배열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생활의 권리(자기정보 통제권

포함)-주거의 자유-통신비밀의 자유 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4)

3)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여 표현의 자유라고 부른다.15) 현행헌법상 이를 규정한

제21조의 경우 우선적으로 언론·출판에 관한 통제규정인 제21조 제4항의 존치여부가 우선적

으로 문제가 된다.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도덕”, “사

회윤리” 및 “타인의 권리”를 제한의 근거로 또 다시 인정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공중도덕”, “사회윤리”라는 개념은 가변적이며 불명확하고, “타인의 권리”라는

요건 역시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형해화되

거나 언론·출판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입법자의 자의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가 높으며,

11) 김배원, 전게논문, p.80

12) 양건, 상게서, p.406.

13) 김일환, “헌법상 사생활관련자유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006, p.187-194.

14) 조홍석, 상게논문, p.22.

15) 양건, 전게서,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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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중대한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에

서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제21조 제3항은 통신·시설의 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언론

기관의 무분별한 확장과 난립을 억제하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언론기관 설립의 자

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헌법적 근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법위임사항을 헌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경제적 자유 관련 문제점 및 개정방향

일본헌법 제22조 제1항을 모방하여 현행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직업의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종사의 자유

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16) 따라서 직업의 자유라고 표기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하여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나타나는 직장과 직업훈련장의 선택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는 것은 불필

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개정

하면 족하다고 본다.17)

다.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참정권 외

에 정치적 자유권을 포함한다.15) 정치적 기본권은 광의의 정치적 기본권과 협의의 정치적 기

본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참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활동권이 포

함되며, 후자는 그 중 참정권으로서 선거권, 공무담임권, 그리고 국민표결권을 말한다. 헌법재

판소는 현행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서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

간접적인 참정권으로서 선거권(제24조)과 공무담임권(제25조)만을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으

로 보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개정논의로서는 국민투표권의 확대, 국민소환제 내지 국

민발안제의 채택, 신임국민투표제의 채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19)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괴리, 국가기관간의 심각한 대립 등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

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

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신임국민투표

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6) 헌법재판소도 직업선택의 자유 속에 직업선택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17) 조홍석, 전게논문, p.22.

18) 양건, 전게서, p.597.

19) 김배원, 전게논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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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은 실체권과 대비되는 기본권으로 여러 실체적 기본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를 청구하는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흔히 불리

지만, 이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청구하는 다른 기본권(특히 사회권)과 구별이 나타나지 않

기 때문에 절차적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20) 절차적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항으로 인하여 사법민주화를

위한 배심제나 참심제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규정

한 제27조 제28항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29조 제2항의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특히,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

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의 배심원제도는 배심원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라는 등의 여러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준배심제’로 볼 수 있는데,21) 이러한 설정은 국민

의 사법참여제도가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배심제․참심제의 헌법상 근

거를 헌법 제27조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2)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근거가 되어 온, 제27조 제2항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헌법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먼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까지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미칠 수 있고, 다음으로 일반법원에 의

한 재판의 원칙과 재판의 공정성, 군사법원의 본질이 전시운영에 있다는 점과 군사법원법이

재판관임명방식 등을 비롯하여 재판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조항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삭제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평시의 국내군사법원은 폐지

하고 전시나 비상계엄의 경우 또는 해외파병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

다 할 것이다.23) 군인,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은 헌법합치적 해석에 의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다. 업무의 위험성과 공적 성격을 고려

할 때, 군인과 경찰 등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할 필요는 더 커진다.24) 이와 같이 위헌성이 명

확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을 위헌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20) 양건, 상게서, p.620.

21) 양건, 전게서, p.635.

22) 김배원, 전게논문, p.85

23) 조홍석, 전게논문, p.24-25.

24) 조홍석, 상게논문, p.25

부산지방변호사회•39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3:59  페이지 39



마. 사회권

사회권은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현행헌법상 사회권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환경권(제

35조), 혼인과 가족생활 및 보건의 권리(제36조)로 구성되어 있다.25) 사회권들에 대하여는 법

적 성격과 사회권의 체계적 정비, 사회권의 규정형식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

란의 주된 원인은 사회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권이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26)

현행헌법상 사회권은 평등권-자유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절차적 기본권-사회권-열거

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체계 속에 편입되어 있다. 전면 개정 시에는 실체적 기본권과 절

차적 기본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으나, 부분 개정 시에는 권리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없는

사회권을 분리시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항

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즉 보건보호 규정(제36조 제3항)은 혼인·가족 및 모성보호문제

와는 별개사항이므로 ‘건강권’이라는 별도의 기본권을 둘 필요가 있다. 환경권 규정(제35조)

의 위치를 변경하여 혼인·가족 및 모성보호, 보건보호(건강권) 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다. 아울

러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권리로 파악하여 사회권 말미에 편입시

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7)

더불어 현행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 및 보건의 권리(제36조)의 경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또는 ‘국가는 보장한다’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른 사회권 규정들(제31조, 제32조, 제33

조, 제34조, 제35조)의 경우 ‘권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급부권적 성격을 가진 사

회권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국가의 적극적 작용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를 권리라

고 규정하는 방식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모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상황

과 결부되어 있어서 그것이 권리라고 규정된다 하더라도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모성의 보호(제36조 제

2항)에 관하여는 권리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밖의 규정들에 대하여는 국가목표규정이나 입법

위임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의 ‘국가는 … 노력하여야 한다’ 또

는 ‘국가는 …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는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5) 양건, 상게서, p.669.

26) 김배원, 전게논문, pp.86-87.

27) 김선택, “21세기에 맞는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헌법 기본권편 개정방향”, (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0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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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에서는 헌법개정에 관한 중 기본권장과 관련하여 기본권 장 표제나 편장체계와 같은 큰

틀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논의에서부터 일반적․개별적 기본권조항 자체의 개정쟁점과 같은

실질적인 개정논의까지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확인한 바와 같이 역대 헌법개정사와 현

행헌법 이후 이슈가 된 개정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와 관련된 것이었고 기본권의 개정에 관한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헌법전상 기본권장을 체계적으로 완성도 있게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물론 기본권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사회적 이념 갈등, 기득

권층과 소외계층 사이의 계급 갈등, 원주민과 이주 노동자 등 인종과 민족 갈등, 그리고 노년

층과 청년층 사이 세대 갈등 등 각 이해집단간의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기본권장의 개정은 충분한 논의를 위한 준비기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 국가의 가치질서로서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

이라는 점을 인식한 뒤,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 기본권장의

개정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유지하고 규범력을 제

고하기 위해 기본권 분야에 대한 개정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더욱 신중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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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아래 광고처럼 요즈음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헌법조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 대부분에 관하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앙정부와 관료들이

지방자치의 실현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크게 실

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서울로

지방분권을 
말한다

글● 변호사 나병영 

중앙집권 시스템이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바뀌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서울 못지 않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면,  ‘서울로 서울로’라는 의식구조도 
차츰 정리될 것으로 믿는다.

“
”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3:59  페이지 42



부산지방변호사회•43

서울로’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지방

분권을 어렵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의식이 바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 554,566)으로까지 나타난 것 아닌가 싶다.

위 속담이 바로 지방분권의 실현이 얼마큼 어려운 사안인지를 짐작케 하는

가늠자로 봐도 무방할 성싶다.

2. 지방분권을 방해하는 요소들

조선시대까지 과거 급제로 관료가 되면 신분이 상승되고 국가로부터 토지도 받

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시험을 위해서 서울로 서울(왕이 있는

곳)로 몰려들었고, 나아가 과거급제자들도 임금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출세길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지방근무 보다는 서울근무를 선호했던 것으

로 생각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 든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 이익 및 출세욕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사권과 인허

가권을 쥔 대통령과 중앙관서가 모두 서울에 있고, 돈줄을 쥔 은행본점들도

모두 서울에 있었으므로, 재벌들을 비롯한 대기업들 역시 서울에 본사를 두

고 싶어 했을 것이다(주요 생산공장이 지방에 있더라도 굳이 본사는 서울에

두는 경우가 많음). 공무원들과 회사원들 역시 인사권을 쥔 장관, 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에 살아야 승진 등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어른들이 자신들의 출세욕 내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서울로 서울로 몰려가

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을 서울 가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데, 자녀 교육을 내세워야만 자신들의 적나라한 욕망을 다소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다. 

3. 지방분권의 내실 있는 실현 방안

가. 필자가 보는  ‘서울로 서울로’의 현상에 대한 원인이 앞서 본 바와 같다면,

그 해결책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을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 바꾸고, 국

민들에게 지방분권시스템 하에서도 충분히 경제적 이익과 안락한 생활을 누

릴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서울로 서울로’라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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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분권시스템에 적응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나아가 지방세수를 늘려서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며, 인사권과 돈줄을 쥔

공공기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앞서 본 2004헌마 554,566 위헌결정

으로 폐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등을 제정하여

서울에 있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시켰고, 그 밖에 LH

공사 등의 공공기업들을 전국 각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킴으로써 상당한 노

력을 기울였으나,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동안 지방분권이 관심 밖으로 밀려

남으로써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 

새 정부 들어서 정치권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외치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까지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

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2017. 10. 26.자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사 중에서) “고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지

방분권 문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정부는 현재 20:80 남짓 되는 지방 대 중앙의 세수 비율을 조만간 30:70 정

도로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40:60의 비율로까지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므

로 내실있는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 같다.

다. 더 나아가, 각 기관들의 기능을 살펴서 반드시 서울에 남지 않아도 되는

중앙관서들 예컨대, 민원부서가 아니어서 민원인들이 출입하지 않고 우편이

나 전자메일로 소통할 수 있는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대법원, 사법연수원, 감

사원 등등은 경주, 밀양, 충무, 남원, 해남 등 각 지역으로 분산 이전시키면 매

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지역이 은행 도시, 헌법 도시, 감사원 도

시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일석 삼조가 될 것이다.

서울 소재 중. 고등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이는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경제력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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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면에서 보다 나은 지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만의 좁은 생각인지

는 몰라도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라면 지방에서

중고교를 다니더라도 넉넉히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4. 결어

천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분권형 시스템으로 바

꾸는 데에는 그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마찰이 있으리라고 보인다. 하지만 중

앙집권 시스템이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바뀌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서울 못지

않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면,  ‘서울로 서울로’라는 의식구조도

차츰 정리될 것으로 믿는다.

일본의 경우 1999. 3. 26.  ‘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를 지방분권 일괄법이라고 줄여 부름)이라는 긴 이름의 법

률을 제정하여 총리부에서 자치성까지의 모든 지방자치 관련법령 475개를

한꺼번에 개정하고 정리하였는 바, 종래의 기관위임사무 제도를 폐지하고 법

정수탁사무와 위임사무를 신설하였고,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대폭 줄이고 간소화 하였다.1) 아마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여

러 권한이 헌법상의 지위로 격상되더라도 일본의 지방분권 일괄법 같은 형식

의 입법을 통하여 지방분권제도를 구체화해야 될 것이다.

1) 나병영, 지방분권법제에 관한 연구(2001) 5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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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

Ⅰ. 머리말

필자는 강제집행 등을 막고자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상대방

에게 재산을 넘기는 이른바 위장이혼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종종 상담

을 받고는 한다.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세, 지방세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혼인과 이혼 

1. 혼인

가. 의의

일반적으로 혼인이란 남녀 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 부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남녀의 성적

결합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2001년 네델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22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헌법에  ‘성소수

자’를 입법화 하자는 의견1)이 개진되고 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글● 김가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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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8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35쪽 참조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3:59  페이지 48



25. 선고 2014호파1842 결정에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

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동성인 간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동성혼

의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 

나. 요식행위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①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

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 ②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의사 외에도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 혼례식 

혼인신고 외에 혼인의식을 혼인의 성립 요소라 생각하여 각국은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일정한 의식을 치루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교의 영향으로 관혼상제의 예식을 중시하고 있는데 특히 혼례식의 경우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여 허례허식이 만연하였고 종종 언론을 통해 결혼식 비용 문제로 파국에 치닫게 된 예비부부의 기사를 접하기도

한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례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합동결혼식을 열어 주는 행사를 기사로 접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혼례식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무언가 혼례식을 치루어야만이 비로소 정상적인 혼인이 완성되었

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2. 가장혼인

가. 의의

가장혼인이란 혼인의 실체, 즉 혼인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 없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를 말한다.

나.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위 판결은 중국여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으로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

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혼인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49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3:59  페이지 49



3. 사실혼
반면 당사자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체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부부2)’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보장법률3)관계에서 법률혼에 준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 요

소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혼

가. 의의

이혼이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1)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6조 제①항

에서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②항에서는  ‘전항의 신고는 당사

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6조의2에서는 이혼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①항에서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②항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제③항에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

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④항에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

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

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⑤항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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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즉, 협의이혼은 이혼의 의사 외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접수하여 수리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이혼신고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상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이혼신고는 협의이혼과 달리 보고적 기능에 불과하다. 

Ⅲ. 가장이혼

1. 의의 
가장이혼이란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부부가 통모하여 이혼 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

는 경우를 말한다.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위 사안은 사위인 남편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장인과 불화가 생겨 장인으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

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처와 합의하에 1981. 1. 1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위 사안에서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비록 처가 남

편의 기망에 의해 협의 이혼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위 2건의 판결은 앞서 살펴본 가장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가장이혼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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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가장이혼을 쉽게 인정하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라는 제도가 무력화되고 동시에 사

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법원 판시와 같이 가장이혼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판단의 여지가 남게 되는데 판례가 주로 인용하는  ‘건전

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도 아닌  ‘누구나’라는 판단 기준을 과연 충족할 수 있는지 다음 판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Ⅳ. 가장이혼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199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써 2008. 1. 1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3. 5. 2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협의이혼신고를 할 당시 및 2008. 9. 8. 위 아파

트를 양도할 당시 소외인은 별도로 아파트 7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협의이혼신고 무렵 이 사건 아파트가 수용될 것을 알게 되었고 2008. 9. 8. 이 사건 아파트

를 서울시에 협의수용에 의해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미 이혼한 독립세대로서 1채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

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 신고 후에도 원고가 소외인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사

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1. 2.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미 이혼을 하였으므로 위 양도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 모두 패소하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

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결 (2017. 9. 7. 선고 2016두35083판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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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이 
과세에 미치는 영향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

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1,2심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1세대를 구성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 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

자를 1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혼제도를 남용할 경우 이혼의 효력을 부

인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인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의 법리에 따라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

었다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종전 판례를 고식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원고는 양도소득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협의이혼신고제도를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동거

하면서 이후 혼인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혼인해소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인터

넷에 게시된 일반 국민의 여론4) 역시 가장이혼으로 보는 쪽이다.

그렇다면 위 사안은 대법원이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재산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 서설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

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

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

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

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

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

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

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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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 서설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지급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대물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과 부과되고 양수인에게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

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판결

대법원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

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

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라.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판결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

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전보에 불과하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마. 기타 

자녀양육비는 부양의무의 이행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피부

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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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세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2. 5. 24.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혼인 당시 남편에게는 전처와 사

이에서 낳은 소외인 등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이후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소외인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만 82세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남편 사이에  ‘원

고와 남편은 이혼하되, 남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

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이혼 한 남편의 사망 시까지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하였다. 남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남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법원 판시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대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

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

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

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

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

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

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1,2심은 원고와 망인이 상속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보아 이혼의 효력을 부정하고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역시 종전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위 사건의 경우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

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소외인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위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6두35083 사건에 비하면 당사자간에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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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원고와 전처 소생 자식들 간에 상

속재산 다툼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이혼으로 재산

정리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②항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

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법원이 아닌 당사자간에 협의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

조 실질과세 원칙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다

만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을 열어 놓아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고 있다. 

5. 취득세 

가.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5조 제①항 제6호에서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낮은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특례가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

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나.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대법원은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

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

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

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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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판례의 위 판시는 실질과세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문제는 위 판시는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혼인 개념과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다. 5)

그러나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라고 하여 행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상 법

률상 배우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방세법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하여 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적용6)되기 때문인 것으로 법문의 형식이 다른 것이지 서로 배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Ⅴ. 맺는 말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이 가장이혼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으로 이혼 형식을 빌려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인다.

예컨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라고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혼 상담을 받게 되면 우선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이혼을 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어린 자

녀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소송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자기편에 세워 소

송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부탁한다.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당시 어느 한쪽의 편의 말만 들고 상대방을 비방한 것이 한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는 인륜이므로 이혼으로 그 관계를 해소 시킬 수 있으나 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므로 해소 시킬

수 없다.

호적제도 마저 사라져  ‘호적에서 파가라’는 우스갯소리 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아 섭섭해 하나 위와 같은 세법 이슈를 미리 숙지하여

설명해 주고 신뢰를 쌓다보면 소송 승패와 상관없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

인다.

졸렬한 글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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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대법원 2017.10.12.선고 2015두 4449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가. 사건의 경위

(1) 피고 김천시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라 한다.)에 따라 김천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등

으로 구성된 김천시립예술단(이하 ‘이 시간 예술단’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이 설립된 2004.12.1. 이후 피고 시장으로부

터 단무장 또는 단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2년 단위

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향악단에 비상임단원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정기평정을 거쳐 단원으로 재위촉되어왔고, 최

종적으로는 위촉기간을 2009.2.1.부터 2011.1.31. 원고들의 위촉기간이 만

료되자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

다.)이 사건 재위촉 거부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한 적

은 없었다.

글● 박상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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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2010.11.8. 이 사건 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

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2011. 11.23.

실기(또는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을 통해 이 사건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4) 피고는 2010.12.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2011.1.31.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비상임 단원 59명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실시될 2011년도 단원위

촉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이 사건 공개전형’ 이라한다.)에 응시하도록 했다.

(5)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자”를 요구했고, 공고분야에서 튜바

를 제외하였다. 한편 기존 단원의 경우 실기심사곡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 등에서 연주한 곡이다. 

(6) 피고는 2011.1.17.부터 1.18.까지 이 사건 공개전형을 실시했는데, 이 사건 공개전형에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단원

59명과 신규응시자 73명이 응시하여 총 47명(기존 단원 중 26명, 신규응시자 중 21명)이 합격하였다.      

(7)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단원 중 튜바를 담당하던 원고 2, 이 사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 밀양, 서

울, 부산이던 원고 4, 원고 14, 원고 21은 각 응시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원

고 5는 이 사건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경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개전형

에 응시하였으나, 점수가 각 분야별 모집인원 내 순위에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하였다.

(8) 피고는 2011. 2. 1. 기존 단원 중 합격자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 응시자 중 합격자에 대한 신규위촉을 하였다(위촉기

간: 2011. 2. 1.~2013. 1. 31., 2년).

(9) (가) 이 사건 조례 중 재위촉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과 전형방법: 지휘자를 포함한 모든 단원은 해당 분

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개전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제6조 제1항). ② 위

촉연령과 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제9조 제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

위촉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나)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단원 실기평정에 관하여 “각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

시한다.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나.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9.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피고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8.16.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들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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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원고들이 피고 산하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는 소를 제기한 후 원고들이 2011. 2. 1. 재위촉에 거부된 날로부터 소제기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 및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과 함께 2014. 2.부터 각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일정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청구취지 기재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금원의 성격은 판례전문을 통해 추단한 것이다.)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조례는 신규 단원의 위촉과 기존 단원의 재위촉 절차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으면

재위촉이 보장된 점, ③ 이 사건 교향악단의 운영은 피고의 상시적․계속적 사업인 점, ④ 정기평정에 따

라 재위촉을 거절당한 자가 한 명도 없고 원고들은 수차례 재위촉되어 왔던 점 등 원고들에게는 위촉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위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피고는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

여된 평가를 통해 부당하게 그 재위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갱신기대권 존부에 관해 ①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② 피고는 정기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매 2년마다 재위촉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단원 중 재위촉을 거부당한 사람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는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 간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을 직책강등 또

는 해촉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재위촉되리

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인정했다.  

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재위촉거부에 대해 공개전형의 방법이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공개전형의 합리성 여부에 관해 ① 이 사

건 조례 제9조 제3항이 재위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촉기간이 만료된 기존 단원의 재위

촉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 ② 위 조례규정이 전형방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

므로 피고에게 전형의 실시방법을 결정할 재량이 있으며, ③ 피고시의 지역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피고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의 특성상 이 사건 공개전형 응시자격을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

는 연주자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공개전형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공개전형의 공정성 등에 관해 ① 이 사건 예술단은 2009. 말경 자체회의 및 의견수렴등

을 거쳐 위 단체의 단원들의 수당을 인상하되 한시적으로는 자체평정을 통해 단원들의 등급을 구별하

여 등급별로 수당을 달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위 단원 수를 조정하기로 하는 구조조정계획에 합의하고,

단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 단체의 수시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예술단 소속 단원들은 이 사건 공고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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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촉 전형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② 이 사건 공개전형의 악기별 실기 심사곡 중 상당

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이 연주회에서 연주한 바 있던 곡으로 기존 단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공개전형 결과 기존 단원들의 합격률(54명 중 26명)이 신규 응시자의 합격률(73명 중 21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③ 이 사건 공개전형을 통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단원 중 상당수가

재위촉되었고, 피고가 기존 단원 중 원고들을 특정하여 재위촉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은 사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공개전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라고 보았다. 따라서 제1심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

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 제2심

제1심판결이 있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는 1심

에서 주장한 내용에 보태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재위촉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계약갱신

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절차 미응시자에게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이 사건 조례는 기존단원에 대

한 재위촉과 신규단원에 대한 위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개전형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피고가 특정 단원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원고들은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시평정결

과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을 뿐 구조조정계획이나,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개전형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개전형이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전형에 근거해 진행된 이 사건

위촉거부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기존단원에 대한 재위촉 가능성을 규정한 위 조항이 재위촉

에 대한 기대권을 넘어 전형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례 제6조는 지휘자 및 신규단원

의 전형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기존단원의 재위촉의 경우에는 공개전형이 애당초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개전형에서 기존 단원들의 합격률이(54명 중 26명)이 신규 응시자의 합격률(73명 중 21명) 보다 높은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개전형의 경우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들은 재위촉 전형방법의 변경가능성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교향악단의 응시자격을 김

천시 거주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구, 경북 거주자에 이르기까지 그 문호를 넓힌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전형 자체

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제3심

원고들은 제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바대로 정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재위촉될 수 있다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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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위촉을 거부한 데에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첫째, 이 사건 교

향악단은 전형위원의 전형 등과 같이 재위촉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고,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

하여 그 평정 결과에 따라 기량이 미달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갖추고 있어서 그 적절

한 운영을 통하여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기존의 방식 때문에

교향악단의 수준이 하락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방식만 가지고는 그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추단한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책임이 없다. 둘째, 피고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한 목적으로 사전 동의

또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들

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재위촉 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조례의 내

용과 그 취지 그간 재위촉 제도가 운영되어 온 실태, 원고들이 재위촉에 대하여 가지는 갱신 기대의 내

용 및 2010.11.8. 개최된 예술단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례나 시행규칙 등

에 피고가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존 단원에 대하여 일제 신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나 시행규

칙 등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또는 단원들과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재위촉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공개

전형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연주자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예술단의 설치

목적은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창달에 있다는 것이고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주 평균 3시간의 의무근무(연습)시간이 부과되며, 이 사건 교향악단은 연 2회 정기공연 및 필

요시 특별공연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원들의 주소지가 대구· 경북지역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조례에 김

천시민 등 중에서 단원을 선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지역거주자로 공개전형을 하면서 응

시자격을 제한 한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 보아도 합

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다. 

2. 연구

가. 갱신기대권의 의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하급심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는데 2005년 최

초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등장한 후(대법원 2005.7.8. 2002두8640 재임용될 수 있

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이후 2007.10.11. 2007두 11566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

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

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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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

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

다. 학계에서는 판례가 수용한 갱신기대권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갱신기대권을 기

간제 근로자가 가지는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1) 갱신의 기대는 기

간제 고용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통해 계속 고용될 수 있으리

라는 기대, 즉 계속근로의 기대로 해석하는 견해2)도 있다. 또한 갱신기대권은 해당 근로계약을 둘러싼 여러 객관적

증거들로부터 추정되는 것이고,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기대가 아니라 추정된 근거를 통해서 인정되는 합리적 제3자

의 객관적 기대로 해석하는 견해3)도 있다. 이밖에도 갱신기대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그 권리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

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절차와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견해4)가 있는 반면, 갱신기대권은 사용

자에게 갱신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하여 다시 한번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갱신거절의 행사자체를 규제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므로, 재계약

결정요구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는 견해가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1) 기본판단기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

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

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

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

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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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형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 「조세」(제286호), 2012.3, 182면
2) 노상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노동판례백선」, 박영사, 2015, 144면
3) 박은정,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노동판례리뷰 2012-2013」, 한국노동법학회, 2014, 526면
4) 신권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조정과 심판」(가을호), 중앙노동위원회, 2013,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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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4.14.선

고 2007두1729 판결). 이같은 판례의 법리는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에도그대로 유지되었다.5)

(2) 개별판단기준

갱신기대권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수행업무가 상당기간 반복갱신되어 계속성이

있는지, 종전부터 수차 반복 갱신된 근로자가 있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목적이나 경위, 동종 유

사한 근로자의 근무실태, 갱신기준 설정, 그 실태,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갱신해 온 경우 등이 그 참작

하여야 할 사정에 포함되고 있다.6) 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기간

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두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 설사 형식에 불과하지 않더라도 2차적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계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업의 계속성과 필요성,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 당해 근로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체결되었는지 여부, 당해 근로자 및 동종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관

행, 당해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계속 여부 및 운영방식,7) 근로자들의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8)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내용

도 참작사유인데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긍정적 고려요소이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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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2.13.선고 2011두 12528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 45765판결)고
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판례법리가 견지하고 있던 갱신기대권 이론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또 위 판결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걍신기대권 법리 등을 토대로 일정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
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6) 박정화,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효력”,「행정판례연구」, 박영사, 2012,405면
7) 예컨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잠정적인 조치로서 특정한 사업을 민간사업에 위탁하고 그 위탁계약이 1년 단

위로 체결되는 등 그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은 형식적이지 않다.
8) 예컨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위촉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임용할 경우 그 기간을 형식에 불과하

다고 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촉기간은 참가인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
면서 예술단원들의 예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을 정하여 단원을 선발하고,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
렵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6
두 270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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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별도로 사업장 내부규정이나 노사 간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노사협상을 하였다면 부정적 요소이며,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부정적 요소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 항목을 나누어 다음

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1) 재계약 절차 및 요건의 존재여부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나 갱신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

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07두 1729판결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에 동판결을 근거판결로 들면서도 “재계약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재고용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이 계약갱신 의무나 그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갱신기

대권인정의 주요 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 따라서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으로는 갱신기대

권이 인정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있어야 한다(서울행정 2013.1.31.선고 2012구합

14637판결). 즉 계약기간마다 평가절차를 거쳐 재계약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어 근로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10.11. 2007다11566판결). 

2) 근로자 수행 업무의 상시성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시적·지속적인 내용인가를 하

나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해당업무의 상시성’이 갱신기대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

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2007두 1729판결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갱신기대권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은 바 있으며, 이후의 판결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있

는 업무가 회사의 주요 업무이면서 관계 법령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필수적 업무로 규정

함으로써 이 업무가 일시적·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계속적 성격을 갖고있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이 인

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8225 판결) 

3) 계약서의 내용 및 갱신 여부 등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서 갱신에 관한 관행 등에 비추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충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수차 반

복되어 갱신되었거나, 갱신거절조자 없이 계약이 유지되어 온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계약갱신에 관한 요

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없이 사용자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

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수차례 계약갱신을 하였고, 대부분 동종 근로자들과 계약갱신을 한 사

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는 소지가 크다(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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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13.4.11. 2012두28193, 대법원 2013.1.10. 2012두21727(심리불속행 기각)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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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기간의 설정 목적

예컨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1년간의 계약직 과정을 거친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계

약기간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인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등 계약기간의 설정 목적이 시용기간의 설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갱신기대권

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5) 동종 유사한 근로자의 계약형태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고용

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2013.4.11.선고 2012두28193판결)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존재이유 존재여부

(1) 기본판단기준 

판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준하므로 위법하다

고 평가하는 경우와 민법을 원용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평가하는 경우의 두가지 접근법

을 제시하고 있다.10)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정

당하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넓은 개념

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11) 갱신거절은 ⅰ) 해고와

달리 소극적 의사표시(기간만료 통지)여서 따로 이유를 붙이기 어려운 점, ⅱ) 해고는 그 사유가 적극적

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갱신거절은 사실 계약기간만료의 통보인 점, ⅲ) 갱신거절의 합리성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문제되는데, 해고와 달리 명문규정이 없는점, ⅳ) 갱신거

절은 통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넓게 사용

자 측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12) 그런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

10) 김동욱, “기간제법 제4조와 갱시기대권 이론”, 「노동법률」(제235호), 중앙경제사, 2012.12, 112면 각주2) 참고
11) 박형준,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조세」(제 286호), 조세 통람사, 2012.3, 183면 이하 참고; 서

울 행판 2009.9.11., 2009구합19470
12) 신권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조정과 심판」(가을호), 중앙노동위원회, 2013, 48면 참고 
13) 김재훈, “기간제 고용과 갱신기대권, 기간제고용의 규율방식 전환”, 「노동법률」, 중앙경제, 2012.1, 79면; 권두섭, “장

애인콜택시 운전노동자 갱신거절 해고사건”, 「노동법률」(2011년 6월호), 중앙경제사, 86면: 하급심 판결에서 사용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표현과 다른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의미와
좀 더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박제성,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노동법학(제38호),  2011,221면)가
있다. 같은 취지로 김홍영,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저스티스」(134-3호), 한국법학원, 2013,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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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성이 동일한 의미인지에 관해 논의가 있다. 대체적으로 근로기준

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13)하고 있으나, 진성실업사건에서 판례는 사회통념상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판시

하고 있다.14) 이와 관련하여 일본 법원은 갱신 거절 유효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주로 고려한 것은 당해 고용의 임시성·

상용성, 갱신의 횟수, 고용의 통상기간, 계약기간 관리의 상황, 고용계속의 기대를 일으킬 만한 언동 ·제도의 유무 등

을 고려했다. 일본의 갱신 거부에 대한 판례법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해고권 남용 법리의 기능

을 확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판례법리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해져 고용 계속에 대한 근로

자의 기대이익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권 남용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고용 중지에 합리적 이유를 요구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때 해고 법리의 ‘유추 적용’이란 ① 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②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없

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15) 16) 판례는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법 2012.8.16. 2012누 7570) 

(2) 개별판단기준

1)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

우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갱신거절 사유의 강행법규 위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되어 강행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14)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재계약을 요할시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1개월 전 사전통보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의 사
이에 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고용관계
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
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5.9.1. 선고 2005구합8573 판결 중 일부) 

15) 도재형,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노동법 연구」 2008년 상반기 제24호 
16) 이에 대해 조임영교수는 해고를 규제하는 실정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 내지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
정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채 한국법원이 일본 법원이 적용한
민법의 권리남용론을 쫓아 민법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히 종료된다는 판례법리를 도출한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임영, “기간제 고용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중앙법학  제6권 제3호, 중앙법학회,
2004, 415-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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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의 공정성 여부

재계약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하위 일정 등급에 속한 근로자를 재계약에

서 탈락하도록 정한 기준이 객관적이며 그에 따른 평가가 공정한 경우 그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규정에서 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다시 재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하위 일정 비율에 속한 근로자나 일정 등급

이하의 근로자가 재계약에서 탈락되도록 정하였다면 그 기준과 평가가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17)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엄

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이 공평하며 평가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

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평가 항목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그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재계약절차 및 요건에 관

한 규정에서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관하여 정해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진주서부

농업협동조합 사건’(대법원 2017.1.28.선고 2009두2665 판결)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심사결과를 바탕

으로 하여 마지막 평가 당시 갱신기준에 미달하는 평가점수가 나오게 된 배경을 평가하고 있다. 즉

평가대상 근로자와 접근도가 낮은 일부 평정자의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

적하고 있고, 장기간 평가점수에 비하여 마지막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게 되기에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수행태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실질적 내용을 판단근거로 삼았다. 또 ‘장애인콜택시 사건’( 대

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에서는 심사항목 중 일부는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심사항목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

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는 등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에 대해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심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근

로자를 직접 지켜보는 상급자만이 평가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근무평가·인사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다소 추상성을 띠거나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

도 인정되고(대법원 2008.11.27.자 2008두17066 심리불속행 기각), 이를 점수부여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거나 점수부여의 이유를 기

재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1.24.자 2012두21710 심리불속행 기각) 더불어 예술단체의

단원, 연구소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공정성을 지닌 규정

에 따라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8)

3) 경영상 어려움

판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인력을 축소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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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고등법원 2004.9.10. 선고 2003누 21888판결, 대법원 2006.5.24.선고 2005누 20612선고, 대법원 2005.6.2선고
2004구합32623 판결 등

18) 서울행정법원 2005.5.12. 선고 2004구합36274 판결, 2005.5.12. 선고 2004구합389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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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선고 2011누398판결), 사업의 성격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후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대법원 2007.7.27.자 2007두9587 심리불속행 기각) 등은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3) 갱신거절의 법적효과

대법원 2011.4.4.선고 2007두1729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에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

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

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여 부당한 갱신 거절의 효과를 분명히 했다.

3. 대상판결의 평석

(1) 검토대상

진정실업사건(서울행정법원 2005.9.1선고 2005구합8573)판결이후 법원은 먼저 당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

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그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

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도 먼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 한 후 이를 기초로 갱

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위 두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론은 각각

다음과 같다.  

(2) 갱신기대권의 존부

대상판결은 원고들의 주장 가운데 이 사건 교향악단이 상시적, 계속적 사업이라는 주장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이 사건 조례 제9조 제3항이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한점, ② 피고는 정기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매 2년마다 재위촉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단원 중 재위촉을 거부당한 사

람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는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 간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을

직책강등 또는 해촉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갱신

기대권에 관한 대상 판결의 판단은 합창단원에 대한 평정결과에 따라 그 재계약이 거부된 사안(광주광역시립예술단

사건)에서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 단원들 업무의 특성이나 그 전문성, 정기 평정 절차 제도의 취지, 재위촉 거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창단원에 대한 위촉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당해 근로자에

게 재계약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재임용 절차와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의 존재와 함께 기존의 재위촉실

태를 고려한 방법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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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거절의 합리적 존재이유 존재여부

대상판결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런데 1심과 2심은 피고가 재위촉과정에서 행한 공개전형 방법에 관해 이 사건 조례가 계약기간이 만료

된 기존 단원의 재위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시간 조례가 전형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결정할 재량이 있는 점,  

피고가 주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피고의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교향

악단의 단원을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로 연주자를 제한 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 점, 기존 단원들로부터

구조조정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의 제출을 받은 점, 이 사건 공개전형 등을 통해 기존단원들이

재채용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개전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형방법이라고 평가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례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공개전형의 방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

다. 먼저 피고는 심사전형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장, 도립·시립 예술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개전형을 위한 전형위원으로 추천받았다. 또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지휘자 및 대학교수들을 심사위

원으로 위촉하였고, 이 사건 예술단 소속 합창단, 국악단, 교향악단이 2009년 경 자체회의 등을 거쳐

수당인상, 한시적 자체평정을 통해 단원을 등급구별 및 등급별 수당차별화, 최종적으로 단원 수를 조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계획에 합의하고 단원들로부터 위 합의안에 담긴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각 단체의 수시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1심과 2

심판결은 원고들의 서약서 제출을 근거로 이 사건 예술단 소속 단원들이 이 사건 공고 이전부터 재위

촉 전형의 변경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11.8. 이 사건 예술단의

운영위원회가 2011년 단원모집과 관련해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하는 방법 등으로 전체 단원을 새롭게 공개선발하도록 의결한 사항과 2009년

이 사건 예술단이 의결한 구조조정계획안과 기존단원들이 위 구조조정계획안에 대해 동의한 서약서

는 서로 상이한 내용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같은 판단에는 광주광역시시립예술단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은 서약서 내용에 포함된 구조조정계획안에 대해 갱신기대

권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단원들이 기간만료 전 평정결과에 따라 재계약가부가 결정되는데

동의하였을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전형방법에서 새로운 전형방법으로 변경한 것을 미리 예측

하고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재위촉의 방법을 공개전형방법으로

전면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단원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다. 원심판결이 전형평가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대상판결은 전형방법의 변경이 타당한가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는 갱신기대권을 가진 기존의 이 사건 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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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원들의 경우  2004년경부터 위촉되어 재직하여왔는바 2011년 이 사건 공개전형을 시행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재위촉전형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2011년경 전형방법에 관해 기존의 관행대로 재위촉전형이 동일하게 실

시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같은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공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절차에 관해 사전동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상판결은 “피고가 위

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사전 동의 또는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이다.”라고 판시하여 재위촉 전형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긍정

하고 있다. 피고가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존 단원에 대하여 일제 신규전형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례나 시

행규칙 등을 개정하거나 단원들과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김해시설관리공단 사건에서 “피고가 기존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기존 직

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 원고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공개

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의한 것이라 보인다. 요컨대 대상판결의 1심과 2심법원은 전형방법 및 단원모집자를 대구경북지역 연고자로

제한한 것은  피고의 재량이며, 평가방법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원고들은

재위촉 계약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거나 조례 개

정등의 방법으로 전형방법의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는 전형방법이 갱신기대권이 존중되는 근로자의 갱신거절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형방법 자체도 정당한 기대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기대권의 보호대상으로서 전형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사전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 전형방법이 정당한 기대권의 역할과 함께  갱

신거절의 합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의를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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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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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업무수행시 주의점

1. 들어가며

필자는 현재 5년 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선전담

변호사 워크샵에서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시 주의점 “이라는 표제

로 필자가 발표했던 내용을 위와 같이 제목을 바꾸면서 그에 따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한 최초의 목적은 국선전담변호사

의 업무상 유의점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선변

호의 전반에 걸친 업무수행 절차 및 구체적 사안에 따른 대응방법이 대

부분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국선변호를 처음 맡거나 국선변호인으로서

의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님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

대하며, 한참 부족한 이 글을 게재합니다. 

나아가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제가 그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익히고 배웠던 부분, 그리고 실수하거나 후회했던 부분 등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른 국선변호인들의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글의 취

지와 목적을 감안하셔서, 부디 넓고 열린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글● 최재원 변호사 

72•제35호 부산법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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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글의 전개는,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지는 국선변호인의 업무를 기준으로, 먼저 그 업무의 절차를 순차적으

로 나열하면서 각 절차 별로 주의할 점이나 참고할 만한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주요 사건 별로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별 주의사항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업무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각 업무 절차 별로 주의하거나 참고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소장 및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 수령
저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과 공소장을 처음 받게 되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 경과를

바로 확인한 후, i)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사건인지 아닌지, ii)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차회 기일이 증인신문

기일인지 아닌지, iii)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었거나 다른 국선변호인이 있었던 사건인지, iv)종전 공판절차 진행 중 공

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사정은 없는지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합니다. 특히 첫 공판기일이 이미 진행된 사건일 경우, 간

혹 차회 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갑작스런 증인신문절차에 당황하게 되거나 충분한

증인신문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시점부터 첫 공판기일이나 차회 공판기

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판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재판

전까지 수사기록이 모두 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미리 공판기일의 연기신청을 해둘 필

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재판부에서는 미리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것 보다, 그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속행

을 요구하는 것이 재판부 일정 관리에 편리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일 연기신청 시 미리 해당 재판부와 협

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국선변호인 선정 후 공판기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기일을 연기하게 되는 경우엔,

차회 기일까지 약 3~4주의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는 반면, 수사기록 등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간은

1~2 주 정도면 충분합니다.1)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미리 재판부에 설명해 두면, 국선변호인 선정 시에 참고를 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나. 피고인 접견일정 등 조율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 사건의 경우, 그 피고인과 접견을 하기 위해 접견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대체로 불구속 피

고인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까지의 남은 기간 내에 접견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산지방변호사회•73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 및 공소장 수령 피고인과의 접견일정 조율(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수사
기록 혹은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피고인 접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피고인측 증거 신청, 증인신문, 각종 신청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등) 판결 선고 후 사건 보고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1) 동부지원 국선전담사무실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일로부터 수사기록 등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
면, 대략 9일 정도의 시간(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 수령 1일 + 수사기록 목록 수령 및 기록등사 신청 1일 + 수사기록 등사
및 피해자 및 참고인 인적사항 삭제 절차 약 7일)이 소요됩니다. 거기다가 등사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피고인을 접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반영해 보면, 국선변호인 선정일로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 시까지 약 2주 정도의 시
간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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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로, 저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받게 되면, 기록등사 신청에 앞서 곧장 피고인과 통화하여

접견 일정부터 정하는 편입니다. 또한 피고인과의 접견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공판기일이

공전되면 피고인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한편, 피고인의 성향에 따라, 변호사사무실 내 폐쇄된 공간이 아닌 외부의 개방된 장소에서 접견을 진

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다 보면, 공무원이나 수사관들과 다툼이 잦았던 피고인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수시로 무고하는 성향의 피고인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변호사와 피고인

간의 상담은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위와 같은 성향의 피고인의 경

우, 폐쇄된 공간에서의 접견 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다른 목격자가 확보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다. 수사기록 혹은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절차와 관련하여, 각 국선변호인 마다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하는 절차나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사기록의 목록을 먼저 받아 본 후에 그 목록을 기준으로 기록

등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이 검찰청에 수사기록 등사를 신청하면 검찰청 내 등사사무

담당직원이 아닌 그 변호인의 사무직원에게 직접 수사기록을 등사하게끔 하고, 나아가 등사된 기록에

서 사건관계인들의 인정사항을 삭제하는 소위 ‘검수작업’도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

마도 해당 검찰청의 내부 인력난 때문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검찰청 내 등사사무담당직원이 아닌, 변호인의 사무직원이 수사기록을 직접 등사하고 등사된

수사기록에 대한 검수작업까지 하게 될 경우, 그러한 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노

출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831호)’ 제13조2)에 따르면, 수사기록의 등사는 담당검사가 허가한 부분을 등사사무담당직원이 ‘직접’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서 변호사의 사무직원에게 수사기록의 등사 및 검

수작업을 모두 전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적절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공판기록 등사신청을 할 경우, 담당재판부의 실무관이 직접 기록등사 및 검수작업

을 해서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관계인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라. 피고인 접견(및 관계 유지)

(1)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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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④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
된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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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견 전의 기록 검토

피고인과 접견하기 전에 수사기록이 모두 등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

을 찾아본 후에 피고인을 접견하는 것이, 피고인의 질문이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피고인들도 법률지식이 상당히 높고, 판례까지 미리 찾아보고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 관련 법령이나 쟁점을 리서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

다. 다만 공판일정에 맞추느라, 수사기록이 등사되기 전에 피고인을 접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에는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이 등사되지 않은 사정과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

은 경우, 피고인은 ‘국선이니까 사건을 대충 처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신

뢰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피고인과의 래포(rapport) 형성

저는 피고인과의 첫 신뢰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적당히 형

성되면, 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사건경위나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도 말하게 될 때가 있는

데, 그러한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무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나 피고인의 양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피고인과의 적절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피

고인과 첫 대면 시 바로 사건 얘기를 하지 않고, i)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ii)유사 사건에서의 개

인적인 소회나 결과를 알려 주기도 하며, 그 후엔 iii)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심리상태 등을 묻기도 합니

다. 또한 재판 경험이 거의 없는 피고인의 경우, 공판절차 진행 과정이나 재판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관

해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사건에 관하여 접견하는 도중에도, 저는 가급적 피고인의 주장이

나 설명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접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은 있으나, 신뢰관계 형성이

나 변론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파악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이나 소

통이 전혀 안 되는 피고인의 경우,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무리해서 친절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변호인

에게 짜증을 내거나 변호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경우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일부 법원에서는 속칭 ‘고정사건’이라고 말하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도 국선변

호인에게 배정되곤 합니다. 고정사건 피고인의 경우, 사건 내용이나 향후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안되면 말고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유죄가능성이나 향후 소송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면, 그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정사건 피고인 중에는 수

사기록에 자신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나, CCTV영상이 있는 것을 알더라

도 이를 직접 보지 못했기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착각한 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럴 때는 접견 시에 CCTV영상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여주고,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취하를 권유하는 것이 피

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엔, 가급적 그 취하서는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대신 제출하게 되면3),

부산지방변호사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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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나중에 말을 바꿔 정식재판 청구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라) 접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피고인을 접견하는 동안 확인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

는 증거나 양형에 참고가 될 만한 사정입니다. 또한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양

형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한 후, 다른 양형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합의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

요한지도 확인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의 진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정

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i)다른 형사사건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ii)다른 형사재판이 현

재 진행 중인지, iii)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지 등을 확인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는 공소장만 확인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하

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는 공동피고인들이 동일한 국선변호

인에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을

모두 변론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4)에 위반되는 행위인바, 이런 경우에는 이해상

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하기

전이라도 각 공동피고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

도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중에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나 범행 내용을 자신의

가족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가족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알게 된 것을 두고 변호인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

고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 법원 우편물을 송달 받을 주소를 피고인의 직장이나 다른 곳으로 변

경해 둘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고령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피고인 중엔 가끔 글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성문을 써올 것을 요구할 땐

피고인이 반성문을 직접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

을 쓸 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문서대필업자에

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

먼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해당

재판이 공소기각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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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에서 동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를 준
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4) 제15조(변호인의 수)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
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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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중에는 피

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거나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

서 이런 피고인에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합의를 해도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 허위 서류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도 그 피고인에게 고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오는 서류를 검토한 후,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도 그것을 제출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피고

인에게 적절한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피고인이 괜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합의 진행방식을 피고인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한편, 피고인을 접견하다 보면, 공탁절차에 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아

직 형사공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질 않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형사공탁이라 칭합니다)은 국선변호인의 의무사

항은 아니지만5), 중요한 양형요소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공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피해자 인적사

항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형사공탁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신청서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첨부하여 공탁과(계)에 제출하고, 공탁과

에서 보정명령을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 받아 이를 공탁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인적사항이 가려진 채로

등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사공탁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하여 공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긴 하나 아직까지 해당 법안이 입법되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

탁법원과 형사재판부가 같은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공탁과에 공탁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재판부에서 공탁 여

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탁서를 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위와 같은 사항 외에도, 피고인과 접견 할 때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부수처분(예를 들어 사회봉사

나 수강명령, 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음을 피고인에게 미

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 결과(양형) 예측

양형예측은 피고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주우려가 의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법정형 또는 예상되는 선고형 등에 관한 개요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적절

할 것입니다.6) 그리고 양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접견하기 전에, 우선 법정형과 집행유예 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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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고유권, 독립대리권, 종속대리권을 갖는 것이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공탁을 해주기 위해서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별도로 민법상 위임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탁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양형요소가 된다 할지라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당연히 공탁을 해 줄 의무까지 발생한다
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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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선고유예 결격자 여부7), 그리고 양형기준표상의 형종 및 형량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해 두

어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양형을 예측해 주면, 이는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구체적인 예측은 자제하고,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 기타 주의사항

피고인과 접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피고인에게 노출되지 않

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등사하는 수사기록에는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대부분 가려

져 있지만, 간혹 피해자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피고인에게까지 노출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에,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을 직접 보여주며 상담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2)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 피고인의 경우, 접견 장소가 구치소나 교도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접

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구속 피고인을 접견할 때의 주의점과 동

일합니다. 다만, 구속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무실로 찾

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이럴 때는 피고인을 다시 접견하여 피고인의 분명한 입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 피고인 중에는 가끔 변호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나 영치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간에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부탁

이나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피고인이

나, 변호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을 접견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미리 교도관에게

알려 둠으로써 유사시 교도관들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첫 공판기일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

선전담변호인에게 선정되는 사건은 대부분 기일이 촉박한 경우가 많고, 피고인과의 접견일정 조율도 쉽

지 않은 관계로 일주일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형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공판기일 전일 오전까진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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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준칙 제5조(설명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형사절차의 전개과정을
설명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정형 또는 예상되는 선고형
에 관한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7)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1심 판결 결과만을 기록한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항소심 결과도 확
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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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업무수행시 
주의점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후변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상의견도 변호인 의견서에 미리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장 기내 내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이 부분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지적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소장 기재 내용에 명백한 오기

가 있는 경우란, 적용법조가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된 경우, 피고인의 형집행 종료일이나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점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이나 범행 장소, 시간 등이 잘못 표시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

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증거법에 관한 것으로써 변호사님들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피고인측에서 신청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신청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재판부의 효율적인 공판기일 운용이나 계획수립에 도움이 됩

니다. 그리고 첫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측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접견할 때 증거신청에 관해서도 충분

히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 중에는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과 그 증인간의 관계, 그 증인이 증언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위증할 여지가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1) 피고인 출석 확인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되면, 공판시간에 맞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신속한 재

판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판 시작 전에 미리 피고인과 간단한 눈인사라도 해 두면, 피고인의 긴장해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시간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확인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때 변호인의 전화번호가 피고인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전화번호 노출하는 것이 꺼려

지는 피고인의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공소사실 인부 여부 등 모두 발언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공소사실 인부 여부만 진술하는 것 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

우에는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현재 입장을 함께 설명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하는 취지 및 사안의 쟁점

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나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등이 있는 경우엔, 그러한

청구나 신청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인적 변동이 있은 직후에는 그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피

고인으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국민참여재

판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숙고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심 소송행

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8), 국선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가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진술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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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의견 관련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라 진술하면 될 것이고, 증거

법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4) 피고인측 증거 신청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신청할 증거가 있는 경우 첫 공판기일 전에 미리 증거신청서(증

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공무소나 공사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증거

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 같은 형식으로 미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9)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내역이나 문자 수·발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회사(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그 통신 내역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그

런데 국내 이동통신회사는 법원의 압수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사

실조회회신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의해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 견지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수명령을 발부

해 줄 것을 요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다시 검사를 통해 집행해야지만 비로

서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5) 증인신문기일의 진행

형사소송규칙상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주신문을 하는 경우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이 이루

어 지는 시점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검사가 주신문에

서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의 기억에 왜곡을 심어 줄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신문 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하거나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은 모두 녹음된 후 법원속기사를

통해 녹취서로 작성되는데, 대부분의 재판부는 이 녹취서 기재 내용을 토대로 판결문을 쓰게 됩니

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 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녹취서에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증인에게 거듭 질문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따라서는 검사측 혹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변호인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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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참조.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
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같은 법 제8조 제2
항 에 따른 서면의 제출, 같은 법 제8조 제4항 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
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만일 이러한 규
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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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변호인이 증인신문기일 전에 그 증인과 만나게 되면, 향후 변호인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위증교사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로 변호인이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을 사전면담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면담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10)

(6) 각종 신청의 경우

(가) 보석허가신청

구속 피고인을 접견하다 보면, 보석허가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공판절차의 진

행 상 결심을 바로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심하여 선고만을 남겨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허

가신청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석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보석허가신청시 요구되는 절차적인 사

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석허가신청시 재산관계진술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11) 게다가 보석허가청구서에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자를 명시하지 않

게 되면,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서에 그 제출자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이 보증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인 명의로 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피고인이 향후 재

판에 불출석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변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족 등의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있

도록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양형조사 신청 관련

피고인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변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엔,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법

원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 결과가 피고인의 정상에 오히려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

면, 변호인으로서는 양형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기에, 저는 양형조사를 적극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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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공무소나 기타 공사단체가 보관하고 있
는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에 따라 해당기관에 문서의 송부를 요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편의상 신청서의 표제를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인 것 같습니다.

10)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참조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공평한 기회를 가
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비록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검사만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가 경험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고, 따라서 검사이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며, 검사와 피고인 쌍
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그것이 일방당사자인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증
인과 검사와의 부당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의 박탈 가
능성이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접근차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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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편입니다.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 혹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의 형태로 양형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법원의 조사관을

통하는 것보다 판결전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양형조사나 판결전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관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주기를

희망하는 내용(예를 들어, 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도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부양가족 존부 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 및 희망하는 조사방식을 양형조사신청시에 미리 밝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 등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형사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토지관할병합심

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재판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토지관할병합심

리 신청을 하는 변호인이 있는데, 형사소송규칙 상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2)

(라) 보조인 신고

지능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국선변호인과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운

피고인도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피고인의 가족 등 진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보

조인으로 신고해 두면 공판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13)

(7) 최후 변론

최후 변론을 하는 경우, 변호인에 따라 미리 준비한 서면을 읽는 방식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아니

면 서면을 읽지 않고 생각했던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을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한 글을 읽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유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내용을 빠트리거나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미리 제출해 둔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내용을 보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읽는 편이고, 가끔 공판기일의 진행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엔 재판부의 신속한 공판기

일 진행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의견서(변론요지서)의 기재로 갈음합니다’라고만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너무 짧게 말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선 오해가 생기거나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의 진행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의

82•제35호 부산법조

11)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② 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행
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형사소송규칙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
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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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서 기재로 갈음한다는 식의 최후변론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재차 쟁점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이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하여 변론종결일 이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엔,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늦어도 선고일 2주전까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이후 합의서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그

러한 문서가 잘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담당 재판부 실무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문서

를 제출할 경우엔, 단순히 ‘참고자료’라고 표제하는 것 보다 가급적 ‘합의서 첨부’이라고 표시하여, 재판부로 하

여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론종결 이후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여러 가

지 이유로 판사님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 판결 선고 후 사건 보고 등

일반 전속국선변호사님들과 달리,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자신이 진행한 사건이 선고 되고 나면, 코트넷의 국

선전담변호사 시스템에 사건처리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14)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처리 내역 보고는 가

급적 판결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사건 내용을 다시 기억해 내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만약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심한 경우엔 사건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되기 전이므로 판결문을 즉시 등사해 볼 수 있기에 편

리합니다.

3. 주요 사건 별 주의사항

여기서는 제가 국선변호를 하며 재판 중 실제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나, 무죄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내용, 그

리고 양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정을 위주로 주의할 부분이나 참고할 만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 폭력성 범죄 사건의 경우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록 상 CCTV영상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엔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 상해진단서만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 됩니다. 피고

인과 접견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CCTV영상을 확보했으면서도 영상 내용이 애매하거나 화질이 좋지 못해 이를 수

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는 사정이 확인되기도 있는데, 이럴 땐 적극적으로 미제출된 CCTV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

구하는 것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된 상해진단서뿐인 경우,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적

극적으로 다투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15) 한편, 폭력 조직원들 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그 조직

원들 간에 서로 거짓으로 진술을 맞춘 후 변호인에게도 그러한 거짓 진술을 토대로 변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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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사소송법 제29조(보조인)

14)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25조(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 및 사무실 운
영상황을 해당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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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직접적으로 거짓 내용의 변론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과 접견하다 보면, 수사기록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거짓 진술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

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에게는 진실의무16)가 있고 진실의무는 피고인을 보호할 의무를 한계 짓

는 역할을 하므로, 거짓된 내용을 변론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10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해당 법조항이 2015. 6. 22.자로 개정되어 차량

이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학대) 사건의 경우, 주범자와 같

은 교실 내에 있었음에도 주범자를 미리 말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어린이집 내 다른 보육교사까

지 방조(방임)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방조범인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상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향후 10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

격정지에 관한 사정도 변론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

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면 진술 내용 중 의심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

인신문 시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은 피해자의 지적·감성적 성숙도를 감

안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중 의심스러

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먼저 부각시킨 다음, 법원의 전문심리관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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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
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
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
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
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
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16)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7)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2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따라서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
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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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업무수행시 
주의점

펴보고 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

순히 블랙아웃 현상 때문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면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가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문자 수·발신 내역이나 통화 내역

을 이동통신회사(전기통신사업자)에 조회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공연성(전파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파가능성은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라고 해도 그 대화자의 신분이나 직책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고18), 반대로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한 것이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의 관계에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19), 사안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소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소년범인 경우, 대부분 자백하는 경우가 많고 범행 내용도 절도나 판매사기 등이 단순한 것이 대부분입니

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 소년범 내에서도 많이 어린 편이라면 소년부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죄질이나 전

과관계에 따라 소년부로 이송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소년부 이송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

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중에는 소년부로 이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년

부 이송을 위한 변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 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 범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해의 변제 여부 및 변제한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

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이 변제한 내역이 있다는 입장이라면, 변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

해야 합니다. 특히 속칭 중고나라 사기 사건과 같이 편취 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피고인이 돈을 돌려 주거나 물건을 반

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변제 여부

는 피고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입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변제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된 것인지(즉, 기망행위와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기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는 대주가 돈을 빌려 줄 당시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차주가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

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판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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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1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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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판결 참조). 

바.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백의 보강증거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구입’,  ‘판매’,  ‘투약’ 혐의를 피고인의

자백 외에 출입국 내역과 필로폰 소지 사실 만으로 모두 입증하려고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

로는 출입국 내역과 필로폰 소지 사실은 ‘구입’,  ‘판매’,  ‘투약’혐의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었습니다.20)

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직접 합의서를 작

성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피고인측에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

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 무고 사건의 경우
무고 사건의 피고인은 아무래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

이 내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

다. 특히 무고 사건을 변호한 국선변호인을 상대로 변협에 진정을 제기하는 피고인도 가끔 있으므로,

무고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감정을 잘 살펴 가급적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자. 행정기관에서 고발한 사건
행정기관이 선행 조사를 한 후 사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

건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먼저 조사했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수사기록에 반영됩니다. 그

런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문 수사관이 아닌데다가 형사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내용

이 부실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반한 내용이나 그 범위를 실측한 자료가 없

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실측을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조사한 후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런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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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 대법원도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함범 관계
에 있는 필로폰 투약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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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엔, 공소사실 특정 문제나 증거부

족 등을 지적하며 변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차.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

만 교통사고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합의

진행이나 정상자료 확보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정형 및 구속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

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사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시간만 충분히 확보되면, 합의가 되어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종

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가능성

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경우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에도 공소가 기각되므로, 부도수표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판결선고 시

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대표가 정해져 있는지, 유족대표가 실제로 대표성을 갖

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가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피력한 적

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나오며

저의 이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께 부끄럽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동안 제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업무를 잘 수행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반성

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글과 발표가 국선변호를 수행하시는 모든 변호사님들의 업무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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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 정한 과다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고찰

I.서설

법인세란 주로 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직접세를 말한다.

과세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익금은 수입에 대응

되고 손금은 비용에 대응된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영업 이익을 계산하는데

주로 주주나 채권자에게 기업의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회사경영이

나 투자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가 기업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조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조세징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업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손금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관하여 법인세법이 규제하는 내

용을 판례를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과다인건비의 의의와 종류

1.법령의 규정과 과다인건비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호 인건비

2호 내지 5호: 생략

글● 김백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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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세법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43조 

제1항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2항 법인이 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

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

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제4항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항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6항 삭제 <2009.2.4>

제7항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

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제8항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2.2.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 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제1항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

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제2항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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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

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

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

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

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제4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0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

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

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1에 상당하

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역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

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6.2.4>

제6항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4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

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8>[제목개정 2006.2.9]

여기서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란 임원이나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받는 대가 내지 보수가 업무

의 질과 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말한다.

인건비는 크게 급여,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나누어 진다.

2. 급 여
(1) 의의

급여는 주로 종업원한테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급, 주급, 월급, 연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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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는 월급이 대다수이고 보수는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급여나 보수가 과다한지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과다한 급여로 인정된 사례

가.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사안

①원고 회사는 2002.11.27. 설립되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외ASMS 원고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②원고 회사는 소외 A에게 월 3,000만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다가, 2005 사업연도(2004.4.1.부터 2005.3.31.

까지) 중인 2005.1.부터 월 3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2005 사업연도에는 합계 30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는 매년 36억원을 지급하였다.

③소외 A는 원고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④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중 소외 A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소외 A의 보수가 차

지하는 비율은 약 38% 내지 95%에 달하여 동종업체의 평균 수치인 5% 내지 9%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다.

⑤이 사건 보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소외 B 이사 소외 C의 보수(연 7,000만원)의 약 50배

에 달하고, 원고와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약 5억원에서

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⑥소외 A의 보수는 영업이 적자 상태였던 2004 사업연도까지는 월 3,000만원 이하였으나, 최초로 영업이익

이 발생하여 증가하기 시작한 2005 사업연도 중인 2005.1. 부터 갑작스럽게 월 3억원으로 10배가 인상되었

다. 한편 2005 사업연도 말인 2005.3.31. 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19억원이 별도의 보수로 책정되었고, 월 보

수금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계상된 때로부터 1, 2년 뒤에야 실제로 지급되었다.

⑦원고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다.

⑧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하여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본래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보수금 수준별로 차감된 당

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비교ㆍ검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A의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

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⑨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소외 A에게 지급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

유로 동종 대부업체 12개 중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9.1.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시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

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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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

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

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

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

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

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

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검토

임원의 보수가 과다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 상장회사의 CEO(최고경영

자)에 대한 보수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현실에서 탁월한 경

영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위기의 기업을 살려내는 사례를 보거나 무능한 경영자가 기업을 도산

으로 이끄는 사례도 흔히 보므로 과다한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

어 보아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인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명목상 급여이지

만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되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시에서 보다시피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과다한 보수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적정한 보수에 관한 피고 세무서장

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적정보수에 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부당행위부인

에 있어서 시가 또는 적정가액의 입증책임은 과제관청에 있기 때문이다. (동지: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 10335판결)

따라서 위 사건의 사안에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것 같으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받은 급여는 노무의 질과 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정상급여로 본 사례

가. 국세청 2003.10.13. 심사법인 2003-0042. 결정

청구법인은 1998.9.14 신규 개업하여 비철금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6년도에 상장된 업체이

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A, B, C는 이사로, 청구외 D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92•제35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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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E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1.1.1~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총발

행주식 2,797,459주 중 청구외 A가 982,224주(35.11%), 소액주주가 1,557,608주(55.68%)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

외 A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고 회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D와 회장 A를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으로 보아 청구외 A의 급여를 D의 급여와 비교한 후

그 초과 지분한 쟁점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장인 A와 대표이사인 D와는 동일한 직

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령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

준으로 판단(법인 46012-1526, 1999.4.23)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있고, 임원에 대한 급

여를 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된 한도 범위내에서 실제 지급하고 동 지급내역을 결산주주총회에 보고한 점, 청

구외 A는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써 경영에 실지 참여하면서 원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구입시기, 구

입량, 단가결정, 설비투자 등 회사전반의 중요 정책결정을 최종결재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

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A는 지배주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청구외 D는 회장을 보좌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직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회장인 A에게 대표이사인 D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급여액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6.10.4. 선고 2016구합63323판결1)

① 원고는 1969.3.28. 설립되어 ○○○○에 소재한 재래시장인  ‘□□’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관리업,

대점포업, 일반 상품 판매업(도소매)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② 망 김AA는 배우자 정BB과 함께 원고를 설립한 이래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2010.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김CC, 김EE, 김FF, 김GG는, 망 김AA와 정BB의 자녀이고 김HH은 위 김DD의 남편

이며, 김I I는 망 김AA 일가와 별도의 친인척 관계는 없고 1987.경 원고에 입사하여 1997.경까지 근무하다가

1999.경 재입사하여 2013.12.경 퇴직하였다. 김AA는 2014.3.8. 사망하였고 김AA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

식은 정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에게 상속되었다.

③ 서울시방국세청은 2015.6.1.부터 2015.6.20.까지 원고의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를 조사 대상으로 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정BB,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김HH, 김I I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과다

하다면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관악세무서에 통지하였다.

④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원고가 지급할 적정 보수금액을 쟁점 임지기원 중의 한 명인 김FF감사에게 지급된

급여액으로 보고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중에 김FF이 수경한 급여를 초과하는 쟁점 임직원들에 대한 급

여 합계 35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93

1) 피고 세무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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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망 김AA이 원고의 1인 주주이고 김FF이 망 김AA의 아들

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망 김AA이 원고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김FF은 지배주

주인 망 김AA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의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김FF의 원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쟁점 임직원들과 동일한 직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김FF의 보수는 쟁점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액과 배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

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에 준하는 보수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김FF의 보수를 쟁점 임직원의 보수를 손금불산입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을 근거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

3. 상 여 금
상여금이란 급여의 분할지급적 성격을 갖는 정기적인 상여금과 업무수행과정에서 특별한 성과를 냈을

경우에 지급하는 비정기적인 상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세법상 모두 정상적인 보수로서 취급된다.

조세심판원 2014.4.28. 조심2013서1591 결정은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

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동지:조심2010부2005, 2010.12.21..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

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임원에

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표이사 A와 이사 B는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이 PF자금 상환압박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쟁점주주임원이 아

니었다면 청구법인은 사업권 매각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사업

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노력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

는 점 및 쟁점주주임원에게 청구법인 설립 이후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하였던 보수와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사업권 매각이익 등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

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

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퇴 직 금
(1) 의의 

퇴직금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와 임원간의 위임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금후불적

인 성격과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위임기간 동안의 경영에 따

른 보수금 또는 위로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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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인

사용인이란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8조에 의하여 최소한 근속연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세법에서 사용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과다지급한 것으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임원

임원이란 회사경영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를 말하는데 법인의 이사ㆍ감사가 이에 해당된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과 위

임계약관계에 있다.

이러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인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대

표적인 영리법인 주식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의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금 역시 임원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정관에 직접규정하거나 정관의 위임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판례에 나타난 사례

가. 퇴직금지급률의 차등

(가) 퇴직금지급규정

원고회사는 아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창업자 겸 회장 대표이사A에 대하여 15배, 창업자의 아들 사장ㆍ대

표이사 B에 대하여 10배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기타임원에 대한 배율 3배를 적용

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회장ㆍ대표이사 : 근속연수 5년 이내 – 2배

근속연수 10년 이내 – 5배

근속연수 20년 이내 – 10배

근속연수 20년 이상 – 15배

기타임원 : 3배 이내

(나) 조세심판원 2008.9.16. 조심 2008부0420. 결정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

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특정임원에 대하여는 지급배

율이 기타임원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정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

한 것으로서 실제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같은 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

어, 단지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실로 청구법인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

하여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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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

결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개인별이 아닌 직위별로 정한 기준으로 보여지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특별히 부당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회장 A

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만, B의 경우에는 등기이사로서 근무한 근속연수가 10년에 미치지 못하고, 그의 부친인 A에 비

하여 청구법인에의 기여도가 기타임원의 기여도와 차별되게 뚜렷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

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타임원의 지급배율(3배)을 초과하여 B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A에 대한 퇴직금은 과다한 것이 아

니고 B에 대한 퇴직금만 과다하다고 결정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 2009.8.13. 2008구합4689판결과 항소심결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과계자가 아

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법인세법 제52조 제2

항) 또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

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

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기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3배 이내로 정하고 임원인 C에게 법정퇴직금의 2.5배의 퇴직금을, D에게 법정퇴직금의 2배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책임과 영향력이 컸다

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한 점 및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

정퇴직금의 3 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 회사와 A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해진 기타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상한인 법정퇴직금의 3배를 지

급하였을 것으로 보고 법정퇴직금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0.9.19. 2009누5251 화해권고결정」에서5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손금에 산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금지급과 중임

서울고등법원 1967.3.23.선고 66구251 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나 감사가 정관에 정한 임

기의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미 회사의 내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

는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상법제388조 및 제415조에 규정

된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른바 회사의 필요경비라 하겠으니 법인과세상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이들 임원이 퇴임 후에 다시 선출되어 중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일단 회사의 임원과의 위임관계가 위임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후에 다시 회사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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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받은 경우이므로 중임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미 종료된 위임관계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는 퇴직위로

금을 보수가 아닌 상여금이라고 보아 익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회사가 다해 사업년도 종료

후의 결산기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될 임원 상여금 상당액을 법인세 포탈의 목적으로 퇴직위로금으로 가장

하여 지급하였다던가, 또는 결산기 전인 당해 사업년도 중이라도 결산기의 이익을 예상하고 임원상여로 지급

될 금액만큼을 미리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이

란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임원상여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고 판시하고 있다.

다. 퇴임 후에도 계속 업무 수행

대법원 2013.7.12.선고 2013두4842판결은 “A는 2008.12.1.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기

존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종합영업일보 및 내부 문서에 최종 결재자로서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직

급으로 원고의 나머지 다른 임원들과 함께  ‘퇴직금 별도’ 조건으로 2009년도 연봉이 책정되었던 점, 원고 회

사는 A가 2009.6.경 까지 후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고의 내부 문서에 결재한 것 뿐이

라고 주장하나, 당시 A가 결재한 서류의 종류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업무 인수인계를 퇴직 후 약 7개월 동안 계속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특히 A가 단순히 인수인계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A에 대한 2009년도 연봉이 기

존 연봉보다 1,000만원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후임 대표이사로 선출된 B의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가 연봉으

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2009년에도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잠시 도왔던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2008 사업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

라. 비정상적인 퇴직금지급규정

(가)부산고등법원 2015.4.12. 선고 2014누21400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

성을 결한 비정상적이니 경우라면 특정 임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

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임원 A에

게 지급한 퇴직금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상법상 의

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

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만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경

우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

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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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당해 법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

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1993년 이래 원고의 주식 40%를 보유한 대주주

(아들인 B가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50%에 이른다)이고, 1998년경부터 사임 시점인 2010.12.20.

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A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현재 A의

아들인 B가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로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2011.3.30까지

상근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2011.7.1.에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

추어, A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A가 퇴직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0.9.9.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 A와 B가 주주로 참석한 가운데(나머지 주주들은 A 또는 B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것으로서, 지배주주인 A의 지배력

에 의해 A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염두에 두고 급조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퇴

직금 규정 제5항(지급제한)에서는  ‘임원이 회사규정 또는 연봉계약서에 의거하여 이미 퇴직금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이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각 연도 말 3개월의 평균 급여 및

평균 상여금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B 및 상무이사 C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010년 각

3,873,900원, 2011년 각 4,101,9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임원들 중 A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위와 같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적용이 배

제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정률표상 근속연수가 낮아지게 되어, A의 경우와 같이

높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A와 다

른 임원들을 차별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ㆍ반복

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

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나)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판결

‘구 법인세법(2010.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4조 제4항, 제5항이나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

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

98•제35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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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 정한 과다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고찰

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

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

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

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

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다.

마. 부당한 퇴직금 지급부인에 따른 손금산임범위

‘부당한 퇴직금 지급이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될 정상적인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하는 유사한 처

지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적정 퇴직금에 관한 과세 관청의 주장입증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

으나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5.7.22. 선고 2014누5591판결4) ) 대법원 2016.2.18.선고 2015 두05015판결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무효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만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판

시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월 급여에 관하여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 두 50153 판결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임

원 퇴직급여 규정을 만든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

직 직전에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의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III. 과다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과세 소득

1. 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퇴직금
(1) 청주지방법원 2017.7.13.선고 2016구합11983판결5)

원고는 2014.1.13. ==반도체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청주지점에서

2014.2.3.부터 근무하되 연봉은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6.30.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5년 퇴직소득으로 83,280,794원, 근로소득으로 322,010,416원[그 중 퇴직위로금이지만 소

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224,150,706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급하면서 종합소득세 87,359,307원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2016.3.9. 피고에

게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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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2.4.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08,410원을 환급해달

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3.17.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1항 제 4호에 의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

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상무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

항 단서에 정하는 계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 2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은 소득세법이 2012.1.1 법률 제

11146호로 개정되면서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세법상 임원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상법상 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와는 달리 판단해야 하는 점, 이 사

건 회사의 직급체계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임원으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은 일반 직원으

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인사기록부상 직위와 직급이  ‘상무’로 기재되어 있고, 2014.2.3.부터 퇴직할 때

까지 재무기획부서(CFO Business Unit Controller), 인사 및 총무부서(HR&Corporate Support)등에서 상무

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무직 직원의 평균 연봉인 약 5,800만 원

보다 훨씬 많은 연봉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무와 유사한 급여수준인 점,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임원이 아닌 자를 업무편의상 임원으로 호칭을 격상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으

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구인용 SNS 사이트인 Linkedin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CFO

부서 내의 3개 팀을 총괄하였다고 소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득세법 상 임원에 해당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되

었으며 근무장소와 연봉이 정해져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

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비등기이사에게 과다 지급된 퇴직금
(1) 부산고등법원2017.7.12.선고2016누24113판결6)

“원고는 2008.1.1.부터 2009.XX.XX.까지 주식회사 BB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에서  ‘재무담당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XX.XX.부터 2012.XX.XX.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소

외 회사가 2009.XX.XX. 원고에게 XX,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원천징

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수령한 돈 중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

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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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5) 원고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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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이 정한 과다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에 관한 고찰

이에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7.12. 선고 2016 누 2411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라목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

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

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퇴직소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소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법령, 규정,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여

야 하는 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와 같은 퇴직소득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시 지급하는 돈 중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

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것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반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임의로 지급하는 돈은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이사 및 감

사 임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

았던 원고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IV. 결어

특히 가족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를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거액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음을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필자가 세무소송을 수행하면서 세법해석에 관한 선례가 없어서 상고를 제기하여 법리판단을 요청해보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사건이 적체되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내리고 있다. 오늘날

수기로 판결문을 쓰는 시대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실시가 타당하면 그냥 원심판결 이유를 불러오기로 설시하

고 상고기각하면 그리 수고스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뢰사법을 구축하려면 구호가 아닌 대법원판결부터 심리불

속행비율을 줄이고 납득할이유설시로 친절해져야 한다.

앞에서 본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통하여 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세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

여 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상고한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고 난 후 그 뒤에 이에 관한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 두 50153 판결(공보 2016 상464)이 나왔는바 그보다 선행된 필자의 상고사건에서 명시적인 판시가 있어었야 함

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심리불속행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차제에 이에대한 변호사협회차원차원에서 전

국회원을 상대로 부당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사례를 모아서 백서 발간을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2017.10.30탈고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101

6) 원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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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 서론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

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유치권

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절

함으로써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고, 또한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

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채권을 취득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가치권을 목적으

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상대위가 부정되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그러

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지 않는 한, 경매 시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경매청구권도 인정되므로 유치권

자는 마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린다. 민사

집행법 제91조제5항에서도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

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자로 하여금 채권회수에 크게 일조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는 그 폐해도 막대하기에 최근 그 존폐

를 논하는 것이 담보물권법 분야에서 최고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글● 박용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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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크게 부동산 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논의와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

를 전제로 한 논의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 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해석론

으로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의 유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실무상으로서는 부동산 경매

에서 유치권의 악용 및 가장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매각가격을 낮추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써 부동산 유치

권등기제도의 도입,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인수주의의 폐지, 유치권신고 의무제도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요지인 즉,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비용지출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 등 여러 견해가 있고, 정부는 부동산유치

권제도를 폐지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1)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Ⅱ.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실체법상 문제점

(1) 공시방법의 결여 및 대항력에 관한 문제점

우리 민법상 부동산 물권의 경우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그런데 부동산유치권은 이러한 민법상 공시방법인 등기와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되지 않으면서도 유치권이 있는 목적물의 양수인이나 제3자, 심

지어는 다른 담보물권자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 이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야기 시킬 염려가 매

우 크다. 특히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그 후에 성립한 유치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

며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물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 순위의 원칙 부적용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어느 누

구에게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도 우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담보물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와 상관없이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치권은 성립한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유치권은 존속하며,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권 성립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물권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3) 유치권의 성립상의 문제점

우리 민법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의 성립요건중의 하나인 견

련관계에 대하여 현행 민법은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 이는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치

권의 성립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지만, 이는 결국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할 문제점이

있다. 학설 및 판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설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견련성을 인정하고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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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6019,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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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포함한다고 좁게 해석하는 협의설 내지는 일원설과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①채권이 목적물 자

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와 ②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

생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인정하자는 광의설 내지는 이원설로 나뉜다.

일원설은 견련관계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을 좁게 봄으로써 실제 분쟁해결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점

과 현행 민법은 그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관하여’가 ‘자체로부터’보다 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문에 반하는 해

석이라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는다. 한편 이원설은 유치권을 너무 넓게 인정하여 제3자를 해하는 경우

가 많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며, 법체계가 다른 독일 민법의 명문규

정을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적용한 점 등에서 비판을 받는다.

한편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기준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기서 문제되는 점유자의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

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제시가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견련관계에 관한 판례들을 분

석해 보면 견련관계의 유무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 판례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

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견련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만,2) 공평의 원칙

에 특별히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견련관계에 대한 논란

의 종지부를 찍었다고는 볼 수 없다.3)

결국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핵심적 통제요소인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견련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

게 파악할 것인지가 유치권 제도의 실제 운영을 담보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예측 가능

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설 및 판례는 그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입법적인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4)

2. 절차법상 문제점

(1)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

현행 민사집행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실행경매를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동법 제274조제1항). 현행 민사집행법상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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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이원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평가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법원이 설시한 2가지 기준도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제한을 두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견련관계
를 부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되므로 순수한 이원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특히 다수설 및 판례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련
관계를 부인하고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일한 법률
관계 즉 임대차관계의 종료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측면 등에서 그러하다.

4) 김인유,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28-1, 한국토지법학회, 2012.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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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 된다”(동법 제92조제2항 및 제3항)고 하여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91조

제5항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의 경우

에는 매각대금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유치권은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매절차에서는 많

은 문제점, 예컨대 유치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유찰가능성이 높아지고 허위 · 과장의 유치권신고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 유치권 신고

유치권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유치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치권자가

스스로 권리신고를 하면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유치권의 신고가 있는 경우라도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는 경

매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유치권

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유치권신고의 진정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사법보좌관이

작성하는 매각물건명세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매수희망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탐문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상 현황조사 내용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이며(동법 제

85조제1항), 현황조사명령에는 점유관계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실제 현황조사를 담당하는

집행관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점유관계 불명확이라고 기재하고 종료할 수가 있는

바, 이러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경우 유치권 파악을 위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경매절차 진행 중 권리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소명자료 등을 참작하여 유치권 성립여부를 판단하지만,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면 매각물건명세서(민사집행법 제105조)에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이라

고 기재하며, 이에 대해 법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란의 기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유치권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유치권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유치권자의 협조 없이는 그

성립 여부, 성립시기,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쉬운 일이 아

니다.결국 매수희망자로서는 인수해야 할 유치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

으므로 유치권자나 채무자가 서로 짜고 경매절차의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등 경매를 방해5)하거나 경매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다. 

(3) 허위·과장 신고 된 유치권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절차의 공고내용(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1호)이 아니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므

로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도 아니며 매각기일에서의 집행관의 고지사항(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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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권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 이전이면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
었다면 납입 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여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금을 납부한 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즈음에 가서야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수인의 구제는 어렵게 된다(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2005,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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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112조)도 아니다. 유치권의 신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허위

· 과장된 유치권신고가 많다. 대부분의 유치권 신고가 허위 · 과장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

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부당한 유치권 신고자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제재도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통정하여 유치권자를 등장시키거나, 가

장 유치권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경락가를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저가 매수로 시세차익을 크게 취하

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허위 · 과장된 유치권 신고는 잦은 유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경락가 하

락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손실이 된다. 즉 건물주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배당권

자로서 등기부상의 권리자인 저당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채권자들에게도 낮은 낙찰가로 인한 불

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Ⅲ. 부동산 유치권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

1.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부동산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면서도 다른 부동산 물권처럼 등기를 통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요하는 성립요건주의로 하는 우리민법체계와는 달리 점유를

요구할 뿐이고, 이로 인해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유치권을 등기하면 불완전한 공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유치

물의 점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점유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유치권자가 유

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그 의무해태에 따른 채무자의

유치권소멸청구를 예방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물 점유에 따른 유지비용의 지출로 유치권의 피담

보채권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고, 유치권 등기 후에 유치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 유치물의 원래 용

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6)의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을 등기하자는 견해는 유치권의 공시방법으로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유

치권으로 등기하자는 견해와 유치권등기명령 신청제도와 같은 것을 신설하여 점유시기와 채권액을 등

록하여 공시함으로써 유치권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견해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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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시영,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토지법학 제 23-2호, 한국토지법학회, 2007,
221면.

7)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81-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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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 신고의무화 및 집행법원의 적극적 관여

유치권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신고여부는 전적으로 유치권자의 자유이다. 유치권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압류등기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나 허위 · 과장된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락가를 떨

어뜨리고 인도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유치권 신고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매각허가결정 이전이면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매

각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하여 당해 경매절차가 무산되고 만다. 이러한 절차의 반복으로 인한 잦는

유찰은 경락가를 저하시키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란에는 소유자 이

외의 점유자를 기재한다. 유치권에 관해서는 그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여기에 기재가 있다면 유치권의 가능성만을 추

측할 수 있을 뿐이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위 비고란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유치권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일정한 시점, 예컨대 경매개시결정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고 된 유치권

만을 인정하는 것도 부당한 유치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실무에서는 유치권신고서, 공사계약서, 거

래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금액을 부풀

려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이러한 유치권의 허위 · 과장 신고에 대한 대책은 집행법원의 적극

적인 개입을 통한 유치권의 진정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관이나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유치권의 진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을 정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치권의 허위 · 과장 신고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집행법원의 직접적인 조사는 유치권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과하는 수단이 될 수

도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3. 유치권자의 공탁

유치권의 허위 · 과장 신고에 대한 또 다른 대책으로서는 유치권 신고 시 유치권에 기한 채권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공탁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려면 담보의 제공, 즉 일정금

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 법리를 유치권의 허위 · 과장 신고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유체동산의 압류가 받아들여지

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만약 채권자의 신청이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압류

신청에 대하여 신중함과 아울러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채권이 아닐 경우에는 동산압류신청을 할 수 없게 된

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유치권의 허위 · 과장신고의 경우에도 공탁제를 도입하면 부당한 유치권의 신고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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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멸주의 도입

저당권은 경매의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두 소멸하는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

91조제2항),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자도 매각으로 소멸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

항력 있는 용익물권에 한하여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4항). 같은 담보물권이면서도

저당권은 소멸주의를 취하면서 유치권의 경우에만 인수주의를 취하는 정당한 근거를 이론적으로 설

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문제는 별개로 보아 유치권에 우선하는 다른 권리

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자에게 최우선권을 인정하여 소멸주의를 취하여 우선배당을 하든 인수주의

를 취하여 매수인 부담주의를 취하든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선권이 있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는 성립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유치권을 소멸하게 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도록 하

는 소멸주의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5. 소결

현행 부동산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모순된 효력, 경매절차상의 제반 문제점 등으로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합리적

인 해결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 유치권신고의무제도 도입, 유치권의 허위 · 과장 신고에 대한 대책, 민

사집행법상 인수주의 폐지 등이다.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공시기능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절차의 지연과 업무량의 폭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유치권 신고의무화로

부당한 유치권행사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유치권신고의 의무화는 유치권자의 과도

한 권리침해의 측면이 있다. 유치권의 허위 · 과장 신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사실관

계를 증명하는 등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유치권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현

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전술한 유치권 존치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

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또한 어느 한 해결책이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해

결해 주지는 못하므로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을 찾자는 논의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8)

Ⅳ. 부동산 유치권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

1.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

민법상 법정저당권제도를 준용하여 유치권을 법정저당권화하자는 견해이다. 민법 제649조(임차지상

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의 경우처럼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때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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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인유, 앞의 논문 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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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이며, 제649조에서와 비슷한  “유치권의 법정저당권” 의 신설이다. 또한 부

동산 공사의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법정저당권을 등기한 때에는 공사가 개시된 때에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법정저당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다.9) 부동산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존속 또한 점유의 계속을 요하는데, 부동산유치권의 행사를 위

해서 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가 있고, 담보물권을 점유에 의해 공시한다는 것도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물권

원칙과 배치되며, 부동산 점유의 계속으로 부동산소유자로 하여금 그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비용지출채권 등은 통상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부터 비용

지출채권 등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제372조의2를

신설하기로 하였는데,10) 이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용지출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법정저당권을 인정한 것은 아

니고, 민법 제666조와 유사하게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

정청구권은 부동산 유치권을 없애는 대신 비용지출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민법 제666조를 확대하여 비용지출채권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3. 소결

부동산 유치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 그 대안은 법정저당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당권설정청구권으로 할 것인

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649조에 따른 저당권은 압류에 의한 법정저당권이고,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

372조의2 신설 안)은 등기에 의한 저당권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649조는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

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한하여 법정저

당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비용출자자 등에게 바로 법정저당권을 인정하는 것은 비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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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준영·이동진,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9년도 법무부연구과제 용역보고서, 법무부, 2009, 69면 이하.

10) 한국 민법전의 “세계화와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2009년 2월 한국 법무부에서는 총37명의 개정위원으로 구성된 제1기 민법개정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담보제도 분과인 제5분과위원회에서 담보법에 관한 개정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듬해인 2010년에 제2
기 민법개정위원회는 총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5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대학교수 4인, 법관 1
인, 변호사 1인)되었으며, 동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시안 중의 하나가 유치권에 관한 부분이다. 유치권에 관한 개정시안은
6개 조문(민법 3개, 상법 1개, 민사집행법 1개, 부동산등기법 1개)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권에 관한 개정시안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1). 즉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여 유치권의 대상을 동산에 한정하였고, 견련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신설, 상법상의 유치권의 경우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을 삭제하여 경
매절차에서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소멸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민법 개정시안 제320조제1항에서는 유치권의 목적
물에서 물건을 동산으로 수정함으로써 부동산을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
지하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비용지출채권 등으로 한정하였으
며,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제372조의 2를 신설한 것이 본 연구와 관련 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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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649조의 법정저당권의 경우 등기 대신에

압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출자자 등에게 법정저당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압류를 요건으로 하

는 경우 오히려 비용출자자 등에 불리할 수 있다. 물론 가압류에 의하여 법정저당권을 보전할 수 있기

는 하지만, 압류를 하면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되므로 확정판결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압류할 물건

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점과 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등기의 경

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압류를 하는 것보다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는 유치권을 공시하지 못한데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행사의 문제와 이해관계인

의 권리보호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단지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유치권이 설사 법정저당권으로 물권화하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

단여부는 여전히 법원이나 이해관계인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현재의 유치권제도와 경매실무상의 절

차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압류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법정저당권의 성립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

려가 크다.

결국 부동산 유치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 비용출자자 등의 채권 담보를 위한 방법론 중 법정저당

권의 신설 보다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신설하는 쪽이 더 타당해 보이며, 등기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

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며, 유치권의 공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

안이기도 하므로 저당권설정청구권 신설의 견해에 찬성한다11).

Ⅴ. 부동산 유치권의 존·폐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및 검토사안

1. 부동산 유치권의 존폐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1) 편의성·수월성

권리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유치권행사의 편의성 내지 수월성을 평가한다면, 부동산 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쉽고 편리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 유치

권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라면 지금처럼 점유로써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유치권 폐지를 전제

로 한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경우, 채권자인 비용출자자 등은 등기를 하기 위한 방편으

로 법원을 방문해야 하고,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 협력을 구해야 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불

편한 면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 존치를 전제로 한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이 권리자

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

11) 김인유, 앞의 논문, 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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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편익분석

부동산 유치권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 부동산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데 소요되는 점유비용을 들 수 있다.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의 경우 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거

나, 점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이나 대리인 선임비

용 내지는 CCTV 설치비용이 들 것이다. 반면 부동산 유치권 폐지를 전제로 한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저당권설정비용,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협력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정도이다. 물론 전자의 경우

점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발생하는 폐

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분석만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비용 감안 및 제도개선에 따른 편익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유치권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이 더 타당해 보인다.

3) 소결

부동산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의 편의성 내지 수월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이 타

당해 보이지만,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서,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허위 · 과

장신고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의 증가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공시방법의 개

선측면, 비용편익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신설하는 경우 검토사안

1) 점유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먼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방안은, 저당권설정 청구권이 현행 유치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도의 전환으로 인한 문제

점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치권

의 경우 실무상 점유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도 점유를 요건으로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 저당권설정청구권자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방안은, 비용출자자 등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점유여부와 상관없는 것

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재료공급자 등도 저당

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는 우려가 있다. 

물론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 방안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귀결되지만,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의 문제점 및 공시방법의 개선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점유를 요건

으로 하지 않는 방안이 더 타당해 보인다.

부산지방변호사회•111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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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자는 비용지출로 채권을 가진 자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등기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부동산 소유자가 비용지출 등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등

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등기청구

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견해가 갈린다.12)

먼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설정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은 법률관계를 명확

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인 도급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와의 균형상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부동산 유치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모든 경우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당권설정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은 부동산에 대한 비

용지출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포섭할 수 있어서, 현재의 부동산 유치권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범위가 넓어져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설정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의 문제

점이 현재 부동산 유치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모든 경우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

행 유치권제도의 효력이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경우

에 한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 채권채무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유

치권 개선방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최근 입법례 중에는 중국의 물권법이 동산에 한하기

는 하지만, 채무자소유에 한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제3취득자에게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저당권설

정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

하여 제3취득자의 선 · 악에 따라 행사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제3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비

용지출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경우, 즉 악의의 제3취득자에게는 저

당권설정청구권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비용지출자 등이 제3취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Ⅵ. 결론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고찰을 하고 부동산 유치권 존치 및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 분석 및 새로운 제

도 도입 시 검토사안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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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은 공시방법의 결여, 순위의 원칙 부적용 및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많은 문제

점 발생 등으로 채권담보라는 유치권 본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었으

나, 부동산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는 공시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행사의 문제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

호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문제점 개선만으로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우선변제권 행사,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허위·과장신고의 폐해로 인한 사

회적 비용 지출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제도, 즉 비용출자자 등

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점유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기청구

의 상대방을 채무자에 한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유치권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시방법의 개선을 위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점유

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방안이 타당해 보이고, 등기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현행 유치권제도의 효력이 유례가 없

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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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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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판결-

1.서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인 잔여지는 그 가

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예: 택지조성사업에 위치한 잔여지),

오히려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예: 속칭 혐오시

설에 대한 공익사업시행과 잔여지).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상법 “이라고 한다)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위 편

입지의 손실보상을 하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증가된 잔여지의 가격증

가분과의 상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토지보상법 제

66조), 한편으로는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손실의 유형에 따

라 잔여지 매수 및 수용보상(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1)(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잔여지 공사비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토

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글● 이남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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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잔여지 가격하락보상이나 감가보상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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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과 관련된 보상의 영역 특히 잔여지 보상의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도로사업의 경

우에는 좁은 폭의 토지가 길게 연속적으로 편입된다. 그로 인해 도로 사업은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재산권에 대한 간

접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로건설의 특성상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고, 나머지 토지는 대부

분 도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여 도로법상 접도구역 등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잔여지 보상의 문제는 도

로 사업에서 대표적인 문제영역의 하나이다. 2)

대상판결은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고속국도 건설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 의한 도로법(구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이 지정” 된 경우,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토지

보상법상의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대상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이다. 또한 대상판결의 원심과 제1심에서는 잔

여지의 형태, 면적축소, 소음발생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여부도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다. 

2. 사실관계3)

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평택 시흥 간 도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용지보상 업

무를 맡은 사업시행자로서, 2008. 11. 4.부터 2011. 6. 21.까지 화성시 (주소 생략) 일대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각 일

단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협의 취득하였다(이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협의 취득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이 사건 잔여지는 위 고속도로  ‘〇〇IC’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부근이 전, 답 등 농경지

와 마을야산이 주를 이루는 농경지대이며,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전’,  ‘답’,  ‘임야’ 등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9. 5. 위 고속도로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20m까지 부분을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다만 그 후 2015. 7. 29.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m까지 축소. 변경되었다.

다. 2013. 3. 25. 이 사건 공익사업이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201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에 대

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2014. 3. 24. 보상협의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2014. 5.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5. 21.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들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① 토지의 면적 축소나 변경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전출입 곤란 등으로 인한 획지

조건 악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

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

각되고, ②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부 편입으로 인하여 발

생한 손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접도구역 지정이라는 별도의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115

2) 박신, 도로의 개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현황과 과제-잔여지 보상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구 제13집, 제60면.

3) 이는 대상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1심판

결 이유에 따라” 정리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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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판결(대상판결) 

이 중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로법 제53조 제1항은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

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로의 관리

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92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

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

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손

실의 보상에 관한 협의와 재결신청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잔여지의 손실, 즉

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

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

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

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가. 먼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의 요건으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

지의 일부취득 이라는 요건 이외에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

단의 토지를 일부취득 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잔여지 취득보상

에서와 달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

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5. 선고 97누4623판결 참조).

116•제35호 부산법조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02  페이지 116



(2)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치하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토지분필로 인한 토지형

태. 면적 등의 잔여지의 개별요인이 나빠짐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이다. 이를 “수용 손실”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째,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

이 하락하는 경우이다. 이를 “사업 손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 “수용 손실”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의 본

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를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나, 위 “사업 손실 “은 실무에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손실이나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

다.4) 즉 위 “사업 손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도로건설 당시에는) 공사장 소음. 진

동. 분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형식으로, (도로건설 후 자동차가 통행하는 단계에 이르면) 교통소음이나

도로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형태로 다투어지는 것으로 보인다.5)

나. 다음으로 접도구역에 관한 구 도로법(구 고속국도법)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는 대상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항, 제53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2

항. 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한다. 참고로, 이 사건이 소송계속 될 당시, 구 고속국도법은 폐지되어 도로법(법률

제12248호,시행 2014. 7. 15.)으로 흡수되었다. 이에 따라 위 구 도로법(법률제12248호) 부칙 제15조(접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현행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법률은 도로법이 유일하다. 

다.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강학상 공용침해는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으로 구분하는 점,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 및 공용사용의 보

상에 관한 일반법 성격을 가지는 점,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취득, 매

수)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점(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참조),

이에 반해 공용제한의 보상에 관한 한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그 절차가 규율되는 점,

접도구역 지정은 공용제한의 일종인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점, 접도구역 지정행위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 재

량행위인 점(계획재량),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도로법(구 고속국도법)에서 매

수청구제도라는 별도의 손실보상 제도를 두고 있는 점, 위 도로법상의 매수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손실

은 이를 무보상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잔여지 소유자의 잔여지에 대한 토지형질변

경금지나 건축행위금지의무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

로 동시 또는 후속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접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

상판결이 접도구역 지정. 고시 자체로 인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도로법이나 고속국도법상의 매수청구제도의 적용대상이

라고 판시한 점은 타당하다.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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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원보, 잔여지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보상법연구 제13집, 제14면.

5) 이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환경법 “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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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공용제한 즉 도로법에서 규정한 용도구역(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토

지보상법이 아니라 도로법이나 고속국도법에서 규정한 토지매수제도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6)

(2) 다만, 대상판결이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시가,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 수용(매수)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도 전면적으로 확장적용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판실무는 토지

보상법상 잔여지의 매수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반영하

여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예컨대,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판결 참조). 

(3) 종전에 하급심에서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7) 그런데 대상판결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의 대상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판단을 한

의미가 있다.

5. 여론 - 토지의 면적축소, 형상변경, 진출입 곤란, 소음발생 여부 등에 따
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여부

가. 대상판결의 원심과 제1심에서 다투어진, 토지의 면적축소나 변경, 진출입 곤란, 자동차 소음 여부

등으로 인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대상판결의 의미를 고려할 때,

향후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이 부분을 쟁점으로 하여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은, 토지의 면적 축소나 변경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전출입 곤란 등으로 인한 획지조건 악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8)

다. 생각건대, 이는 사실심에서 잔여지에 대한 현장검증 및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하여 손

실보상 여부가 결정될 내용으로 보인다. 어쨌든 일단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잔여지가 면적축소,

형상변경 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도로개설(확장)공사 등의 공익사업 시행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미관지구,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선 후
퇴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 제한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는 별 론으로 하고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로는, 강선호.유정석 공저, 정당보상 관점에서 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연구, 부
동산연구 제26집 제1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년, 제39면 참조. 

7) 김두현,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향 연구-잔여지 보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6년.

8) 대상판결의 제1심 법원감정인은 위와 같은 잔여지 가치 하락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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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소위 
탐방보고서

개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상황을 현지를 방문하여 인근한 대

도시,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가까운 주민밀집지인 동경을

방문하여 현지의 상황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 상황을 살

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방문 및 현지 답사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 인권위원회의

물심 양면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소위 회원변호사님들이 적

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이후 해당 사실은 부산일보 2017. 7. 13.자에 “부

산변호사회 환경소위 13명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가보니”라

는 제호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방문에는, 변호사 강동규, 김미애, 이덕욱, 김동진, 김영길,

권혁근, 노정석, 김수정, 윤재철, 이정민, 최정진, 김현영(순서

없음, 13명)과 가이드가 함께 해주었다.

글● 변호사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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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 변호사들을 태운 비행기가 나리타 국제공항 제2

활주로에 내렸다.

이 활주로를 타고 나오면서 1970년경부터 시작된 나리타

공항건설을 막은 일본의 전투적 환경운동(산리즈카 투쟁)

의 전과라고 하여야 할지, 상흔이라고 하여야 할지 모를 신

사와 논밭을 보았다.

현재 이 공항의 북쪽 활주로는 남쪽 활주로보다 짧아서 제

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나. 회원들을 태운 버스는, 당시까지도 여행유의지역에 해

당하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로 이동하기 위해서 일본의

관동평야를 가로질러갔다. 저 끝에 보이는 산쪽으로 들어

가면 후쿠시마가 있다.

경로 2017년 6월 30일의 
후쿠오카현 이와키시 방문(탐방 1일)

2017. 6. 30. 1일차 경로
나리타 - 이와키시 - 도치키현 시오바라

2017. 7. 1. 2일, 3일차 경로
쥬젠지호 - 니코 - 동경 - 가와코에 - 나리타공항

붉은 선 부분이 활주로 건설을 막은 지주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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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 자체는 일본 관동평야의 끝자락에 동서로 넓게 펼쳐진 지역이다.

붕괴된 원자력발전소는 그 중 오른쪽 바닷가에 있으니, 후쿠시마의 현청이

잇는 지역이나 북쪽 산맥 지역은 오염지역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억울할 것이

라는 등의 얘기를 나누면서 이와키시로 들어갔다. 이것은 마치 죽음의 도시

로 끌려가는 분위기였다. 이와키시의 초입에 있던 이 낡은 건물이 분위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서둘러 올라간 단체의 정식명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이와키방사능시민측정실 ‘다라치’(いわき放射能市民測定室 たらちね)이다.

회원들은 위 단체의 안내원을 따라 사무실 내 설치된 방사능의 측정장치, 측

정결과 등을 보고, 측정방법 및 사고 이후의 추이 등에 대하여 들었다.

위 단체의 2016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 회의 활동은 ① 방사선

측정사업과 ② 측정 데이터의 공개사업, ③ 방사선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 ④ 베타선 방사능측정사업 ⑤ 기타 사업(해양조사, 학교 먼지 샘

플사업, 지역 학부모회와 협동사업, 자선콘서트개최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위 회의 정관상으로는 그 외에도 다라치네 클리닉 설치운영사업과 외부피폭

과 내부피폭에 관한 연수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위 ①, ②, ④사업과 다라치네 클리닉을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회원들의 소감은 여러 가지였으나, “일본 정부가 방사선 수치 측정

등을 해주지 않으니 시민들이 직접 토양을 채취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걱정

을 안고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전

사고 때 위험 반경 내에 위치한 부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고민이 됐다”

고 강동규 소위 위원장님의 소감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단순히 주장 자체가 아니라, 꼼꼼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본 시민

단체의 치밀함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그 데이터 수집 이후 행동이라든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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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지원 등이 없는것이 의아하였지만,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또한 다른 영역에서 엄밀한 정보수집을 우선하

고 그에 바탕한 시민운동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 원전사고가 난 발전소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이라 겁

을 많이 먹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또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서둘러 나오면서 가게 된

것은 후쿠시마 현의 아래쪽 도치기 현에 있는 시오바라라

고 하는 계곡 마을이었다. 이곳도 오기 전에 원전사고와 무

관하지 않는 곳이라고 들었다. 즉 태평양 쪽에서 불어온 바

람을 타고 방사능이 관동평야를 가로질러 온 다음 시오바

라, 닛코 등의 산악지대에 막히고 계곡마다 방사능이 쌓이

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실제 측정된 사례도 많다는 얘

기에 다소 긴장하였으나, 실제 마을은 평온했다.

가. 둘째날은 닛코(日光)에 들렀다. 닛코 신사를 보기 이전

에 닛코 주변의 산정호수인 주젠지 호(일본어: 中禅寺湖
ちゅうぜんじこ)에 우선 들렀다. 닛코 국립공원에 속해있

고 일본의 호소 중 꽤 큰 면적을 가졌다. 비가 오는 가운데

호수의 유출하천인 다이야 강으로 빠지는 길목에 자살로

유명하다는 게곤폭포(한문으로 華嚴폭포이다)도 보았다.

일본인들은 주젠지호수와 게곤폭포 사이에는 콘크리트로

수로를 설치하여 수량 등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위 주젠

지호수로 가는 길인 이로하자카(いろは坂)라는 도로는, 48

개의 커브길로 그리고 또 일본 유명만화의 배경지로 유명

하다. 길을 낸 일본인들의 아찔한 솜씨에 감동하고 또 길

을 낼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였다.

나. 확인해본 결과 이곳에 길을 낸 이유는 이 쥬젠지 바로

옆에 일본 메이지시대에 유명한 동(銅)광산 아시오(足尾)광

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아시오광산은 일본최초의 환

경재해의 발생지로 그리고 최초의 환경운동가의 탄생지로

유명한 곳이다.

2017년 7월 
1일과 2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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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후쿠오카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도 못한다는 현대의 후쿠

오카 시민들의 아픔과 당시 동중독으로 인하여 결혼도 하지 못한 아시오 광

산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교차하였다.

아시오 광독 사건은, 이 높은 산골짜기인 아시오광산에서 엄청난 동광이 발

견되고 국가적인 채굴이 이루어지던 188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우리가

타고 올라가던 와타라세 강의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였고, 주변의 산림과

농지 작물들이 말라죽었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 원인을 모르던 중 현지

중의원이었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가 당시 메이지 천황 등에 항의하면서

환경운동을 펼쳤으나, 당시에는 배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나 물산들이 모두가 백안시 당하고 있다고 한다.

1973년경에야 광산은 폐광되고, 아직까지 당시의 오염물질이 강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카에 대하여 현재 벌이고 있는 일들이, 과거와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다는 점에 묘한 대비를 다시 한번 이루고 있다.

한편 위 아시오 광산에는 우리나라에서 징용간 한국인들도 많이 희생되었다

고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다.

다. 닛코 동조궁의 세 마리 원숭이와 울울창창한 삼나무를 둘러보고 동경으

로 이동했다. 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본향으로 돌아 가지고 않고, 이 울창한

삼림지대인 닛코로 들어와서 정착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동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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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갔다가 쉬고 다음날 가와코에시를 나와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 본 일본 제일의 17,000㎢의 관동평야(関東平野)를 보면 답은 명확하였다.

관동평야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보다 조금 크다. 이 넓은 평야와

바다와 산이 주는 풍요로움을 떨치지 못했으리라.

라. 동경으로 가서 숙박하고 다음 날 가와코에라는 도시를 들러보고 역시 관

동평야를 가로질러 귀국하였다.

가와코에시는 역사적으로 "작은 에도"(小江戸)로 알려져 있고, 도쿠가와 이에

야스가 설치한 가와고에번이 있던 곳이었으나, 1873년에 사이타마 현에 들어

갔다고 한다. 옛날 생활상을 간직한 시내가 있고, 기타인(喜多院)에 있는 500

나한상(羅漢像)이 유명하여 들러보았다.

현재도 꽤 번화한 동경의 위성도시로 번성하고 있다고 한다. 

(2017. 12. 15. 정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환경소위 회원 변호사 김동진

가와코에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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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었다. 지상으로 낙하하는 속도도 아주 빨랐다. 2016년 10월 24일 ‘비선 실

세’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태블릿 PC가 처음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겨 있었다. 촛불 집회는 정국을 폭풍우속으로 몰아넣었다. 국회는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의 권한

은 정지됐다. 2016년 병신년은 저물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았다. 봄을 알리는 아이, 봄매화

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도 점점 다가왔다. 

대통령을 파면한다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

건 결정문의 주문이었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주문을 읽은 후 다른 7명

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재판정을 나갔다.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된 시간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

시 21분이었고, 장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었다. 헌재는 모든 사안에 ‘8 대 0’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가 제출한 13가지 탄핵안을 4가지로 압축해 판단했다. △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 대통령 권한 남용 △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성 의무 위반 △ 언

론의 자유 침해 △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이다. 헌재는 이 가운데

공무원 임면권 남용, 세월호 사건 관련 및 언론의 자유 침해의 점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의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

시해 6명의 1급 공무원 가운데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통령과 연관된 구체

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의 근거가 됐던 세계일보 사장 해임 건 역시

글● 이일권 변호사 

바람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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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였

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무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밝혔다. 대통령의 무능과 불성실은 소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헌재 결정의 핵심 쟁점은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점, 안종범을 시켜

대기업으로부터 744억원을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운영한

점, KT와 현대자동차그룹·롯데 등을 이용해 최순실이 사익을 취하도록 지시 혹은 방조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최순실에게 공문서를 전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

수 의무 위배,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은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위

배, 최순실이 두 재단법인의 의사를 결정한 것 등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것은 정치적 심판인 탄핵심판의 가장 핵심

적인 가치판단이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그 중대성 여부에 따라 파면 여부의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 중대 사안을 결정하면서 이익형량, 즉 파

면할 때와 파면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국가에 더 큰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박 대

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

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 비해 압도

적으로 크다고 판단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계속 허용 불가’를 확인했다. 결국 박 대통

령은 파면됐다. 대통령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피의자로 소환되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 권한을 상실했다. 파면 후 이틀이 흘렀다. 박 전 대통령은 2017

년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다. 그 후 9일이 지났다. 박 전 대통

령은 21일 오전 9시 23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다. ‘국민 여러

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청에서 21

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시간 조사

를 받았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20분간,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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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 옆방인 1002

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노승권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1001

호 조사실로 들어서 피의자석에 앉았다. 수사검사인 한웅재 형사8부장은 박 전 대통령의 나이와

주소 등을 물었다. 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호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불렀다. 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

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불리한 질문

에는 단답형의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을 고지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옆 좌석에 앉아 조사에 참여했다. 

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받는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사

는 조사를 끝낸 후 컴퓨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주었다.

분량은 수백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이상 피의자신문조서를 읽고 검

토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향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어와 문구, 문맥 등이 불

리하게 적힌 경우 최대한 수정을 요청하면서 열람했다. 이후 조서에 서명·날인한 후 다음날 오전

6시 55분쯤 검찰청을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에게 그 날은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을 것이다. 다시 5일이 흘렀다. 검찰은 27일 전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19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도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경호원 12명에게 둘러싸인 채 영장심

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마중

하거나 차를 대접하는 등의 예우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문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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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8시간 40분. 1997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방식으로 영장심사제도 바뀐 이후 최

장 피의자 심문 시간을 기록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1995년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의 호칭은 ‘피의자’였다. 검찰 소환조사 당시 수사검사는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고 불렀지만

이날은 일반적인 영장심사 관행을 따른 것이다. 

“피의자는 직업이 뭔가요？”(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전직 대통령입니다.”(박 전 대통령)

오전 10시 반 영장심사가 시작되자 강 판사는 앞에 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섰고,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이 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받은 검은

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 뒷좌석에 홀로 탄 것과 전혀 달랐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

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002호에서 31일 새벽까지 대기했다. 1002호는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장소로 조사실과 함께 만든 간이 휴게실이다. 통상적으로 피의

자는 검찰청사에 대기할 경우 경찰의 유치장에 해당하는 구치감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비 및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실 옆 휴게실을 유치장소로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기 장소가 구치소가 아니라 검찰청사였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거나 수의를 입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인의 접근도 막아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혼자 대기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

다. 31일 새벽 3시 3분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

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풀고 화장을 지웠

고, 그 날 새벽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름도 잃었다. 호칭은 수

인번호 503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치소로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2일이었

다. 그 동안 호칭도 ‘대통령님’에서 ‘피의자’로, 다시 ‘503호’로 불려졌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

리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

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 최악의 불행을 당한 사람이 여럿 있다.

이유도 제각기 다르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순간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불행한 대통령

의 역사를 다시 쓸 사람은 또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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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은 조국 교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1일 조

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주로 맡아왔

다. 이 자리에 검찰 개혁 의지를 가진 법학자를 발탁한 것이다. 조 수석은 ‘검찰이 권력의 유혹에 취해

정권의 망나니가 됐다’며 ‘개명천지에 검사 가죽을 벗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피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

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임명 직후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안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

을까. 반대로 해석하면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수사지휘를 했을

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수사 검사의 상급자들만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유

일한 외부자는 법부무 장관이다. 그것도 검찰총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한을 청와대와 은밀하게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7∼10월 검찰국장과 160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았다. 역대 정부 청와대의 수사 개입 통로로 많이 활용됐던 방식은 아마 ‘민정수석→검찰국장→검찰

간부·수사 검사’였을 것이다. 민정수석이 직접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에게 수사 방향을 전달했을 것이다. 

민정수석과 검찰국장은 인사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들었다.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과 청와대

에 파견된 검사들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모두 하나였을 것이다. 청와대는 장막 뒤에서 검찰에 은밀

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잘 따르는 검사에겐 승진과 좋은 보직으로 보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

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다. 조 수석이 수사지휘를 안 한다고 선언한 것은 청와대가 검찰의 정치적 중

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은 청와대이다. 대통령 스스로 검찰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전에 임명되자, 그 날 오후 2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

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5월 9일 대선 직전까지 대검찰청 참모들에게 12월 1일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갑자기 사퇴했다. 조 수석과 얽힌 과거사가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조 수석은 김 총장이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

모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총장은 조 수석 임명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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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문 대통령은 5월 19일 윤석열(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발탁했다. 윤 검사는 ‘최

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석 파견검사였다.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케 한 것

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남은 의혹을 수사하라는 포석으로 보였다. 

지난 2013년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 팀장은 이 발언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를 받고 이후 한직을 전전했다. 그를 다시 중앙 무대로 복귀시킨 것은, 과거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

던 박영수 특검이었다. 윤 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각계

인사들을 대거 구속 기소했고, ‘국민검사’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그렇지만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

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추어 버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

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

해서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검사를 곧바로 고검장으로 승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내린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윤 지검장은 사법연수

원 23기로 전임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18기)에 비해 5기수나 낮았다. 또한 검사장 승진과 동시

에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적도 없었다. 또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태

였다.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원포인트 검사장 승진 인사였다. 

그 날 이루어진 다른 검찰 인사도 살펴보자.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11년만에 호남 출신 인사인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21기)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문 대통령은 이른바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전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20기)이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

서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했다. 한편 이창재 법무부 차관(19기)은 이날 오전

에,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18기)는 이날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사의 표명으

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장관과 차관, 총장과 차장 등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

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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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이른바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의 여파였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21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저녁 식

사를 했다. 그 곳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

네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비용을 지불했다. 만찬 당시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

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이었다. 그는 이 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

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 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을 뿐’이

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늘 해왔던 일이었다.’ 

이 전 지검장이 만찬 참석자들의 상급자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고검장급이

던 나로서는 돈봉투를 건넨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보다 상급자임이 명백하다’며 ‘후배들에 대한 청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을 지

휘·감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특히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예산과 인사 등에

대한 실무자 지휘에 있었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의혹의 발단이 됐다’고 맞섰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

건으로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등 발령됐고, 결국

검찰을 떠났다. 인사의 회오리는 또 다시 펼쳐졌다.    

부적정 사건 처리 검사장 좌천

법무부는 2017년 6월 8일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급 검찰 고위직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로 윤갑근 대구고검장(19기), 정점식(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20

기)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한편 유상범 창원지검 검사장은 광주고검 차장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5자리다. 그 자리는 검사장의 보직 범위에 해당한다.

검사장을 앉힐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검사장급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는 관행적으로 1자리에 불과했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검사장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장이 혹시 물의를 일으켜 대기 발

령을 시켜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나머지 4자리는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검사급으로 만들어 놓

았다. 법무부는 이런 관행을 깨고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4명을 한꺼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

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지 않았다. 인사 발령 소식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직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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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사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으로 문제가 제기

된 검사를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빼고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이동시켰다.’ 문책성 인사,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언론은 이렇

게 설명했다. 윤갑근 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소극적인 수

사를 했다는 것이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위한 법리 검토 및 대책 마

련을 총괄했다는 것이다. 김진모 검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허술한 구조로 인명피해를 키운 해양

경찰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전현준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유상범 검사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실무 책

임자라는 것이다. 

이번 인사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족집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부적정 사건 처리

를 이유로 고위 검사들을 사실상 불명예 검사로 낙인찍고 족집게로 뽑아내는 인사를 했다. 또한

법무부 발표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부적정 사건 처리’를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주거나 전보 사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일각에선 실

체적 정의를 앞세워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되짚어 볼 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얘기했다.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

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국민께서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강

조했다.  문 총장은 임명장을 받고 돌연 한시를 읊었다.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

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문 총장이 인용한 글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이 쓴 ‘하늘 노릇 하기 어렵다’라는 제목의 한시다. 각자 입장에 따라 바라는 것과 생각하

는 게 다르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생각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 시는 2014년 3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 간부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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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그 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바뀌어야 할 모습으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

찰’을 꼽았다. 한편 ‘엄정하되 잔혹하지 않고, 끈질기되 각박하지 않는 기품 있는 수사’를 주문했다.

취임식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정책 비전을 발표했

다. 취임식장에 도열해 진행되던 개별 신고를 폐지하여 권위적 조직문화를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

였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간부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검·재경·수도권

의 소수 간부만 참석했다. 문 총장은 취임 첫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소속

수사관과 검사 전원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각종 범죄 첩보를 수집하

는 곳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총장 직속 부서로 만들어졌다. 검찰총장에게 검찰 안팎의

동향을 전달하는 통로인 만큼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정수봉(25기) 부장검사는 범정기획관에 발탁됐지만, ‘사건 부적절 처리’를 사

유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나 사실상 좌천됐다. 범정기획관실 기능이 축소되면 검찰 자체 수사의

시발점이 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회의나 사석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했다. ‘두 손에 물컵이 있는데,

또 물병을 쥘 순 없습니다’며 ‘놓아야 쥘 수 있습니다.’ 문 총장은 이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돌고 있다. 그 중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

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 방향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공수처 설치는 찬성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한다는 속마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속마음을 알 순 없다. 

변창훈 검사 자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 2일 현직 검사 3명에 대하여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였다.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되었던 검사 3명이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자료를 은폐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조언했다는 것

이다. 그들은 그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호중(21기) 부산지검장과 법률보좌관으로 근무한 변

창훈(23기) 서울고검 검사, 파견 검사였던 이제영(30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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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검장은 10월 27일 금요일 오전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날 저녁에 인사조치됐다. 법

무부는 장 지검장을 그 다음주인 10월 30일 월요일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그를

수사나 지휘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다. 그는 금요일 저녁에 전보되는 바람에 부산지검에서 이임식

을 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10월 29일 일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1월 5일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변창훈 검사는 11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화장실 창

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던져 투신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0여분 앞두고 있었다. 영장 심사

법정에 출석한 사람은 이제영 부장검사뿐이었다. 

생을 마감한 변 검사의 부인은 어느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변 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

기 전 마음을 달래려고 근교에 나갔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고

슬프니 눈물도 안 나네'라고. 부인은 이른 아침 압수수색을 나온 게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7시 5분에 왔어요. 큰애가 고2, 작은애가 중2라 학교 보내려고 깨우려던 시간

이에요. 다들 파자마 바람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왜 이렇게 (운명이) 가혹할까. 살아만

주면 구치소 가도 다 뒷바라지하려고 생각했는데...(흐느낌)’ 

변 검사 자살로 여기저기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 발 적폐청산 하명수사가 변 검사를 죽음

으로 몰아넣었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인권침해적 소지가 다분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집안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학교에 보낸 뒤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른 아침 자

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4년 전 댓글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게 재수사를

맡긴 것 자체가 보복수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6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그 다음날인 7일 오전 5시 26분쯤 구속영장

을 발부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부장은 결국 구속됐다. 검찰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부당한 지

시나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눈 한 번 질끈 감을 것인가, 아니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할

것인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과연 꽃길일까, 아니면 흙길일까. 꽃길을 걸었다고 생각했는

데 세찬 바람이 휭하고 불어온다. 고개를 돌려 돌아보면 꽃은 전부 지고 흙길만 남았다. 누군가 이

렇게 말했다.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순간도 다 지나가리라.’(끝)

부산지방변호사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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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송현우 변호사 外

사진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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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뜬 바다   송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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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향기   송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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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의 봄 빛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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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한마당   송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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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빛. 그 바다에 스미다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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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이  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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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먼트주 자연공원   정  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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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 섬   정  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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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도   김  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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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아트밸리   김  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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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약속   김  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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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깃발   김  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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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서원 1   김  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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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서원 2   김  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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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고쿠라성 정원   박  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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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슈호도 동굴   박  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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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김연아 외

시 진등 외

수필 날개와 지느러미 : (법률문장론 서설 1)

수필 사진

수필 용어(用語) 유감

수필 지금이 좋다

수필 한여름밤의 꿈

기행문 2017년도, 두 차례의 캐나다. 미국 여행을 마치고

기행문 뉴질랜드 자유여행기

기행문 신들의 고향 ‘산인(山陰)’

기행문 일본 미술기행

기행문 중국 서한, 낙양, 정주를 다녀오면서

기행문 폴란드 자동차 여행

독후감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읽고’

고경우 변호사

류도현 변호사

고종주 변호사

최지현 변호사

우성만 변호사

조진제 변호사

황민호 변호사

황진호 변호사

윤여준 변호사

박경구 변호사

김백영 변호사

홍광식 변호사

이태원 변호사

홍광식 변호사

시 수필 기행문 독후감

160

162

164

178

202

206

210

214

238

248

262

274

29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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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제35호 부산법조

어느덧 맨 땅이 빙판보다 더 미끄러울 때

연습을 재촉하는 엄마의 야속한 목소리가 포근한 자장가로 들릴 때

밤에 온몸의 부상으로 울다가 잠들지만, 아침이면 맑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이기려는 아사다의 고통에 왠지 눈물이 날 때

판정을 번복하라는 국민들의 고맙고도 고마운 성원을 뒤로하고 스무 살 처자로 돌아올 때

이제 그는 올림픽의 금메달이 아니라 인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

글● 고경우 변호사 

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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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속에서 하늘을 

날았던 그 사람의 지난 마음을 

너는 아느냐 

차라리 따귀를 맞고 싶었던 

그 사람의 마지막 고독을 

너는 아느냐 

가는 너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입가에 남겨진 미소의 의미를 

너는 아느냐 

모르겠지 

정말 모르겠지 

그러니 뒤에 남은 그 사람이 

기약 없는 시공 속에서 

홀로 발버둥치리라는 것은 

더더욱 모르겠지 

이 별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04  페이지 161



162•제35호 부산법조

언 바람 불어오고 손 호호 불어대던

아마도 이맘 때였으리라.

가마니에 새끼줄 달아매고 갈쿠리 든 채 

땔감 구하러 나섰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진등 끝 언덕배기

그 곳에 선산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었다.

원하시던 덤바구는 아니지만

고개 끄덕이며 훤하게 꿰뚫고 계셨다.

강 건너 일처럼 저질러진 그 곳을 통해

떠나신 분 탯줄은 보내드렸다.

천길 낭떠러지 내려다보듯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곳이다.

가슴 아파올 때는 찾아와

우물 안 들여다보듯 떠나간 구멍만 쳐다본다.

출구에서는 이 곳이

훤히 내려다보일까.

이 풀잎 같은 아픔의 잔해가

건너편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2012.  1.  12.

할머님 산소 옆 서성이며

진 등

글● 류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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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
아직 발이 크지 않아서인지

달리다 걸핏하면 넘어졌다.

검정 고무신 안에 땀이라도 차이는 날엔

미끄러워 줄줄 벗겨지기 일쑤였다.

엎어져 손바닥에 핏방울이라도 맺히다 보면

땅에 엎드린 채로 “퉤퉤퉤” 침을 세 번 뱉었다.

그러한 흑백 사진도 이젠 빛이 바래

한참을 더듬어서야 겨우 걸어나온다.

고무신은 구하지 못했지만 한 번 더 엎어져보고자

기억 속 지도를 따라 이렇게 그 곳 찾아와 섰다.

그러나 갈인정 들판 내려다보이던 그 언덕은

까뭉개져 사라져버렸다.

코 들이대고 끙끙거렸지만

넘어졌던 흙먼지 조차도 맡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코 묻은 교정 떠나듯

개울물 따라 고무신 타고 이미 떠나버린 게다.

어쩌면 보따리 싸서 내 뒤 몰래 따라와

가슴 속 배낭 안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게다.

호주머니에 양 손 꼽아넣고 뒤돌아서 오면서

발 앞에 있는 돌멩이만 그저 굴려 보았다.

2012.   1.   14.

고향에 들러 사쿠라 나무 서 있던 곳 둘러보고 돌아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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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와 지느러미 (법률문장론 서설 1)      

글● 고종주 변호사 

법률문장의 소재와 논의의 범위 

1. 법률문장은 법령 조문의 형태로 존재한다. 법령

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

령, 각부 장관이 정하는 부령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

같은 법령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법률문장이

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이자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

문장이다. 

2. 그러나 ① 법령의 해석을 위한 법학교과서와 법학

논문(판례평석), ② 구체적인 사실에 법령을 적용한

판결문, ③ 판결을 구하기 위한 검사와 변호사의 변

론문(공소장, 변론요지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에 동원되는 문장도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문장이다.

전자의 문장은 후자의 문장이 지향하는 논의의 근거

가 되는 텍스트(text)로서, 후자의 문장, 즉 ①, ②,

③의 각 문장은 이의 해석과 적용을 목표로 한다. 

3. 법률문장론은 그 뜻으로만 보면, 법률문장에 대

한 논의, 즉 법률문장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줄인 말

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률가가 사건이나 논제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는 생각을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다루는 논의가 법률문장론이

다. 법률문장, 그 중에서도 법률을 이해하는 일이 곧

대학원 전 과정을 거친 법률공부이고, 그와 같은 이

해를 바탕으로 표현한 결과물이 또 다른 법률문장이

다. 후자의 문장과 문서작성법을 중점적으로 탐구

하는 것이 법률문장론이다.       

4.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문장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입법자나 그 내부 조력자인 다수 공무원들을 대상으

로 전개되리라고 보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문

장에 대한 논의는 법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률가를 대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는 주로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법률문서 즉 변론문에

서 구사하는 어휘의 용법과 문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5. 법률문장도 우리 글로 쓰는 보통의 문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좋은 법률문장을 작성하려면 우선 동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04  페이지 164



부산지방변호사회•165

원하는 어휘의 구사방식이 우리말의 어문체계와 어

법에 맞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통

상의 문장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특수한 문장론인

법률문장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무엇보다도 정확

한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은 결국 단어의

선택과 배열에 다르지 아니하므로, 법률가로서는 법

률문장을 작성함에 있어 어떤 단어를 어떻게 구사하

여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것이 단

어에 관한 논의이다. 

6. 다음으로는 선택한 단어의 배열, 즉 구문(構文)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짧은 문장으로 핵심을 간파

하는, 품위 있고 따뜻하며, 간결명료한 문장을 쓰면,

문장에 절로 힘이 생겨 문장이 오히려 글 쓰는 사람

을 인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7. 이어 필요한 것이 법률문서(변론문)의 설계에 관

한 논의다. 이 단계에서는, 단락을 어떻게 나누고 거

기에 어떻게 번호를 부여하며, 단락에 소제목을 붙

이는 방법은 무엇이며, 핵심의 강조는 어떤 방식으

로 하고, 글자의 크기와 줄 간격은 어떠하고, 도표와

그림 및 사진의 이용방법은 물론, 문서의 레이아웃

(layout)과 디자인(design), 문서의 매수, 각주와 괄

호 사용방법, 본문과 첨부 증거를 연결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독자인 법관이 내가 작

성한 문장과 서면에 집중하여 끝까지 읽게 하겠는가

하고 공들이는 계책을 모색하게 된다. 

8.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든 것 이상을 표현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관과 가치

관 및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 문장이 달라지고, 같

은 사물에 대한 같은 뜻이라도 끝내는 다른 사람과

는 사뭇 다른 문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률가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말할 것도 없

고,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예술 등에 관한 광범위한

식견과 소양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뷔퐁의 말을 빌릴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장(文章)이 곧 사람이라는 사

실을 자주 실감한다.   

법률문장의 구조와 기능 및 법률가의 기본 자질

9. 법률문장의 바탕이 되는 텍스트는 법령이 사용한

문장이다. 법령의 조항은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이

라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보자. 형

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前件) 10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後件)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前件) 효력이 생

긴다(後件)고 규정하고 있다. 전건은 요건(법률요건)

이고 후건은 효과(법률효과)다. 이와 같이 본래의 법

률문장 즉, 법령은 요건과 효과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전건의 사실이 존재하

면, 후건의 효과가 부여되는, 이른바 사실과 (법률)

의견의 결합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그리하여 법령은 사전적(事前的)으로는 국민에

대한 행위규범이 되고, 사후적(事後的)으로는 법원

에 대한 재판규범이 된다. 이로써 국민으로서는 자

기가 한 행위(요건사실)에 대한 장래의 법률효과를

예측 가능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

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이 예정한 효과를 귀속시키게 되

는 것이다. 후자와 같은 방식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

정은 “내게 사실을 말하라, 그리하면 네게 권리를 일

러주리라” 는 하는 법언(法諺)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11. 재판은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인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법적 가치판단에 의한 삼

단논법으로 판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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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가의 임무는 증거에 의한 정확한 사실의

발견과 법리에 의한 명석한 논증이다. 변호사가 법

정에서 구두로, 또는 문서로 표현하는 법률문장은

이상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12. 변호사의 활동공간인 법정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특허 사건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현장으로서, 그곳에서 수많은 법률분쟁에

관한 증거조사와 변론이 진행된다. 가히 전쟁터다.

그러므로 변호사로서는 ① 우선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의견인지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어야 하며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의 의무가 있지만, 의견

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전자에 관하여는 이른 바 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증

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고,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증명주제를 달리 하여, 다수의 간접

증거를 통하여 요건사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

로 유도하여야 하며, ③ 후자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실에 합당한 법률해석과 평가는 말할 것

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관점도 제시하여야 한다.  

13. 그 점을 강조하여 데이비드 발다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법정에서 승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상대편 변호사보다 이야기를 더 잘

만드는 변호사를 고용한 의뢰인이다. 소송에서 사

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을 재구성해서 의뢰인의 승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

실은 강조하고, 어떤 사실은 축소한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시킨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변론현장에서 객

관적 진실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요증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존부불명이어서 결국은 입증책임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다수의 회색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과거의 선례에 의존하여 이미 지나간 역

사적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이기 때문

에 법률가는 창의력이 필요 없고, 그래서 노벨상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이 경우에

변호사의 창의력이 승부를 가른다. 그리고 그런 경

우의 성취감이 대단히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

하여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면 관점을 바꿔라” 는 말

이 생겨났다. 

14. 그러므로 법률가인 변호사는 변론문의 작성과

구술변론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이 기대하는

법률효과의 쟁취를 목표로, 사실에 관한 주장과 법

률의견에 관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에 관한 열정과 노력은 물론 이

에 바탕을 둔 정교한 내러티브(narrative)의 구성 기

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해석에 관하여도

탁월한 논증 능력 또한 구비하고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나아가 이러한 양자의 실력이 겸비된

상태에서 발휘되는 기술과 능력은 오로지 말과 글을

통하여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결국은 법률문장

의 표현능력에 따라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 획득의

승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의 활동공간이

지상이 아니라 공중이나 수중이라고 한다면, 그가

지닌 표현능력은 새의 날개나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다. 그것 없이 그는 공중을 날 수도 수중을 유영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법률문장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

으로는 법정에서의 공중비상(空中飛翔)과 수중유영

(水中遊泳)을 위한 표현방식과 기술에 관한 탐색이

라고 할 수 있다. 

단어와 구문에 관한 논의 - 법률용어의 습득과 이의

사용 방법      

15. 법률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의 대부분은 명

사(名詞)인 법률용어다. 법률가는 학습과정에서 법

률용어를 주로 현행 법령의 문장과 법학교재 및 대

법원 판결에서 습득한다. 어떤 국가의 법률가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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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문장의 수준은 원론적으로 위 세 가지 문장

의 수준을 능가하기 어렵다. 결국은 법령의 문장과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결과에 해당하는 두 가지

문장의 질이 그 사회 전체 법률문장의 수준을 결정

한다. 법령의 문장에서 사용된 용어와 구문이 얼마

나 정확하고 잘 정돈된 문장인지, 그리고 이를 받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학교재 및 논문과

판결문이 얼마나 잘 다듬어진, 군더더기 없는 쉽고

도 간결명료한 문장인가 하는 점이 그만큼 중요하

다. 법령과 판결문 등에 사용된 좋은 문장은 결과적

으로 이를 전범(典範)으로 한 법률가의 변론문 역시

좋은 문장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가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일본을 통하여 전수되

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본어에 다수 오염되었고,

이후 구미각국과 문화적으로 교류를 계속하면서 주

로 영어번역 투의 문장이 침투하였다. 그간 정부는

이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민사법

의 단어 수정에 이어 최근에는 63년 만에 어려운 형

사법 용어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한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6. 그러나 법률가로서는 현행법령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자신이 작성하는 문장에 구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변론문에서 법령의 조항을 인용하거나,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대상인 문장의 표

현이 어색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더라도 이를 그대로

차용(借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인용의 범위를 벗어

나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법률

용어가 아닌 통상의 단어나, 법률용어를 움직이는 동

사 등은 굳이 잘못 된 용례를 답습할 필요가 없다. 어

색한 경우를 보면 이와 같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

이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누

리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또 헌

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를 “국회는 선전포고와 국군을 외국에 보내거나 외

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일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로 쓰면 왜 안 되는

것일까. 이와 같이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單

語)와 구문(構文)의 용례를 몇 가지만 열거한다. 단어

를 잘못 써서 문장이 난삽해 진 경우다.  

17. 먼저 <의>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이는 일본어 노

(の)를 바꾼 표현법이다. 저들은 자연스러우나 우리

는 거치적거린다. ① 다른 뜻의 문장 → 뜻이 다른

문장, ② 부스스한 옷매무새의 여인 → 옷매무새가

부스스한 여인, ③ 다양한 내용의 글 → 내용이 다양

한 글, ④ 같은 뜻의 말 → 뜻이 같은 말, ⑤ 문화의

변동양상 → 문화가 변하는 양상, ⑥ 자료의 부족으

로 말미암아 → 자료가 부족해서, ⑦ 언어의 습득은

매우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인간

은) 언어를 매우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다,

⑧ 글쓴이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 어떤 성격

을 지닌 사람인가 →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⑨ 활용

어미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다 → 활용어미를

잘못 쓴 것들이다, ⑩ 힘의 사용 없이도 → 힘을 안

쓰고도,  ⑪ 희망의 상실이다 → 희망을 잃는 것이다

→ 희망상실이다, ⑫ 우리의 월세계에서의 생활 →

우리가 월세계에서 사는 일은, ⑬ 몸짓의 세련됨 →

세련된 몸짓, ⑭ 초승달 같은 눈의 서금돌 → 눈이

초승달 같은 서금돌, ⑮ 이 책의 내용은 참 좋다 →

이 책은 내용이 참 좋다, ⑯ 내용의 전개, 어구의 해

석, 단원의 마무리 → 내용 전개, 어구 해석, 단원 마

무리, ⑰ 40여 편의 작품 → 작품 40여 편. 이 정도

만 바꿔도 문장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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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히 <의>의 반복은 문제가 심각하다.기한의 이

익의 상실,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무능력자의 상

대방의 최고권. 이런 경우에는 명사구를 해체하여

동사구로 다시 풀어써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말

은 대명사  ‘그’ ‘그녀’ ‘그들’ ‘그것’등을 아주 싫어한

다. 삭제하거나 꼭 필요하면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보통명사나 고유명사로 바꿔라. 그리고, 그래서, 그

러므로, 그로부터(우리는 구어에서 이런 단어를 거

의 쓰지 않는다) 등 접속사를 모조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접속사를 굳이 안 써도 될 경우가 많다. 상목

수가 못질 하나 없이도 집 한 채를 거뜬히 지어내듯

이 말이다. ‘또는’은 ‘이나’로 고친다. 

19. 다음과 같은 <이상한 어구(語句)>를 제거하라.

① 이루어지다(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의사소통이 원활하여야 한다), ② 주어지다(우리

에게 주어진 임무는 → 우리의 임무는), ③ 가지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 긴급히 기자들을 만나).

④ 요구되다(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다방면으

로 접근하여야 한다), ⑤ 필요로 하다(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 →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⑥ -에

의하여(사실에 의하여 증명된다 → 사실로 증명된

다),  ⑦ -으로부터(하나의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짐작하다 → 사실 하나로 다른 사실을 짐작하다) 등

이 그것들이다, ⑦의 경우는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한

다. A로부터 B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 B하고 있다는 A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①은 이렇게도 쓴다.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 실현하지 못하였다.          

20. <일본어의 잔재(殘滓)>인 입장, 수순, 십분, 역

할, 내지, 차원, 지분, 신병(身柄), 인도, 축제, 납득,

거래선, 세면, 옥외, 승합차 수취인, 입구, 할증금,

담합, 입회, 일응 등의 낱말은 쓰지 말라. 지금도 많

은 사람들이 선고를 언도라 하고, 조사를 취조라 하

고, 법원을 재판소라고 하고 있다. 최근 로스쿨을 졸

업한 변호사의 변론문에서 ‘일응’이라는 단어를 발

견하고 기겁을 한 적이 있다. 광복 70년이 지났는데

도, 언중(言衆)이 전혀 듣도보도 못한 기이한 일제

(日製) 단어가 아직까지도 법률가의 문장 가운데 살

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다.  

21.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 붙여 쓰는 어간 <-이>를

빼고 어미  ‘-다’만 써야 한다. ① 기호의 체계이다

→ 기호의 체계다, ② 소월의 시이다 → 소월의 시

다, ③ 외래어이다 → 외래어다. 굳이 이를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제거하면 문장에 속도가 생긴다. 

22.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 중에서 <우리말 맞춤

법에 어긋나는 용례>가 적지 않다. 그 중 20개만 열

거해 본다. ① 왠지 기분이 좋아, 웬일이니? 웬만큼,

② 옛부터 → 예로부터, 예부터, ③ 그리고는 → 그

러고는, 그리고 나서 → 그러고 나서, ④ 덩쿨 → 덩

굴, 넝쿨, ⑤ 오랫만에 → 오랜만에, ⑥ 될른지 모르

겠다 → 될는지 모르겠다, ⑦ 촛점 → 초점, 회수 →

횟수, ⑧ 듯하다, 듯싶다(붙여 쓴다), ⑨ 풍지박산 →

풍비박산, ⑩ 어쩔 땐 → 어떨 땐, ⑪ 들리다 → 들르

다, ⑫ 맨날 → 만날, ⑬ 이 자리를 빌어 → 이 자리

를 빌려, ⑭ 통째, 병째, 껍질째(채가 아니다), ⑮ 두

리뭉실하다 → 두루뭉술하다, ⑯ 서슴지 않다, 익숙

지 않다(서슴치, 익숙치가 아니다), ⑰ 뭐길래 → 뭐

기에, ⑱ 금새 → 금세, ⑲ 걸리적거리다 → 거치적

거리다, ⑳ 허접쓰레기 → 허섭스레기. 위에서 제시

한 오용(誤用)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조

세희, 김훈, 스탕달 등)들이 법전(法典)을 곁에 두고

늘 들여다보듯이, 법률가인 변호사는 국어사전(國

語辭典)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법률가가 우리말 맞

춤법도 제대로 모른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23. 좋은 문장의 주된 장애물인 <있다, 것, 수>를 바

꾼다. 일본어와 서양어 번역에 오염된 표현이다. ①

- 하고 있다 → 한다, ② 가고 있다 → 간다, ③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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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고 있었던 것이다 →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 ④

몸에 좋은 것이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 몸에 좋다 하면 무엇이나 다 잘

팔린다, ⑤ 누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 누전을 일으

키기도 한다, ⑥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 → 광우병

에 걸릴지도 모른다, ⑦ 유대가 깨져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다 → 파탄을 가져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⑧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그럴 만도 하다.

맞는 애기다.

24. 영어를 중심으로 한 구미어는 사물주어가 많고,

명사 중심으로 말한다. 우리말은 <사람 주어로, 동사

중심으로> 말한다. 이 차이를 뚜렷이 의식하고 있어

야 한다. ①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파괴를 낳는다 →

분별없이 개발하면 자연이 파괴된다, ② 보호를 요청

했다 →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③ 의사의 꼼꼼한 진

찰은 환자의 빠른 쾌유를 가져왔다 → 의사가 꼼꼼히

돌봐준 덕분에 환자가 빨리 나았다, ④ 그것들의 자세

한 비교는 차이점을 드러낼 것이다 → 그것들을 자세

히 비교하면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⑤ 맥주는 보리

로 만들어진다 →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   

25. 일본이 만들어서 동양 3국에 유포시킨 구시대의

유물, <-적(的)>을 물리쳐라. ① 생태적 천이 → 생

태천이, ② 야만적인 짓 - 야만스러운 짓, ③ 굴욕적

인 패배 → 굴욕스러운 패배, ④ 남성적인 매력 →

남성다운 매력, ⑤ 지도자적 풍모 → 지도자다운 풍

모, ⑥ 매력적인 미소 → 매력이 깃든 미소, ⑦ 자극

적인 발언 → 자극하는 발언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등 적(的)이 붙은 단어를 이

어 쓰면 문장이 딱딱해지면서 읽기에 불편하고 결과

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모호해진다. 이어

령 전 문화부 장관의 지적이다. “적(的)이라는 말꼬

리부터가 말썽이다.  ‘적’자는 현대문명이 낳은 거룩

한 사생아며 그만한 이유로 약간은 기형적인 놈이

다. 이 ‘적’은 아무 말에나 붙어 다니면서 모든 의미

를 모호하게 만들어놓는다. 여자의 심심한 앞가슴

에 체면 유지로 붙어 다니는 브로치처럼 좀 고귀한

기생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무데나 이

편리한 ‘적’자의 연막을 쳐서 자기의 ‘유식’을 보존하

기도 한다. 모든 것을 ‘的’(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텔

리들에게서 이 말을 빼면 남는 말이 별로 없을 정도

다. 이쯤 되면 ‘적’이라는 말은 뜻이 변화된 것이 아

니라 그 뜻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이 된다. 액세서

리가 된 언어 - 참 눈물틱(?)한 일이다.”

26. 영어번역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파생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영어의 복수명사는 무

조건 <들>을 붙여야 한다는 생각이다(어떤 사람은

이를 재봉틀 증후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말 중에는 ‘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 때문

에 최근 ‘들’이라는 말이 범람한다. ① 요즘 손님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 되지, 요즘 손님들이 너무 많

다, 라고 굳이 들을 안 붙여도 된다. ② 실적이나 행

적을 애써 실적들, 행적들이라고 덧붙일 필요가 없

다, ③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면 족하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고 쓸 것은 없다. ④ 여러 사람

들을 만났다, 새들이 떼지어난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사과들

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등의 경우에 붙은 ‘들’은 모두

군말이다. 이어 읽으면 들들들 소리가 난다고, 이와

같은 사족들을 다 걷어내야 문장이 맑아진다. 

27. 영어 번역 문장이 대거 우리 사회에 유포되면서

그들이 많이 쓰는 <수동태>가 요즈음 부쩍 언중의

말이나 글에 흔하게 등장한다. 이런 용례는 사물주

어의 차용과 더불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언어 관념에 반하는 것인데다가 능동태에 비하여 훨

씬 문장의 힘과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뜻까지

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보여진다, 생각되어진

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상품, 주민에 의해서 다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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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등기가) 마쳐졌다’등이 그런 사례이다. 이는

말하는 사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육지책

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본다 또는 보

인다, 생각한다, 한국에서 만든 상품, 주민이 다스린

다, (등기를) 마쳤다’아니면, (등기를)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그 힘이 약하

다.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원문

인, Beer is made from barley.의 번역에 충실을 기

한다고 ‘맥주는 보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어

법에 안 맞는 아주 부자연스런 문장이 되고 만다. 영

문 수동태는 국문 능동태로 바꾸어야 우리말답다.

28. 언론매체가 지적한 법률문서 중 <외래어 등 일

상용어의 오용 사례>도 있다. 보도블럭(보도블록),

네비게이션(내비게이션), 렌트카(렌터카), 싱가폴(싱

가포르), 수퍼마켓(슈퍼마켓), 멤버쉽(멤버십), 초콜

렛, 초코렛(초콜릿), 사시미칼(회칼), 노견(갓길), 고

수부지(둔치), 서슴치 않고(서슴지 않고), 복숭아뼈

(복사뼈) 등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가 잘못 쓰고 있

는 용어의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당사자들이 쓰는

것을 차용하여 일본의 계량 단위인 헤베(㎡), 루베

(㎥)를 판결에 그대로 쓰기도 하였다. 다른 신문에서

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쳐 쓰자면서 양하(楊荷)

는 ‘짐나르기’로, 나용선(裸傭船)은 ‘선체만을 빌린 선

박’으로, 패총(貝塚)은 ‘조개무덤’으로, ‘공익을 해하

다’는 ‘공익을 해치다’등을 예시하기도 한다.  

29. 이상의 논의 중에서 <낱말 고치기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다. “그러나/ 나름 / 보다 / 적

(的) / 의 / 것 / 들 / 일 수 / 있는 / 그 어떤 / 모두 /

에의 / 입장” 이 문장에서 열거한 모든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①  ‘그러나’는 접

속사의 빈번한 사용 없이도 문장은 이어진다는 것이

다. ② ‘나름’은  ‘그 나름’ ‘저들 나름’등으로 써야 한

다. ‘뿐만 아니라, 뿐더러’도 마찬가지다. ‘그뿐만 아

니라, 그뿐더러’로 쓰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③ ‘보

다’는 비교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다. 보다 좋은, 보

다 빠른 등으로 쓸 수는 없다. 이는 일본식 용례다.

④ -적(的)은 되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라. ⑤ ‘의’는

일본어의 노(の)와는 달리 우리말의 자연스런 흐름

을 방해한다. ⑥ ‘것’은 투박하고 무의미한 용어다.

⑦ ‘들’의 남용은 문장을 난삽하게 한다. ⑧ ‘수’는 되

도록 사용을 줄여야 한다. 

⑨ ‘(하고) 있는’은 ‘하는’으로 쓰면 된다. 굳이 일본식

이나 영어 진행형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 ⑩ ‘그 어

떤’은 막연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신감의 결

여를 나타내는 단어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튼, 여하간 등의 표현도 좋지 않고, ‘어떤’

앞에 붙는 ‘그’라는 용어도 마땅치 않다. ⑪ ‘-에의’

는 일본에서 온 표현으로 명료한 우리말 표현에는

부적절한 접미어다. ⑫ ‘입장’은 우리말에 침투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본어의 잔재 중 하나다. 이런

말들은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30. 이상의 논의 중 <좋은 문장 쓰는 방법>을 정리

하면 이러하다. ① 간결 명료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

이 원칙이다(오캄의 면도날, less is more). ② 수동

태를 쓰지 않는다. ③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쓰라. ④ 주어 하나에 술어 하나로 쓰라(문장은 일부

일처다) ⑤ 어법에 맞지 않는 단어와 어미, 조사 등

을 쓰지 말라. ⑥ 명사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구성하

라. 형용사, 부사 등 수식어를 되도록 쓰지 말라. ⑦

장문과 단문을 섞어라. ⑧ 수식어와 피수석어를 근

접시켜라. ⑨ 구미어와 일본어의 번역 투를 제거하

라. ⑩ 우리말의 리듬(3음보, 4음보)과 율격을 살려

라(3·4조 7·5조) ⑪ 쉬운 말을 품위 있게 쓰라. 이 정

도만 지켜도 문장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법률문서 설계에 관한 논의 - 품위 있고 읽기 쉽게,

그리고 단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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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론문을 작성할 때, 싱글 스페이스(single

space)로 너무 빡빡하게 기재해서는 곤란하다. 줄 간

격이 최소한 200은 되어야 하고, 판결문의 간격인

25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글자의 크기도 최소한 12

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 근시가 보편화된 이 시

대에 가독성이 향상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적

당한 방법으로 중요한 주장을 드러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도처에 밑줄을 긋거나 여러 곳에 형

광펜을 칠하는 등 치장이 지나치게 되면 그런 강조

가 의미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을 대단히 피

곤하게 한다. 핵심이 되는 주요 단어나 문장에만 일

부 진한 글자체로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2. 작성 중인 법률문서를 5±2개의 논점으로 나누

고, 매 논점을 다시 3개 이상의 단락을 배치하되, 한

페이지는 최소한 2-3개 정도의 단락으로나누고, 단

락과 단락 사이는 한 줄을 띠운다(옥수수 밭에 왜 고

랑을 두는지 생각해보라). 시간이 없는 법관이 변호

사가 제출한 서면을 받고 본문을 통독하기 전에 대충

넘겨보면서 매 논점에 붙어 있는 소제목을 마치 징검

다리를 건너뛰듯읽으며 서면의 개요를 짐작할 수 있

도록 한다. 이 때 매 논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징검다리를 건너는 재미가 없고, 너무 멀면 건너뛰

기가 불편하다. 소제목을 문장으로 붙이든, 구와 절

로 붙이든 서면 전체 방식이 통일되어야 한다.  

33. 사건에는 대체로 승패를 가를 핵심 사항이 존재

하기 마련이다. 이를 부각하여 강조하여야 한다. 시

간적인 순서에 따라 쟁점과 무관하거나 중요도가 다

른 여러 가지 사실과 의견을 뒤섞어 장황하게 기재해

서는 아니 된다. 민사 사건의 경우, 요건사실과 항변

사실, 직접사실과 간접사실(보조사실, 정황) 등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논리적인 순서를 좇아 육하원칙

에 입각하여 차근차근 구분․기재함으로써(경우에 따

라서는 주된 쟁점만을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그

주장과 항변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적시한

다음, 결론에 해당하는 의견을 간결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각 항목에는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이해에 편

하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의 분량은

10장 이내가 무난하고, 아무리 많더라도 그럴만한 분

명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장을 넘지 않

는 것이 좋다(대법원은 이를 30장 이내로 제한하였

다). 분량이 많아지면 서술의 밀도가 떨어지고 지엽

말절의 사연이 다수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

면 읽는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34. 공용문서는 한글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이 때, 한자는 괄호 안에 적는다. 영어 등 외국어를

바로 기재할 수 없다. 이 또한 역어(譯語)나 외국어

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넣어야 한다

(이 수칙을 ‘一國一話者原則’이라고도 한다). 과거에

는 평방미터나 킬로미터 등 면적이나 무게 등 계량

단위도 일일이 우리말로 적었으나 이제는 바로 적어

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 말 아닌 통상의 단어는 원

칙에 따라야 한다. 문서를 작성한 법률가가 그 단어

를 안다고 하여 상대방이 당사자인 경우 그가 이를

반드시 아는 것은 아니다.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

면, 마치 하얀 쌀밥 그릇에 완두콩이 드문드문 섞인

것처럼 그 부분에 먼저 눈이 가게 된다.   

35. 법률문서에 수차에 걸쳐 돈의 수액(數額)을 기재

할 때, 앞에서는 25,387,000원으로 적고, 뒤에서는

6,000만 원으로 적는 것은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좋

아 보이지 않는다. 뒤에서도 60,000,000원으로 기

재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그 수액이 너무 커서 혼

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0,000,000

원으로 적는 것보다는 10억 원으로 적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어느 대법관이 이 점에 관하여 특별히

언명을 한 바 있다.  

36. 법률문서의 틀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실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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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재 내용의 구분과 분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눔이 너무 세밀하면 읽는 문서라기보다

는 그냥 들여다보는 서류가 되기 쉽다. 1, 가, (1)의 3

회 정도의 수직 분류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여기에 다시 (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세분되면 읽는 문서로서의 기능이 떨어

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요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산식과 결과의 용이한 검증을 위하여 도표

를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일목요연하게

사실을 정리하여야 함은 변함이 없다. 문장 단락 중

의 아이디어 구분은 ①, ②, ③ 등의 원 숫자를 사용

하는 것이 형태상으로 깔끔할 뿐 아니라 독자로 하

여금 이해를 돕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37.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괄호 안에 넣어 설시하게

되면 법률문서를 읽는데 부담이 된다. 그것도 꽤 긴

문장이나 별개의 판단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문장이

괄호 안에 붙들린 경우에는 판결문의 자연스런 흐름

과 이해에 방해가 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를

제거하고 본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좋다. 특수 분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문용어의 설명 등 사정에 따라

서는 각주 사용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에도 되도록 본문 안에서 잘 정돈된 설명을 하는 것

이 정석이고, 논문과 같은 방식의 기재는 피하는 것

이 좋다고 본다. 상당히 난해하고 정치(精緻)한 논증

을 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에서 각주

사용이 동원된 것을 본 적이 없다. 한자의 병기가 필

요할 경우가 있으리라고 본다. 의미의 혼동을 피하

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단어를 특별히 강조할 필

요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 

38. 소장 등을 작성할 경우에 문장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하더라도(특히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이

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

여 한 장으로 된 사실관계의 도해서(flow chart)나

관련 도표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

다. 그리고 서면의 분량이 부득이 많은 경우에는 앞

부분에 한두 장으로 된, 주장의 개요를 먼저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른바 두괄식의 논지 전개이다. 판결

문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이 먼저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유가 따라온다. 변론문이나 그 중의

단락도 이런 체제로 구성하면 논지가 명료해진다.   

39.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에 대응시킨다. 소송자료

(주장)와 증거자료(입증)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대

응시킨다(사실에 관한 주장을 기재하면서 괄호 안에

증거번호를 부기한다).

40. 적용법령과 참고자료를 적시(摘示)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의견 부분에 관하여는 근거법령을 적시하

고, 관련 판례가 있으면 이의 번호를 기재하며 참고

문헌 등도 표시한다. 법령의 조항은 본문에서 인용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조항이나 행정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령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하는

것이 낫다.   

41. 사건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너무 가까

워도, 너무 멀어도, 사물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아니

한다. 사건도 마찬가지다. 대리인이 사건에 너무 가

까이 다가서거나 사건 속으로 파고들면 당사자가 아

닌 대리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강점인, 사안에 대한 객

관적이고 침착한 자세와 태도는 없어지고 당사자와

다름없이 흥분하고 다투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안의

승패에도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

가불 사실의 진면목을 볼 수 없게 된다. 물론 기대되

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대리인과 사건과

의 거리는 소송자료의 표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42. 변론문은 승소판결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면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서는 공적 판단 권한을 가진 법원을 절차 내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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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있게 설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충 써내더라도

시간이 가면 법원에서 알아서 제대로 처리해 주리라

는 생각은 통하지 아니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으로서는 이 점을 집중 공략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무죄추정의 피고인에 대

한 유죄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를 탄핵하여야

한다. 민사사건의 소송물은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

이며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

송수행 역시 당사자주의가 원칙이다. 법원이 나서

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법

원의 석명권 행사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어디까지

나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이기 때문이다. 

법률문장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바른 단어 - 간결

한 구문 - 깔끔한 문서) 

43. 법률가는 법률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는 물론 이에 못지않게 일반 생활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그러자면, 법학교재와 법학논문은 말할 것도 없

고, 시, 소설, 수필 등 문예문은 물론, 인문학 서적에

대한 끊임없는 독서를 통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수많

은 중요 단어와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지성을

연마하고 감성을 단련하여야 한다. 논증능력에 필

요한 이른 바 리걸마인드(legal mind)의 함양과 단

련을 위하여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집>을 구하

여 숙독할 필요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다수

의견, 소수의견(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

대법관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법률해

석에 관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설

득하기 위한 논리의 불꽃 튀는 공방이 전개된다. 사

안은 대개 당대의 중요 관심사인 것이 대부분이므

로, 그에 관한 논쟁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새 자

신도 모르게 법률가는 어떻게 사고하여야 하는 가

하는 점에 관한 안목과 자세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43. 독서를 하면서 잘 쓴 글을 보면 그때그때 이를

필사하여 파일로 정리하여 두고(적어도 1,000페이

지 이상, 많을수록 좋다) 시간 날 때마다 거듭해서 읽

어야 하며, 좋은 시 수십 편을 암송할 수 있어야 하

고, 특히 하이쿠나 광고 카피 등 짧은 글을 직접 써

볼 필요도 있다. 문장에 리듬을 더하거나 문서의 단

락에 소제목을 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44. 짧은 글의 번역을 해보는 것도 글쓰기에 좋은 공

부가 된다(영어 인터넷 인용구 사전, 예컨대, <Fa-

mous Quotes at Brainy Quote>사이트에 있는 특정

단어에 대한 명언·명구를 모니터 한편에 띄워놓고

다른 쪽에서 이를 번역해보라). 자기가 쓰던 말의 습

관이 드러나고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도

드러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 문체를 만

들어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① Dif-

ficulties mastered are opportunities won(처칠). ②

Wine is bottled poetry(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③ Forgiveness is the fragrance that the violet

sheds on the heel that has crushed it(마크 트웨인)

④ Beauty does not linger; it only visits. Yet

beauty's visitation affects us and invites us into

its rhythm; it calls us to feel, think and act beau-

tifully in the world: to create and live a life that

awakens the Beautiful. A life without delight is

only half a life(존 다너휴). 등의 문장을 자연스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절로 문장 작성 훈련 겸해서

잊히지 않는 명문(名文) 몇 개를 얻게 된다. ① 은 난

관을 극복하면 기회가 찾아온다, ② 는 포도주는 병

속에 담긴 시다, ③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아 뭉

갠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④ 는 아름다움은 머물

지 않는다. 다녀갈 뿐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우리

를 변하게 하고, 우리를 리듬 속으로 데려간다. 아름

다움은 우리를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아름답

게 행동하게 한다. 창조하게 하고 아름다움에 눈뜨

는 삶을 살게 한다. 기쁨이 없는 삶은 반쪽의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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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45. 자기가 쓴 문장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장과 뜻이

좋아 자신의 파일에 보관 중인 타인의 글도 거듭 읽

으면서 계속 고쳐나가라. 세상에 완벽한 문장은 없

다. 문장은 다듬을수록 좋아지게 마련이다. 이해할

수 없거나 모호한 표현을 보거든 그걸 깔끔하게 윤

문(潤文)하여 보라. 종이신문을 펼쳐놓고 빨간 펜으

로 기사문을 고쳐보라. 이런 작업을 한동안 계속하

다보면 어느 새 자신의 문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

하였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46. 글을 귀로 쓰라는 말이 있다. 문서가 완성되었으

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으면서 걸리는 부

분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문장은 리듬을 타야

한다. 우주 만물에는 리듬이 있다. 문장도 마찬가지

다. 미국의 언론인 조셉 퓰리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무엇이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

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 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미물 것이다. 다시 한 줄을 보탠다.

노래같이 써라. 그러면 가슴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47. 말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다른 줄에 서야

한다. 사람과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어떻

게 하면 남과는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강박

증에 가까운 집착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만 좋은 법률문장을 쓸 수 있다. 

48. 베스트셀러인 ‘티핑포인트’의 저자 말콤 글래드

웰은 “내가 쓰는 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야기고

하나는 아이디어다. 전자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이론이나 원칙에 대한 것” 이라고 하

였다. 법률가도 마찬가지다. 전자는 사실에 대한 주

장이요, 후자는 (법률)의견에 관한 주장이다. 전자를

위하여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의한 내러티브의 기술(셰에라자드의 전

력)이 필요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법률이론에 의한

엄밀한 논증능력(리걸 마인드)이 필요하다. 

49. 논점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면 현안의 정

체가 드러난다. 그 중 아이디어 3분법(rule of three)

이 가장 유용하다. 세상만사에 ‘3의 법칙’은 무수히 많

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생명, 자유, 행복

의 추구를 적시하였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

유, 평등, 박애 세 가지였다. 아기 돼지 3형제, 삼총사

이야기, 알라딘의 세 가지 소원, 화가들은 삼원색에

익숙하며, 이차색 세 가지도 그렇다(원색 두 가지를

섞은 색). 뉴턴은 세 가지 운동법칙을 발견했다. 현대

과학자들은 원자를 이루는 세 가지 입자(양성자, 중

성자, 전자)를 찾아냈다. 서구의 식탁에는 포크, 나이

프, 스푼이 있다 미국의 국기도 세 가지 색깔이다. 영

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연방, 네

팔 등 많은 나라의 국기도 세 가지 색깔이다. 심지어

올림픽 메달도 금, 은, 동 세 종류다. 예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한 분이다. 3의 법칙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당선도 도왔다. 유권자들

은 이렇게 외쳤다. 예스 위 캔(Yes, we can !). 알파벳

3개로 된 이름을 지닌 ING, UPS, IBM, CNN, BBC

등은 세계적인 브랜드다. 이렇듯 3의 법칙은 어디에

나 있다.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3은 어떤 다른 숫자보

다 의미가 있다. 3막 구조가 우주보편의 법칙이다. 주

장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

명하면 아주 편하고 설득력이 있다. 문장 작성도 수

월할 뿐 아니라 설득력도 지니게 된다.    

50. 변호사는 스토리의 재구성에 능해야 한다. 그러

자면 상상력이 뛰어나야 하고, 문장력이 남달라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면 관점

을 바꾸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승부가 결판난

다. 변호사의 능력은 사건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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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된다. 누가 변호사 업무를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

은 분야라고 폄하하는가. 변호사야말로 당사자가 소

송을 수행하는 경우,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마법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한다. 좋은 의

미에서 그렇다. 소송은 가히 언어논리의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무기는 오로지 상상력과 표현력

뿐이다. 말과 글에 능한 사람만이 소송이라는 전쟁

터에서 장수가 될 수 있다. 재판은 과거사실의 복원

과 평가다. 미래지향이 아닐뿐더러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법률가에게

는 창의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모두 과거에서 온 것이고, 잘 정리된

과거야말로 진정한 역사로서, 역사의 교훈 없이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현재도 기약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의 정리와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남다른 관점

과 해석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51. 변호사가 작성하는 변론문의 문장 언어와 방식

은 ① 법령의 문장 → ② 법률서적과 논문의 문장 →

③ 판결의 문장에서 순차 흘러왔다. 그런데 변호사

는 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법률가

들이 모인 전문가 집단의 일원이다. 그토록 수많은

변호사들이 매일같이 변론문을 작성하고 매일같이

법정을 드나들면서도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궁극적으

로 법률문장의 수준은 변론문의 문장 → 판결의 문

장 → 법학교재와 논문의 문장 → 법령의 문장으로

역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

자인 에드가 카의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이론과 현

장의 대화’가 될 것이다. 

52. 좋은 법률가는 가슴속에 자신의 생을 끌고 가는

한 문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을 제10조에 배치

한 것에 불만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헌법 제1조 제1

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

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공권력의 의무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 제1항은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제2

항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권력이 나치에 의

하여 유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독일헌법은 ‘국

가의 정체’를 규정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인간의 존

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53.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빛이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

낸다” 고 하였다. 공자는 제자가 지혜 지자를 들어

보이며 “지(智)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사람을 아

는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어질

인자를 들어 보이며 “인(仁)이 무엇입니까”하고 묻

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동양

고전인 소학(小學)은 ‘유인최귀(唯人最貴)’라고 하였

으며, 장자는 “천하를 위한답시고 목소리 큰 자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자라야 가히 천하를 맡

길 수 있다”고 하였다. 천재 사업가 스티브 잡스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That's the

true riches which will follow you, accompany you,

giving you strength and light to go on(내가 가져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

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을 자연법사상이 투영된 헌법과 앞서 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법률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법률가의 발등을 밝히는 등불은 인간의 존엄

성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인간, 즉 추

상적인 인격이나 관념 속의 인류가 아니라, 바로 지

금 내 곁에서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한 구체적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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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운 인간

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참된 법률가의 모습이다.

그런 법률가라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리고 인격

자체가 바로 진정 아름답고 감동적인 법률문장일 것

이니 그밖에 달리 법률문장에 관한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겠는가.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지 시계가 아

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덧붙이는 두 종류의 자료는 이제 막 법률시장의 문

을 밀고 들어오는 패기만만한 젊은 분들을 위한 것

이다. 소개한 도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것이어서 그야말로 참고로만 제공할 뿐이고, 예시

된 변론문도 그런 방식의 기술(記述)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를 무슨 전범(典範)으

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고, 또 그럴 수

준에 있는 것도 아니다. 법률문장에 관한 앞선 논의

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보

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떻게 쓰는가, 하고 궁금하겠기에). 니체는 “사실

은 없다. 오직 해석이 있을 뿐이다(There are no

facts, only interpretation).” 라고 했으나, 가디언지

의 전설적인 편집자인 스코트(C. P. Scott, 1846-

1932)는 “해석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Com-

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 라고도 했다.

해석으로 어떻게 사실을 바꿀 수 있겠는가. 바로 그

것이 표현의 한계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억과 부실

(不實)한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사실의 편린(片鱗)

들을 수습하여 마치 구슬을 꿰어 보석을 만들 듯이,

진정한 사실을 법원에 드러내 보여주는 작업은 보람

있는 일이다. 예시문은 그 과정에서 떨어진 몇 낱의

이삭과도 같은 낡은 유류품(遺留品)이다.}      

[첨부자료 1] 표현기법 향상을 위한 참고도서

<설득 및 스피치와 구술변론의 기법 관련도서>

1. 먹히는 말(프랭크 런츠, 2007. 쌤앤파커스)

2.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라(제임스 C.흄스, 2003. 시아)

3. 스틱(칩 히스, 2007. 웅진윙스)

4.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자(캘빈 밀러, 2006. 프리셉트)  

5.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유정아, 2009. 문학동네)

6. 스피치 달인의 생산적 말하기(이창호, 2006. 북포스)

7. 협상의 법칙(허브 코헨, 2001. 청년정신)

8. 이것이 협상이다(허브 코헨, 2003. 청년정신)

9. 엘리베이터 스피치(샘 혼, 2008. 갈매나무)

10. 설득 30초 안에 끝내라(마일로 프랭크, 2004. 한스미디어)

11. 90초 스피치(이케가미 아키라, 2011. 흐름출판) 

12.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카마인 갈로, 2010. 랜덤하우스)

13. 설득의 심리학 1. 2.(로버트 치알디니, 2002, 2008. 21세기북스) 

<글쓰기와 문서 작성 기법 관련도서>

1.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법무법인 화우, 2016, 박영사)

2. 글쓰기 생각쓰기(윌리엄 진서, 2007. 돌베개)

3. 꽂히는 글쓰기(조 비테일, 2007. 웅진윙스)

4. 살아있는 글쓰기(존 R. 2011. 트림블)

5. 글쓰기 만보(안정효, 2006. 모멘토) 

6. 글쓰기의 힘(2005.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7. 글쓰기 공작소(이만교, 2009. 그린비) 

8. 글쓰기의 최소원칙(김훈 외, 2008. 룩스문디)

9. 전략적 글쓰기(개리 프로보스트, 2008. 부글)

10. 글쓰기 로드맵(스티븐 골즈베리, 2007. 들녘) 

11. 글쓰기의 공중부양(이외수, 2006. 동방미디어) 전방위의

글쓰기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하는 연습문제를 따라하

면 곧바로 기능향상을 얻을 수 있는 국내 저작으로는 가장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글쓰기 교본.  

12. 그러니까 당신도 써라(배상문, 2009. 북포스), 부록으로

100면 분량의 잘못 쓰기 쉬운 낱말 해설 첨부. 

13. 우리글 갈고 닦기(이수열, 1999. 한겨레신문사), 문장, 구,

절, 단어 등의 정확한 용법을 가르쳐 주는 실질적인 문장 수

련의 친절한 안내서. 압권이다.  

1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이수열, 1999. 현암사),

우리 헌법을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쓰고 설명을 부가함. 

15. 카피라이팅(최병광, 2007. 랜덤하우스코리아), 단 한 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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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어떻게 사물의 핵심을 드러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법률논증에 관한 도서>

1. 민사소송의 기술(오석락, 1988. 일신사) 

2. 미래의 법률가에게(앨런 더쇼비츠, 2008, 미래인)

3. 변호사 논증법(최훈, 2010. 웅진지식하우스)

4. 논증의 탄생(조셉 윌리엄스, 2008. 홍문관)

5. 논증하는 글쓰기(채석용, 2011. 소울메이트)

6. 카이로스(제이 하인리히, 2008. / 8.0 출판사)

7. 논증의 기술(앤서니 웨스턴 2004. 필맥)

8. 설득의 논리학(김용규 2007. 웅진지식하우스)

9. 논쟁으로 이기는 법 논쟁 없이 이기는 법(게리 스펜스,

1995. 세종서적), 미국의 전설적인 한 형사변호사의 탁월하

고 흥미진진한 법정변론 일화.  

<인간의 거짓말 심리 관련도서>

1. 거짓말의 진화(엘리엇 애런슨 외, 2007. 추수밭)

2. 거짓말의 비밀(그레고리 하틀리 외, 2011. 북노마드)

3. 거짓말을 읽는 완벽한 기술(잭 내셔, 2011. 타임북스)

4. 왜 뻔한 거짓말에 속을까(찰스 포드,  2009. 21세기북스)

5. 거짓말의 딜레마(클라우디아 마이어, 2008. 열대림)

5. 질문력(마사히코 쇼지, 2008. 웅진지식하우스)

<스토리텔링 기법에 관한 도서>

1. 대화와 협상의 마이더스, 스토리텔링(아네트 시몬스, 2002. 한언)

2. 이야기의 힘(EBS 다큐제작팀, 2011. 황금물고기)

3. 김탁환의 쉐이크(김탁환, 2011. 다산책방)

4. 스토리텔링(크리스티앙 살몽, 2010. 현실문화)

5. 스토리텔링의 기술(클라인 포그 외, 2008. 멘토르)

6. 설득의 스토리텔링(이안 커러더스, 2011. 생각비행)

<좋은 글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도서>

1.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2000. 이성과 힘), 국

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에 감동한, 조세희의  출세작이자 수많은 후배

문인들이 다투어 베껴 쓰는, 글쓰기 공부의 탁월한 교재. 오

랜 기간에 걸쳐 우리 국민들이 애독한, 100쇄 이상을 찍은 놀

라운 작품.    

2. 침묵의 뿌리(조세희, 1985. 열화당), 당대의 삶을 현장 사진

과 더불어 고발하는 작품. 짧고도 부드러운 톤의 문장에 얼마

나 강렬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날아라 버스야(정현종, 2003. 백년글사랑), 그의 맑고 따듯

한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사물과 더불어 편안하

게 대화하면서 그 꿈까지 엿보는 노시인의 재기발랄한 사유

의 공간.    

4. 소로우의 일기(헨리 데이빗 소로우, 2003. 도솔), 사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실감나게 가르

쳐주는 글쓰기의 위대한 교본. 그의 글은 살아 꿈틀대고 노

래하고 춤춘다. 우주만물은 그의 손끝에서 은유의 힘을 빌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5. 칼의 노래(김훈, 2001. 생각의 나무), 법전을 즐겨 읽는다

는 김훈의 날카롭고 서릿발 같이 차디찬 문장. 한국 문단 100

년의 축복이라는 기념비적인 소설. 이 작품을 모르면 모국어

의 진정한 용량을 알 수 없다. 

6. 채근담(홍자성 저, 조지훈 역, 1963. 현암사), 수천 년 동안

집적된 동양의 지혜가 우리말의 언어미학과 결합되어 꽃이

되고 보석이 된 말들.    

7. 걷기예찬(다비드 르 브르통 저, 김화영 역, 2002. 현대문

학), 시인이자 평론가이며 까뮈 전문가인 김화영 교수의, 번

역의 진경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글. 

8. 눈길(이청준, 2000. 열림원), 우리나라 호남 정서의 눈물과

사랑이 절절히 밴 추억의 명편. 

9. 시인(이문열, 1992. 미래문학), 한적(漢籍)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문체에 실려 유장하고 한이 서린 한국 정서가 장강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작품.    

10. 불꽃놀이(오정희, 1995. 문학과 지성사), 절제되고 정확한

문장, 단정하고 웅숭깊은 문장으로 알려진, 후배문인들의 교

범이 되는 오정희의 글. 

11. 비주류 본능(장석주, 2005. 열림카디널), 사유의 깊고도 그

윽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시인이자 평론가인 2만권 장서

보유자 장석주의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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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억의 속도(장석주, 2001. 그림같은세상), 자연과 서책을

벗삼아 홀로 살아가는 한 은둔자의, 곁에 두고 수시로 읽고

싶은, 세상과 삶에 대한 생각들. 

13.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길 21(김화성, 동아일보사),

짧고 박력 있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엮어가는 스

피디한 기행산문. 

14. 어느 가슴엔들 꽃이 피지 않으랴 1, 2(우리나라 애송시

100편 해설집, 2008. 민음사), 한국 시사(詩史) 100년을 기념

하는 모국어의 보석들. 

[첨부자료 2] 변론문(예시)

사해행위와 자유심증주의

[사건개요] 부산고등법원 2012르000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원고의 남편 A는 장애자인 자녀 2명과 원

고를 유기한 채 오래 전에 가출한 상태. A명의의 유

일한 재산으로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중인 주택에 피

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담보를 설정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림.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

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항소심 사건을 선임하여 원고를 위하여 변론한

결과 원고 승소.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음. 아래 서

면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13. 10. 2. 제출한 참

고서면임(본문만 예시, 이하 같음).     

1. 자유심증주의와 입증책임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인간의 인식능력은 불완전하고 소송절

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식수단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판결 삼단논법의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

실이 존부불명(存否不明)인 경우가 생기는 일은 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으로서는 판단

을 아니 할 수 없는 관계상 그 불명인 사실을 어느

쪽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점을

지시하는 재판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 입증책임 분배

의 원칙이며 이 법칙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입는 불

이익이 곧 입증책임입니다. 

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

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

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

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

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상과 같은 재판규범과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의 해의(害意)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수익자의 선의(善意)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

에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관한 그 요증사

실의 존부불명은 결국 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

하라는 것입니다.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가 이 악의를 번복할 반대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이상 그는 패소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피고 등의 악의 추정과 선의 입증의 실패  

가. 피고는 과거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수차 금원

을 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인간의 대차관

계에 완전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등기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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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의 가압류 기입등기 2건이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피고는 분명히 인식한 바 있으며, 대여금

7,000만 원 중 적은 일부금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금원은 가압류가 해결되면 추가 지급하겠다고 언급

한 바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에 피고

가 관여한 바 없음은 피고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에서 인정되는 바이므로, 결국 피고를 대리하여 위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주요 사실과 법률관계를

조사하고 처리한 C 등의 대부중개업체는 담보목적

물에 기입되는 피고 권리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① 원고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조치하고, ② 채권 원

본의 3배에 해당하는 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가 하면, ③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부임

에도 이례적으로 지나친 고율의 이자로 대차관계를

약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를 대

리한 C 등의 원고에 대한 악의는 객관적 자료와 정

황에 의하여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 간단히 말하자면, 피고는 ① 채무자인 A와는 일

면식도 없는 사람이며, ② 자신은 대부업체에 모든

일을 맡겨 아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이 자신에게 부과

된 입증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장과 입증

전부입니다. 변론을 통하여 현출된 이상과 같은 사

정은 재판규범에 의하여 이미 추정된 피고의 악의를

강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을 뿐 피고의 선의가 입증

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의 존재

를 의심의 여지없이 알고 있었다면, 이후에 고리대

금업자인 그가 어떤 조치에 나아갈 것인지는 너무나

도 분명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그럼에도 돈

을 대부하면서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한 확실한 안전

장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대부업체에 의

뢰하여 한 일련의 조치는 바로 그런 목적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3.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및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원고는 너무나도 절박한 나머지 법원을 향하여

수차 진정서와 탄원서 형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및 양육비의

책임재산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상의 피고 권리가 인정된다면, 원고는 결국 전 재산

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혼사건으로 그나마 법원

으로부터 크나큰 배려를 입었으나 그 판결이 한낱

휴지가 될 지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달리 어쩌지 못

하고 자신이 처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비정함과 슬

픔에 대한 몸부림이 그런 호소로 나타나는 것 같습

니다. 평생 불치의 병든 자식을 둘씩이나 품에 안고

여생을 살아야 하는 원고의 아픔을 누군들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러나 피고로서는 A가 아니더라도 연대보증인

D를 상대로 추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A가 당초 돈을

빌린 목적이 결국 B를 위한 것인 이상 그들이 피고의

그런 권리 행사에 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

다. 피고가 패소한다면 물상담보를 놓치게 되겠지만

피고로서는 그것을 대부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미흡

으로 안게 되는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요증사실의 존부불명의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는 법리로는 입증

책임 부담의 점이지만, 현실로는 누가 더 판결의 승

패에 절박한가 하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피고는 먹

고 사는 (생활의) 문제지만 원고는 죽고 사는 (생존

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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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방법

[사건개요] 부산고등법원 2014나00000 구상금등 청

구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자

가 A회사인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인 B인지

하는 점이 쟁점. 제1심은 후자가 차주(借主)라고 하

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항소심은 전자가

차주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함.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됨. 

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과 간접적 내용통제

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에 의

하여 객관적으로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를 밝혀내는

작용이라고 일컬어지며, 이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

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

가 기도한 목적, 관습, 임의법규 또는 신의칙 등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해석을 하게 되나, 당사자의 의

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밝혀낼 여지가 없고 다만

명시된 내용이 사회질서 기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

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보충적인 해석기

준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는 전자를 간접적인

내용통제라고 말한다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

시된 경우에 그 명시적인 내용이 사회질서 기타 강

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후자를 직접적인 내용통제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21. 선고

90다카 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가 A회사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고만 합니

다)의 대표이사인 B를 통하여 공장증축 및 운영대금

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3억 원을 회수한 사안에서,

피고로서는 A회사를 차주로 하여 돈을 대여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서까지 징구한 마당에, 같은

행위에 표현된 피고의 의사를 해석하기 위하여 굳이

이상과 같은 보충적 해석 즉, 간접적 내용통제까지

필요 없고, 더구나 직접적 내용통제는 논의의 여지

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문제의 자금

이 궁극적으로 A회사에 제공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

여 인정하면서도 다만, B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회사

에 돈이 들어간 사실에 집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이 서면에서는 그 점에 한정하여, 법률

행위의 해석기준의 하나인 간접적 내용통제의 방법

으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관습, 임의법규, 신의

칙’ 등에 비추어 대여 당시 피고와 B의 의사가 무엇

이었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2. 논의의 대상이 된 차용주체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 18. 자 준비서면에서 문제된 돈

의 차용주체에 관하여 한, 주장은 이러합니다. 

나. 즉, “관련 정황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

추어 C와 피고가 B에게 송금한 돈에 대한 차용주체

는 B가 명백하다 할 것인데 2010. 5. 26. 송금 부분

은 피고가 직접 A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

고, 피고가 재차 A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A

회사의 계좌가 아닌 B의 계좌로 송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오히려 B가 다시 A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므로, B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부분까지 B가 아닌 A회사에 대여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다. 원고는 자금의 즉시적이고 궁극적인 귀속처가

A회사이더라도 회사계좌에 직접 송금되지 아니하

고 B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이상, 그 돈은 결

국 B가 빌려 그가 A회사에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입

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사회일반의 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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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하고 이 사건 관련 당사자가 기도한 당초의 목

적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의사해석에 불과한 것입

니다. 

3. B의 개인명의 계좌는 A회사로 자금이 지나가는 하

나의 도관(導管) 

가. 회사의 경영자가 여러 가지 자금 융통과 운용 관

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기업 명의의 금융계좌와

개인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다수 보유하면서 그때그

때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인 B도 마

찬가집니다. 회사의 공장증축과 운영자금 융통을 위

하여 피고로부터 일부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일부

는 개인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으나, 개인 명의

로 빌린 돈은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즉시 회사 계

좌에 입금조치 된 이상, 개인 명의의 계좌는 돈이 흘

러가는 하나의 연결통로에 지나지 않고 그 자금의

궁극적인 차주(借主)는 회사인 것이 명백합니다.

나. 그 경우에 자금 차용을 부탁한 자는 B 개인이 아

니라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

차(貸借)관계의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고, 진정한

의사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작성교부된 것이 A

회사를 주채무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제2호증의 1, 2)입니다. B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용도로 한,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피고가 필요한 자

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B에게 직접 교부하

고, B가 이를 회사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경우(이 경

우에는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봄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와, 피고가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개인명

의 계좌를 거쳐 회사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원고

의 주장은 이 경우에는 借主가 개인 B라는 것입니

다)와는 조금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의 B

는 일종의 사자(使者)이자, 연결통로에 해당하는 지

위에 있습니다. 

다. 만약 A회사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함에 있어

B의 금융계좌를 거쳐 지급한 경우라면 원고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A회사의 금융

계좌에서 B가 직접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상

환하였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흐

르는 경로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잘못하면 도관(導

管)에 집착하여 진정한 돈의 귀착점을 오인하거나

왜곡하게 됩니다. 자금의 귀속처를 바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바탕을 둔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4. 이 사건은 대여금 청구 사건이 아니라 사해행위취

소 사건 

가. 이 사건 사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청구

채권의 존부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물이 대

여금 청구권의 존부라면 백보를 양보하여 원고와 같

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은 피

고보다는 훨씬 뒤늦게 채권을 보유하게 된 제3채권

자인 원고가 기왕의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

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나. A회사의 모든 부동산에 자산을 넘는 수액(數額)

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

보가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채무자인 A회사가 수

령한 물품대금 3억 원을, 기존의 채무에 대한 변제

로 지급하여 이를 이미 적법하게 수령한(변제는 법

률행위도 아닙니다) 피고로부터 빼앗아 원고가 그

전액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입니다.  

다. 이 경우의 주된 논의대상은 “원고와 피고 중 누

구로 하여금 그 돈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

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대

여금 청구채권의 존부를 논하는 사건에서와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식적이 차용주체가 누

구냐에 구애됨이 없이, 피고의 출연(出捐))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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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이익을 본 자는 누구냐를 따져야 하고, 그

렇게 본다면, 그 돈은 A회사에 귀속되어 공장증축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

로, 원고가 그 주장의 채권을 취득하기 2년 전(원고

가 자금을 출연한 시점은 2010년 5월 - 10월 사이이

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성립일은 2013. 11. 22.

이고, 그 채권의 기초가 된 계약의 성립일은 2012년

8월부터 11월 사이입니다)에 이미 자금을 제공한 바

있는 피고가 위 돈을 변제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 원고는 대여자금이 흐르는 금융계좌를 중심으

로 차용주체를 성급하게 판단한 나머지, 형식논리

에 치우쳐, 뒤늦게 채권자로 등장하고서도, 기왕의

채권자인 피고가 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회수한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어떻게 A회사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회사의 재산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5. 결론

관련 법리와 사실이 위와 같은데도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위법에 이른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의 증명도

[사건개요]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000 뇌물수수 등

사건. 국가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뇌물수수로 기

소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 제1심 판결

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

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1.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명도(證明度)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

거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

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유죄의 인정은 법

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

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

신에 이르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

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피고인에

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법의 이론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인정에 필요한 심증의 정도가 51%에서 60%정도인

것에 반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이상과 유죄의 확신

은 적어도 90%에서 95%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이 큰 이견(異見)이 없습니다.  

라. 성경 등 인류의 정신 문화사에 빛나는 고전은 민

족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정의롭게 행하라”고 지시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지칭

하는 것이고, 후자는 진실 발견은 정의로운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위와 같은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과거의 전근대적

인 규문주의를 극복한, 피고인에 대한 불멸의 권리

장전입니다.

마. 피고인이 B, D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뒤에

서 보는 바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며, 검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러한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

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82•제35호 부산법조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04  페이지 182



2. 합리적인 의심 제1점(A의 존재와 역할 및 그에 대

한 검찰의 태도)

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최초의 진술

을 한 사람은 5억 원을 갈취한 사실로 내연녀 B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A라는 사

람입니다. 그는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회에 2000

만원 내지 30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하였으며, 그 회

수는 2010년에만 해도 5번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

다. 이상과 같은 진술에 대하여 공여자인 B, D는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사실을 넘는 금액과 회수는 터무

니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C 등과 같은 불법문신시술을 하면서 조직폭력을

행사하는 A는 마약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

었으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

고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까지 해

놓고서 이후 끝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

니한 채 그의 불출석을 이유로 한 증거능력 부여 신

청만 하였습니다. 

다. 내연녀인 B의 진술과 관련 정황에 의하여 5억 원

의 갈취사실이 명명백백한데도 그에 관하여 입건 조

사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며, 그밖에 혐의사실이

뚜렷한 보건범죄와 마약관련 범죄에 관하여도 신병

처리를 물론 그에 대한 조사내역이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바 없습니다.  

라. B의 진술에 의하면, D로부터 받아낸 돈으로 피

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기도하고 실행하였다는 사

실은 전적으로 A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B는 A가 시

키는 대로 하였다는 것이나 그가 법정에 출석을 기

피함으로써 이 모든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 합리적인 의심 제2점(B의 진술태도와 그 신빙성)

가. B는 내연남인 A에게 큰돈을 무수히 뜯기면서 오

랜 기간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였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그 점에 대한 구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A

의 지시를 받아 D로부터 돈을 뜯어내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내

심을 이 사건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습

니다. 

나. 그리하여 자신이 D 등으로부터도 D가 건넨 돈

을 전액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B가 사용하였으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B는 D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

실도 일고 있었습니다.

다. B가 최초로 피고인에게 돈 300만 원이 든 봉투

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을 때 B는 수령 거부

의 단호하고 확실한 피고인의 태도를 직접 목격하였

습니다. 그런 B가 D가 없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다

른 날에 재차 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불

과 며칠 전에 수령을 거부하던 피고인이 이번에는

뜻을 바꾸어 이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해경이 수사비를 요구한다는 E의 말

에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는 사정도 알

고 있는 B의 말을 말입니다.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의 증언을 통하여 당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

지 않고 B가 가졌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라. 이상과 같은 B의 뇌물공여 진술은 자신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안에 관한 검찰의 수사를 받

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B는 이

후 보건범죄에 관한 위반 사실로 구공판이 아니라

구약식 기소로 가볍게 처리되었으며, 이 사건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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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리적인 의심 제3점(D의 진술과 그 신빙성)

가. A의 지시에 의한 B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D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석연

치 않습니다. 당초 D는 수사대상이 아니라 해경에

대한 밀수제보자로서 수사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었

습니다. D는 수사관들에게 돈을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A와 B가 어떻게 그녀

를 협박하고 회유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영문도 모

른 채 D가 돈을 준비하고 그 돈을 몇 차례 B에게 전

달한 사정을 있어 보이지만 그 돈이 B을 통하여 피

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 그러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품 공여 사

유인, 식사자리에서 수사협조 자료를 건네받았다느

니, 자신이 제보한 수사가 잘 진행되어 고맙다느니,

재차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느니 하는 등의 점은 피

고인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그런 사유

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또 그 무렵 회식 석상에서 피고인이 자료를 건네받

거나 그런 D 등으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각 회동 시 B의 요청

에 의하여 또 다른 정보수집 또는 확인 차 동석하였

을 뿐입니다.    

다. D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공소

장 제3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① 같은 봉투의 교

부장소가 피고인의 신분을 알고 있는 여주인이 계산

대에서 일행의 언동을 빤히 바라다보는 엘리베이터

앞이라는 점, ② D가 B를 물리치고 그때는 갑자기

본인이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던 이유가 납득하기 어

려운 점, ③ B의 진술에 의하면 봉투의 색깔이 하얀

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광주은행의 봉투는 청색인

점, ④ 당시 피고인은 식사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

서 와이셔츠 바람으로 D를 전송하여 그 돈을 손에

들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기 거북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⑤ D가 그 무렵 광주은행에서 600만원을 인출

하였다고 하나 그 돈 전액을 봉투에 넣었다는 점과

사무실에 있던 돈 400만 원을 거기에 보탰다는 점에

관하여는 D의 진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정, ⑥ D가 그 봉투를 전달하면서 굳

이 떡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의 시선을 피하였

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나 피고인을 모해하는 진술일 뿐 피

고인이 문제의 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움직

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합리적인 의심 제4점(피고인이 돈을 받아야 할 사

정 유무와 그 밖의 정황)

가. 피고인은 20년간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그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런 일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사실을 대단히 참담

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가

국제범죄정보 수집이어서 이를 위하여 수많은 성행

(性行)의 사람과 부딪치면서 더러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항상 자세만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직무수행

태도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나. 피고인으로는 A와 B로부터 이 사건 밀수정보를

입수하여 해경과 세관에 전달하고 같은 사정과 자료

를 지휘체계에 따라 상사에게 보고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피고인의 업무는 종료됩니다. 국내 수사

업무에 관여할 수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등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온 사람들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피고인이 그들이 제보한 사건을

총괄지휘하면서 시경과 해경 및 세관에 대하여 무슨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이 사건 공

소사실입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품 제시가 시작

되었을 때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관련자들에게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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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B 등이 금품을 계속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조직폭력배인 A와

당시 딸 하나를 데리고 어렵게 살면서 궁박한 형편

에 처한 B가 피고인을 빙자하여 D로부터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려는 책동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입니다. 

라.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A, B,

C, 그리고 D 등의 면면을 보면, 불법 마약취급 등 범

죄전력이 많은 그들은 상호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서 겉으로는 협력하는 체 하면서 내심 앙앙불락하는

사이로서 진실을 왜곡하여 없는 사실을 작출할 의도

가 다분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검찰은 이를 교사한 나

A는 물론 B와 D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다른 범죄 혐의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구공판(求公判) 기소가  아니라 구약

식(求略式) 기소를 하였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

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파탄과 귀책사유

[사건개요] 대법원 2014므0000 이혼 사건. 제1심 법

원이 한, 남편인 원고 청구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처

인 피고가 항소.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가 다

시 상고하였음. 이 서면은 이에 대한 답변서임. 상고

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됨.

1. 원심 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기재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과 과

정 및 양상에 관한 사실을 순차적으로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상담과 가사조사를 거쳤음

에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조금도 회복될 여지가

없고, ② 원고의 이혼의사가 더 없이 확고하고, 피고

와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로서는 참

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의 감정을 이해하

거나 공감하기보다는 사소한 일의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

정을 배출하고 있으며, ④ 두 사람의 동거기간은 1

년 5개월에 불과하나 별거기간이 2년 7개월 이상 지

속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이 그

부모들 사이의 집안 다툼으로 비화된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의 피고 사이의 혼인에 의한 공동생활관

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어 원심은 원고가 위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

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호간의 갈

등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욕설이나 폭력

을 행사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보다는 일방적

으로 가출하여 갈등상황을 회피한 점, 원고의 모(母)

도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개입한 점을 들어

원고의 귀책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하다

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피고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

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

이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원심이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한 근거가 된 구체적

인 사정은 이러합니다. 즉 ①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히 제

1심에서의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와 그 가족과

직접 만날 기회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모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편지 1통을 발송하였

을 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② 임대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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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로 신혼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이에 불응하여 임

대인과 대치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피고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한화리조트의 임시 거

주 및 이사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원고가 

마련한 울산 집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고, 임의로 텔

레비전 등을 친정으로 보냈다. ③ 별거 후 이혼을 논

의하려고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의 감정

을 격앙시켜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법으로 원

고와의 관계회복보다는 원고의 유책성 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④ 피고는 철학관을 핑계로 원

고를  ‘성불구자’, 원고의 모를  ‘미친년’이라는 발언

을 반복하였고, 100억 원을 내놓으면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이혼거부는 돈 때

문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⑤ 혼인생활 초창기

에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6억 원 건으로 감

정의 골이 깊어 두 사람이 충분한 애정이 형성될 여

건이 마련된 바 없고, 슬하에 자식도 없다. ⑥ 두 사

람의 별거기간이 동거기간의 두 배에 가까워지고 있

고, 상호간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서로 마주 보기

조차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가족들에까지

번져 있는 상태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가

능성이 없다는 것 등입니다.        

라. 이상과 같은 원심판결 가운데 혼인생활 중에 있

은 원고의 사소한 잘못을 들어 원고의 귀책사유가

피고의 그것보다 더 중하다고 본 판단은 원고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가 진정한

의도를 감추고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로 원심이 적시

한 제(諸) 사정은 곧 원고의 귀책사유가 피고의 귀책

사유보다는 중하지 않다는 정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원심이, 혼인 중에 있은

두 사람 사이의 여러 사건과 사정, 이 사건 소송에

임하면서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언동으로 일관해 온

피고의 내심에 작동하는 진의(眞意) 등을 정확히 간

파하여,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

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에게 피고와의 이혼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한 사실인정에 바

탕을 둔, 지극히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원심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에 기한

실질적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요지(사실오인과 판단유탈)     

가. 피고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귀

책사유 및 그 정도’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심판결에 이르기까지 쌍방 간 공방(攻防)을

거듭한 지루하고 장황한 사실관계를 재론(再論)하

고 있습니다. 

나. 이어 피고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사

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논의

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관계를 다시 들고 나와 원심

판단에 대한 반론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이

에 보태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법리오해라

는 제목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

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오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 원심이 종래 확립

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에 적용되어

야 할 관련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를 주장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마지막으로 오기나 보복감정에 대한 주장 부분

역시 원심의 이에 관한 사실 인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장 취지는 당해 법리 자체의

오해라기보다는 그 법리에 포섭되는 사실인정의 오

류를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1(절차적인 논의)

가.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가사소송절차에 적

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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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

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같은 법 제424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에 이유

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절대적 상

고이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대법원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

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64522, 64539 판결, 2010. 1. 28. 선고 2006

다79650 판결,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

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

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ㆍ적용하여 주문(主

文)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

다. 따라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

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

나 항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

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323 판결, 2006. 5. 26. 선고 2004다

62597 판결 등 참조).

라. 그런데 피고가 들고 있는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

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을 문

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위 법률의 규정이나 대법원

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임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에 의하면, 모두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이 증거를 취사선택하

여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기재와 같은 논

증을 거쳐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자신이 한 개개의 지엽말절(枝葉末節)에 대한 모든

주장을 일일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점

을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 피고의 상고이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에 대한

판단의 당부를 가릴 것 없이 바로 이 점에서 부적법

하거나 그 이유가 없어 배척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2(실체적인 논의)

가. 피고는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면서, 주로

① 고층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관한 자기주장, ② 질

염(膣炎)을 성병으로 우기면서 원고가 이를 옮겼다

고 하는 주장, ③ 원고로부터 들은 폭언과 욕설 ④

원고가 피고를 수차례에 걸쳐 구타하고 과도로 위협

한 점 등에 관하여 각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원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상과 같은 비난은 이미 제1심 변론과 원심 변

론에서 원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고,

그밖에 질염과 구타와 폭언 등은 제1심에서 주장이

없다가 원심에서 갑자기 등장하였는데, 그 중 질염

이 원고의 성병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심에

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증명한다고 수선을 떨었으

나 특별히 제출된 것이 없으며, 정체불명의 상해 관

련 사진 등이 뒤늦게 갑자기 원심 변론에 제출된 사

정 등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여러 가지 잘못된 언동(言動)에 관

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두 줄로 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① 원고를  ‘성불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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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모를  ‘미친년’이라고 한 충격적인 발언에 대

하여는, 이를 자기의 말이 아니라 철학관에서 하는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이며, ② 임대차 만기 이후

에 신혼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면서 원고와 임대

인 가족들에게 입힌 피해에 관하여는, 신혼집에서

나가가 되면 원고와의 관계회복은 불가능하게 된다

는 두려움에서 그랬다는 것이며, ③ 가사조사 시 관

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이를

이행한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측에서 전화

를 꺼놓고 받지 않아서 그랬다고 둘러대는가 하면,

④ 별거 후 이혼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부러 원고

의 감정을 격앙시켜서 그 대응을 녹취하여 원고의

유책성(有責性)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확보하고자 하

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거짓말을 계속하

므로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며, ⑤ 원고가 피고를 만나기조차 두려워 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만나려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등입니다. 도대체 누가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피고는 변명일

수 없는 그 같이 구차한 사유를 들어 이에 반론이라

는 이름을 붙여 상고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형편입

니다.     

다.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판시한 두 사람 사이의 문

제된 행동 말고도 원고가 피고의 언동에 관하여 별

도로 제시하여야 할 사정은 그밖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심은 굳이 그런 사정까지 추가 설시하

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혼 요구에 대한 피고의 대응

방식을 볼 때, 그 진정한 의도를 확인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보

입니다. ① 피고는 검은 색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

들을 대동하고 피고의 부(父)가 경영하는 회사에 나

타나 모종의 협박을 함으로써 이 때문에 충격을 받

고 열흘 이상 누워있었으며, ② 항소 제기 후에는 휴

대폰 메시지로 원고 부(父)가 경영하는 회사의 비리

를 조사하여 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바 있

고, ③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

만 원을 전달받고도 이를 받은 바 없다고 잡아떼는

가 하면(소송 중에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생활비 지

급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④ 원고가 신혼집 명도 이

후 원고의 회사가 있는 울산에 새로운 주거를 마련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침대를 그 집에 두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울산집에 거주하는 척 하면서도

실상은 1년이 넘도록 그 집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비

워두었으며, ⑤ 피고는 자신에 의하여 유도된 원고

의 진술을 녹취하는 것 외에 천사를 가장하여 원고

에게 숱한 방식과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놓고는

이것을 고스란히 모아 300개 넘는 문자를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⑥ 피고는 법정이나 가사

조사 시에는 다소곳하고 착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자

신이야말로 약자이자 피해자임을 나나내 보이려고

읍소를 하거나 한 번 기회를 달라는 식으로 간청을

하면서도, 그 밖의 장소에서 원고를 대할 때는 태도

를 돌변하여 빈정거리거나 비웃거나 옥설을 퍼붓는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

면, 제1심의 가사조시과정에서 원고는 가사조사 요

약서를 통하여 “심신이 지쳤다” 고 표현하면서 “피

고를 생각하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고 하소연을

하였겠습니까. 

라. 피고의 그런 숨겨진 성행(性行)은, ① “빨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면 봐주겠다.”  ② “너거

집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부산이 좁은데 너희 집

이 무사하겠냐?” ③ 이혼 합의를 위하여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는 “나도 너거 같은 족속들과

상종을 못하겠다. 그럼 좋다, 얼마 주겠느냐? 너거

에미 애비 돈이라도 다 긁어서 가져오라.” ④ 원고의

가족들을 향하여는 “복수를 하겠다, 벌을 받을 것이

다” 등의 정제되지 아니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쏟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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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3(피고 주장의 변동과정과

그 眞意)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소장 부분

의 송달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몇 달간 애를 먹이다

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온갖 수사

를 동원하여 30매가 넘는 분량으로 구구절절이 원

고의 잘못을 적시ㆍ비난하고 나서는 그럼에도 자기

는 원고를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

계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파탄이 된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많은 양의 주장

을 쏟아놓으면서 녹취록과 휴대폰 메시지 등을 복사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자료가 사전에 원고를

자극하여 그 반응을 확보한 유책성 증거입니다.  

나. 피고의 이상과 같은 거짓된 행동을 간파한 제1

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파탄되었고, 두 사

람 다 그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

보다 더 무겁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

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제기한 피고는 서면

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책

사유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피고 본인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식으

로 읍소(泣訴)를 하면서 서면으로 주장한 취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 원심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그 책

임은 원고가 무겁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는 혼인생활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

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과 같이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마. 그러자 피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

한 다음, 이번에는 오기 또는 보복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의 주장은

① 파탄이 아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② 파탄이

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③ 파탄이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피고가 오기 또는 보복감정에 의한 거

부가 아니다 라는 등으로 그때그때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주장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

의 종잡을 수 없는 언동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

면(裏面)에 숨겨진 내심의 의사가 법원의 판단에 의

하여 하나하나 벗겨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언

동의 전후 모순된 양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 피고의 다음과 같은 언행, 즉 ① 원고를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개적으로 성불구자로 매도하며, 원고

의 모(母)를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아니하며,

걸핏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원고에게 창피를 주는

가 하면, ② 관련 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의 일상사와 행적을 지속적으로 조사ㆍ추척

하며, ③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회사에 대한 비리 공

개를 협박하거나 건장한 남자들을 보내 원고의 부를

겁박하고, ④ 그토록 사정하고 애원하였으면서도 사

정이 긴급한 임대인 가족을 곤경에 빠트리고, 이를

무마하느라 원고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스

트레스와 비용 지출을 가져오게 하고서도 일말의 미

안한 마음도 없으며, ⑤ 두 사람의 향후 관계를 논의

하는 자리에서 원고의 감정을 유발하여 화나게 한

다음, 이를 녹취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짐

짓 천사를 가장하여 원고를 크게 생각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고스란히 모아 이 또한 증거

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소송

에 대응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

고 나서, 이후 자신이 원고가 되어 한층 더 유리한

지위에서 이 사건 원고를 마음껏 괴롭히겠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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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의 법리와 이 사

건의 경우      

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를 재판상 이혼원인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유에

관하여,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

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

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

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

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므2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원심판결의 논지는 기본적으로 위 대법

원 판결의 전제가 된 사안에서 설시한 다음과 같은

판단과 관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① 피고는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원고를

가출에 이르게 하고, ② 원고가 혼인에 가정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

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찾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

금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

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

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④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

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

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의의)는 현저히

감쇄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

인계속 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⑥ 피고의 혼인

계속 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

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

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

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

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

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

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

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

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

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

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라.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의 이혼거부가 오기

ㆍ보복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

는 고통이 된다면 비록 유책 배유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조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전의 형식적인 귀책주의에

서 파탄주의를 향하여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 대저 혼인관계의 파탄이란 아주 예외적이고,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쌍방의 귀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 미묘하여 그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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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도 원심이 확정한 사

실관계에 미루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성격불일치,

상호이해력의 부족과 애정의 상실, 배우자, 친족의

행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

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

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

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

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6

년 전의 판결로서 유책주의에 관하여 현재보도 더

엄격한 견해를 취하고 있던 과거의 것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부부생활의 파탄

은 쌍방의 귀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겠습

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청구인이 평소 시부

모를 불손하게 대하고 천박한 언행을 하기 일쑤고,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청구인

으로부터의 애정상실의 원인이 될 것이며 나아가 가

정파탄의 책임에 한몫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될 것”

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책임이 피고의 것보다

무겁다고 보아야 할 이유로는 가장이라는 사정 외에

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이라고 하더라

도 두 사람의 역학관계가 남자라고 반드시 우월한

것이 아닐뿐더러 특히 이 사건에서 보여준 피고의

놀랍고도 대담한 변신과 이중적인 언사(言辭) 및 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은 오히려 피고의 책임이 무겁

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그렇

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하

는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명백히 원고와 혼

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원고를 힘들

게 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으로써 이 지루하고 대책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사건개요] 부산고등법원 2011누0000 합격결정취소

및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 원고는 대학교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공채에 응하여 합

격하였으나, 시험부정으로 합격이 취소되었음. 제1

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

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전제하에 체력검정 당시와

똑같은 장소에서 시험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달리기 성적을 검증함. 이에 따라 원고의 당

시 체력이 합격권내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함.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

정됨. 이 서면은 원고의 최종 준비서면임.    

1. 항소법원이 주관한 원고에 대한 체력 검증 결과

가. 항소법원의 재판부 법관 3인이 주관하고, 원고

본인과 대리인, 피고 소송수행자 등 참여하에, 2012.

4. 18. 17:00 수험 당일과 같은 현장인 아시아드 보

조경기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100m 달

리기 체력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노면에 사

전 표시된 100m 트랙 구간이 정확한가를 준비된 줄

자로 이상 없음을 확인한 연후에, 출발선에서는 피

고 측 직원이 원고에게 주의사항을 시달한 다음, 노

란 깃발로 출발신호를 하고, 도착선에서는 피고 소

송수행자, 재판장님, 원고 측 직원이 각각 스톱워치

로 원고의 100m 주파 기록을 측정하였습니다. 

나. 그 결과, 피고 소송수행자는 12.94초, 재판장님

은 13.26초, 원고 측 직원은 13.56초를 기록하였습니

다. 단 1회의 주파로 측정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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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만하게 측정이 마

무리 되었습니다. 위 기록은 3자가 자료를 공유하였

습니다. 

다. 사실 이 특이한 방식의 검증은 피고가 원고에 대

한 합격결정과 임용취소를 단행하기 전에 필수적으

로 거쳤어야 할 선행절차를 뒤늦게 법원이 대행한

것입니다. 

2. 원고의 달리기 기록 확인의 의미

가. 당초 경찰관 공채시험의 100m 달리기 과락 기

준이 15.4초임에 비추어 이로써 원고의 이 부분 체

력은 그를 합격으로 판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이 사후에 입증된 셈입니다. 

나. 나아가 이는 또 원고의 아버지인 A경위가 자신

의 아들인 원고의 체력을 염려하여 동료 경찰관에게

합격을 부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사정을 말해주

는 것입니다. 당일 원고에게 최초의 주파 도중 다리

에 쥐가 나는 불상사만 없었다면 단 한 번의 달리기

로 측정은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시험

친다’는 말은 그야말로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이었다

는 점 또한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다. 그날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검증 도중 다리에 쥐

가 난 경우의 조치에 관한 분명한 지침이나 매뉴얼

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① 다리에 쥐난 수험생의

응급조치 방법, ② 이후 재차 달리기에 투입하는 시

간적 간격, ③ 그런 수험생에게 허용하여야 할 달리

기 횟수 등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우왕좌왕한

사정은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를 사

전 출발시키거나 도착선에서 미리 초시계를 눌렀다

는 주장 등은 본청 간부들이 주도한 감찰과정에서

그날의 감독관들을 윽박질러 받아낸 오도된 진술에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라. 제3자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제보를 진실로 믿은

다음, 본청에서 파견된 감찰관들이 조직보호라는 미

명하에 하급관서의 힘없는 경찰관들을 모텔에 불러

장시간 불편한 자세에서 조사를 받게 하면서 그에게

진술과 관련하여 모종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암시한

다면 어떻게 그들이 사안에 관한 진상을 말할 수 있

겠습니까. 그 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고, 무고한 한 수험생에게 부정행위라는 낙인

을 찍어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와 함께 5년간의 공직

시험 응시불가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제한을 가하

는 대단히 잘못된 처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 이는 순전히 사태의 진상에 대한 규명의 의지가

없이, 조직에 대한 근거 없는 외부의 비난을 두려워

한 나머지,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좋은 경찰관이 되고자 꿈을 키

워왔던 유능한 청년 하나를 희생시킴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고자 했던 피고 측 처분권자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부당하고 위법한 처사입니다. 

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과 원고에 대한 처분 전에,

문제 있는 수험생을 정말 부정합격시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한 데 왜 그런 생각

을 못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연합니다. 그것도

감독관들에게 운동장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사태에

대한 교양이나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점

심시간을 넘긴 시점에 그들이 속히 검증을 마무리하

고자 하는 조급함까지 겹쳐 가사 오해받을 외관이

일부 작출된 바 있더라도 이 또한 감독관들의 문제

일 뿐 그 책임을 수험생이 왜 부담하여야 하는지 그

점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처분의 당부(當否)

가. 원고는 수험 당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도 평균 13.25초의 달리기 기록을 보유한 지극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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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체력의 청년입니다. 부정행위는 없었습니

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오해가 있었을 뿐입

니다. 어떤 의도를 가진 자의 잘못된 정보를 과신한

나머지, 부당한 방식으로 실시한 감찰조사결과를 근

거로, 정작 선행되어야 할 확인조치는 빠뜨린 채, 조

직에 대한 비난을 털어버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도된 유사 부정행위가 있었을 뿐입니다.   

나. 그러나 이제 경찰조직은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없

습니다. 이미 자기 논리에 견고하게 갇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들의 손을 떠났기 때문입

니다. 오직 법원만이 과잉조치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은 물론, 나아가 그 모든 원칙

을 지도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표방하

는 헌법 이념에 따라 이 크나큰 권력을 통제할 수 있

을 뿐입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법원이 자신의 진정한 실력

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무어

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에 몸 둘 바를 몰라 하

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그 지위를 회

복하는 판결을 얻게 된다면, 아마도 원고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경찰관으로 그 기량을 마

음껏 발휘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

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보답하게 되리라고 확신합

니다. 달려보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법원을 실망시

키지 않은 것처럼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통하여도 그

는 결코 법원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4. 결론

가. 오랜 동토(凍土)를 지나 마침내 맞이한 2012년

이 봄이 원고의 인생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아름답

고 행복한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런 꿈을 꾸면서 그 꿈만으로 행복한 원고는 그

꿈이 현실이 된다면, 필경, 그의 삶은 바야흐로 창공

을 비상할 두개의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선

처를 바랍니다. 

방화 사건의 합리적 의심

[사건개요] 부산고등법원 2015노000 현주건조물방

화치사 사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음. 3개 국가기관의 화재감식결과를

탄핵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

고됨.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

정됨. 이 서면은 피고인을 위하여 구두로 한 최종변

론의 원고(原稿)임.  

1.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아니한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은 압니다. 바로 증

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합

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 것이야 합니

다. 같은 취지를 규정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7

조는 피고인을 위한 불멸의 권리장전이며 이는 현대

문명국가의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이 있는 검사가, 유죄판결의 깃발

이 꽂힌 저편 언덕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합리적 의

심이라는 지뢰가 매설된 이 중간지대’를 무사히 통

과하여야 합니다. 그 같은  지뢰를 온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검사는 바라는 목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인

현재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문제점 곧, 검사가 마땅히 넘어서

야 했던 합리적 의심이 과연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

기로 하겠습니다. 

2. 검사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한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근거는 3개 국가기관의 화재

감식자들이 한 감식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

식의견에는 수많은 허점과 상호간 모순점, 그 자체

로 내재적 한계를 품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이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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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한 소

방서와 국과수는, 화재현장 중 안방에 대한 조사와

시료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안방 바닥

의 심한 탄화현상과 침대의 하부가 방바닥에서 올라

온 열로 소손되어 내려앉은 중대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다가 3개 기관은 거실을 태운 불

길이,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이와 같

이 양방향으로 진행한 사정 또한 확인하지 못하였습

니다. 그 결과 초기에 발화점을 거실이라고 속단하

게 되었고, 현장에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사정만을

들어 화재원인을 방화로 곧바로 추정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의견은 결국 거기서 한걸음

도 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안방이 발화점

이라면 거기서 선풍기형 전열기가 작동되고 있었으

므로, 점화원과 화재원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3. 또 그 때문에 그들은 선풍기형 전열기와 정전기

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이에 대하

여는 현장사정과는 무관한 재현실험 결과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열기의 전도스위치 작

동으로 인하여 불꽃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휘

발유 유증기에 착화가 가능하다는 한국화재조사학

회의 견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열기에 의한 화재발

생의 개연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4. 거기다가 검찰 측 감식자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고 아티반 주사를 맞아 몸이 축 늘어지

고 의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과연

그랬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방에 들어

간 후 아들과 휴대폰으로 1분 29초 동안이나 정상 통

화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의 족적으로

추정되는 3개의 탄흔도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

티반의 작용으로 술취한 사람이 진정되기도 하는 반

면 그 부작용으로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며,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언쟁 내용

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방안에서 일시 공

격적인 언동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

다. 이것이 이 사건의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5. A소방서는 화재원인을 방화로 추정하면서 “단,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렇

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국과수는 현장에 휘

발유가 뿌려졌고, 고의가 입증되었으므로 방화가 추

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현장감식 결

과만으로는 방화를 추정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입증되었다

는 주장도 근거 없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수사과정

에서 확보한 증거라고는 횡설수설하는 세입자들의

진술이나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대검의 감식자인 B는 항소법원이 한 사실조회에 대

한 회신에서, 피해자가 거동이 가능하고 전열기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건 화재는

원인불명>이라는 최종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피고인측 감식자인 C는 비록 화재 현장에 뒤

늦게 도착하였지만,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3

개 국가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개 항목의 새

로운 사실을 발굴, 확인하였고, 이를 원인규명 작업

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 측 감식자들이

확보한 모든 사진과 자료와 감식서는 물론, 일체의

수사기록까지 자세하게 분석 평가하여, 현장사정에

비추어 검찰과 피고인 주장의 논리적 정합성과 과학

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공판에 현

출하였습니다.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 사건 화재

원인은 실화>라는 것입니다. 녹취된 증인신문 자료

를 보시면 아시갰지만, C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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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심 법정의 증인석에 앉아 3:1의 열세에서 검찰

측 감식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감식결과

의 근거와 당부에 대하여 대질을 벌였습니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3명의 검찰 측 감식자들은 C의 의견

을 압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검의 B는 발화점을 당

초 ‘안방출입문’이라고 적시하였다가 정황상 그 판단

이 부적절한 것을 원심법정에서 뒤늦게 깨닫고 이를

‘거실출입문’으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변경이유를

오타라고 했습니다. 만일 안방출입문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로 점화를 하였다면 그 불은 순식간에 피고인

을 덮쳐 피고인은 전신에 엄청난 화상을 입었을 것

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7. 불씨가 된 점화원을 소방서는 미상의 촉매제라고

하고, 국과수는 불상의 점화원이라고 하며, 대검은

라이터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소장은 라이터라고

합니다. C만 유일하게 선풍기형 전열기라고 합니다.

검사는 기소 하루 전에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경찰

관 E에게서 피고인이 영안실 앞에 있을 때 주머니에

서 라이터를 꺼내 담배를 피우는 걸 보았다는, 참으

로 묘한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록에 편철하는 한편, 세입자 D로부터는 피고인이

담배를 물고 산다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받아 적

어 마치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낸 것이라는 취지

의 자료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8. 그리나 방화의 점화원으로 사용된 라이터가 그와

같이 온전한 형태로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을 리도

없거니와, 그것도 방화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피

고인이 경찰관의 면전에서 자신의 라이터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피

고인에게서 점화원이 된 그 라이터를 경찰관은 왜

확보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시 피고인

이 금연 중이었던 사정은 세입자 F가 진술하고 있으

며, 영안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상심하는 아버

지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자신의 라이터를 건넸다는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게 왜

곡된 것입니다. 나아가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점화

를 할 경우 그로서는 일대에 비산된 휘발유 유증기

에 최대한 접근하여야 하고, 점화순간 그는 얼굴 등

전신에 심환 화상을 입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화상은 양손과 다리에만 남아있습니

다.  이것이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9. 무엇보다도 나이 팔순에 이른 피고인이, 그리고

불나기 직전에, 아내가 술에 취해 속이 아파하는 것

을 보고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한 피고인이, 마음

이 바뀌어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와 이유

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생의 허다한 희비애

락을 공유하면서 반세기 이상을 함께 살아온 자기

아내를 말입니다. 그것도 본채와 인접한 별채에 수

많은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그들이 모두 잠든 야심한

밤에, 아무리 취중이라도 피고인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모험을 감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재 직

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면서 “안에

피해자 있다” 는 말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신고당시

안에 사람이 있으니 빨리 오라는 말을 한 사정이 119

신고센터의 자료에 녹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

도에서 물을 퍼와 화재진압에 참여한 사실 또한 세

입자인 F, G, H 등이 각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일곱 번째 문제점입니다.  

1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의

사정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머뭇거린 사정과 일부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수사과정에

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피

고인은 당일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소주를 4병 이

상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주취상

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심리학의 이론

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당시의 사정을 마치 영화의 장면들처럼 물 흐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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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정연하게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의 슬라이드처럼, 스냅사진처럼, 단편적으로

사실을 기억하되, 노벨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이

지적한  ‘피크엔드 법칙(Peak-End Rule)’에 따라 가

장 충격적이고 가장 최후의 사정만은 사후에 이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주취상태에서 겪은 일이 혼미

한 상태로 뒤섞여 있다가, “아버지의 몸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어떻게 된 일이

냐” 고 묻는 아들의 말에, 아득한 기억의 파편 속에

서, 마치 깨어진 퍼즐을 맞추듯, 문제된 휘발유통의

존재가 비로소 떠오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

다. 정상인도 과거의 일을 온전히 복원하기 어려운

데 하물며 술에 크게 취한 피고인이 그것도, 그와 같

이 갑자기 당면한 그런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을,

사후에 아무런 계기도 없이, 정확히 기억해 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피고인을 두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 또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과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사건의 여덟 번째 문제점입

니다. 특히 피고인은 당일의 주취정도에 비추어(당

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세

입자들의 진술, 피해자가 아들과 통화 중 피고인이

식당에 있다는 언급, 김만우의 음주량에 의한 주취

정도의 분석 자료 참조), 화재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장애가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피고인을 공소장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

사의 범인으로 단정하려면, ① 화재감식자들의 감

식의견, ② 화재 전후를 통한 피고인의 언동, ③ 화

재 직전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거동여부 등 관련 정

황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덟 가지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

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변론이

종결된 현재까지 여전히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습니

다. 판단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 알 수

없는 국면, 이른바  ‘요증사실의 존부불명’이라는 난

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법원은 증명책임의 소재

에 따라 그 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리면 그만일 것입

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외람되지만 감히 한 말

씀을 올리자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그 경

우 선택 가능한 판단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의 판단이

공익과 사익 양면으로, 즉 한편으로는 사회가, 또 한

편으로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는 리스크가 더

크겠느냐 하는 점을 잠시 생각해봅니다. <잘못된 무

죄의 경우> 피고인은 어차피 50년을 해로한 처를 잃

었고, 이로 인해 얼마 남지 아니한 여생은 오직 죽은

아내에 대한 처절한 속죄의식에 바쳐야 할 것입니

다. 그 세월 또한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정의의

실현은 일단 유보되었지만 가족 외에 사회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가족에

게 발생한 그 엄청난 비극은 그 정도로도 피고인은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는 평생 떨쳐내기 어려운 중대

하고도 심각한 고통이자 징벌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잘못된 유죄일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나이 팔순

에 이른 피고인은 아마도 수감 중에 목숨을 다할 것

입니다. 화재로 어머니도 잃고, 그나마 아버지마저

도 그렇게 잃게 된다면, 혹은 화재로 처를 잃고, 또

자신마저 죄인이자 수감자로서 일생을 마감하여야

한다면, 피고인과 그 가족이 평생을 통하여 짊어져

야 하는, 하늘 끝에 닿는, 그 통렬한 슬픔은, 이루 말

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 살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피고인은 말할 것도 없

고, 이미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는 관

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형사절차법의 원칙

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

이 다른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

치도 아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 의사이자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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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대행하는 법관만은, 지금 이 법대 앞에서 고

개를 숙인 늙고 초라한 한 인간을 긍휼과 자비의 심

정으로 바라볼 자격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이렇게, 변호인의 입을 통하여, 몇 마디 말로써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대

책이 없는 피고인을 말입니다. 부디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두 번 세 번 잘 살피셔서, 반세기가 넘게 살

을 부딪치며 살아온 정든 아내를 불속에서 잃고, 이

제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까지 받으면서 항

소법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벼랑 끝에 놓인, 피고

인의 이 기막히고 절박한 처지를, 아무쪼록 깊이 그

리고 또 깊이 헤아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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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RECOMMENDED MOVIE 파이란

디지털기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면

서 실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휴대폰의

보급으로 사진 찍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

었다. 작은 덩치임에도 그 성능은 실로 대단해서

일상뿐 아니라 맛집의 먹거리와 여행사진 등등

누구나가 손쉽게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지금은 너무도 흔한 것

이 되어버린 사진이지만 기록과 사연을 고이 담

아내는 속성 때문에 사진의 발명 이래로 줄곧 인

류와 함께 해왔다.

사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증명사진이

아닐까 싶다. 학생증과 신분증, 여권 등에 필수적

인 증명사진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지만

가장 무미건조하고 밋밋한 사진으로도 인식된다.

약속이 취소된 지난 주말에 우연히 접한 영화 ‘파

이란’은 증명사진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게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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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강재는 작은 배 한 척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박한 꿈을 지닌

인천항 뒷골목의 삼류 건달이다. 그는 뒷골목 동기인 보스 밑에서 오락실의 허드렛일과 불법테이프 유통

을 하다 구류를 사는 등 보잘 것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강재는 어느 날 파

이란이라는 여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강재의 기억에도 없는 여인은 강재가 푼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 준 여자였다. 강재는 전혀 모르고 있었

지만 파이란은 그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보내고 있었고 그 마음은 진실했다. 마주칠 듯 어긋나는 강재와

파이란 그들의 운명에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그녀가 가게에서 칫솔 2개를 사들고 오는 장면에서

그녀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엿보여 가슴이 저려왔다. 

파이란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강재를 끝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병으로 죽는다. 강재는 경찰서로부

터 그녀의 시신을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제야 그녀가 쓴 편지를 읽게 된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서류상의 부인이지만 그녀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양복을 맞춘다. 파이란

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 기차에서 강재는 그녀의 사진과 편지를 보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강재에게

파이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자였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는 마음이 착잡해져갔다. 

‘강재씨 고맙습니다. 강재씨 덕분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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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만 가장 친절한 건 당신입니다. 왜냐면 저와 결혼해 주

셨으니까요……, 만약 만난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

신의 아내로 죽는다는 것 괜찮습니까? 응석부려 죄송합

니다. 제 부탁은 이것 뿐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

하는 강재씨, 안녕.’

사망확인 절차를 다 마친 강재는 부둣가에서 파이란의 부

치지 못한 편지를 읽다가 오열을 터뜨린다. 포장마차에서

자신을 호구라며 울부짖었듯 삼류 인생인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어린 순수한 감성을 지닌 파이란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녀의 죽음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비정함 등등 복합적인 감정에 강재는 끝내 울음

을 터뜨린다. 

이 대목은 다시 보아도 눈물이 나는 명장면이다. 나는 영

화에 몰입되어 강재가 되었고 파이란이 되었다. 한동안 강

재와 파이란의 슬픈 이야기를 떠올릴 적마다 가슴이 아파

왔다.

영화 전반에 걸쳐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강재와 파이란의 증명사진이다. 파이란은 강재의

환히 웃는 증명사진을 액자에 담아 책상 위에 두고 그에

게 말을 건다. 사진 속 강재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녀

에게 정말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따스한 미소를 보내고

있다. 그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그것이 더욱 그녀를 힘들

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강재의 증명사진 한 장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다. 

한 장의 사진이 이토록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멋진 풍경과 미적 감각이 첨부된 것만이 사

진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알았던 내게 영화는 다른 시

선을 가지게 했다. 

장르│멜로, 로맨스

개봉│2001년 4월

감독│송해성

출연│최민식, 장백지, 

손병호 공형진 外

슬프면서도 애잔한 삶을 살다간  
수많은 기억과 흔적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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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의 증명사진은 파이란에게 강재의 존재를 확

인시켜 주고 그녀가 그의 아내로 죽을 수 있게 만

든 유일한 희망이자 소원이었다. 사진은 빛을 담은

과거이고 파이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인 동시에

슬픔이기도 하다. 시간과 기억의 흔적이자 존재의

흔적이고 또한 삶의 흔적이다. 세상을 비추었던 한

줌의 햇살이면서 또한 순간 사라질 시간의 그림자

이기도 하다.

우리들 삶에는 강재를 사랑했던 ‘파이란’과 같은 여

인이 있었음을, 그러나 지금은 없는, 슬프면서도 애

잔한 삶을 살다간 수많은 기억과 흔적들이 사진으

로 남아 있다. 

혹여 우리들은 쉽게 찍고 지워버리는 오늘날의 사

진과 같은 삶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

다. 일상이 무료해지거나 힘든 순간이 올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 고

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난함 때문에 고향을 떠난 이들의 증명사진에 얽

힌 슬픈 역사적 사건을 옮기며 글을 갈무리해본다.

1902년 11월 고종이 해외 노동 이민을 허한 이후, 조

선 노동자들은 제일 먼저 하와이로 건너갔다. 이때

임금은 한 달에 16달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린 조

선민중은 이 돈에 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자료에 따르면 첫 한인 이민단은 통역관 두 명을 포

함해 모두 121명이었는데, 대부분 인천 출신의 교회

신도들이었다. 그들은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

(인천항)에서 개릭호를 타고 일본 고베로 건너가,

다시 그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20명이 탈락하고

101명만이 하와이 호놀롤루항에 도착했다. 

그 뒤 1905년까지 65차례에 걸쳐 도합 7,000명이

넘는 조선 이민자가 하와이로 이주해 갔다.

고종은 멕시코 한인 이민자의 처우가 짐승보다 비

참해 눈뜨고 볼 수 없다 하여 한때 이민을 중단시

키기도 했지만, 국력이 약하고 국가의 재정이 바닥

으로 떨어져 노동 이민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 이민자의 절대 다수가 남자들이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이 필요했다. 그 당시

하와이에서는 동양인과 미국인의 결혼을 금했고,

그렇다고 선을 보기 위해 여자가 건너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때 왕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 해낸 것이 사진결혼이었다. 사진을 주고받아,

마음에 들면 신부가 신랑 사진을 들고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 사진결혼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약

950명 정도의 조선 여자들이 하와이로 향했다. 잘

생기든 못생기든 한 번 맺은 인연은 숙명으로 생각

하고, 신물까지 토해내 숨 쉴 기력조차 없이도 지아

비 사진 한 장 품고 태평양을 건너가 이들. 그러나

가서 보니 사람에 속고, 살아보니 삶에 울고, 단 하

루도 눈물로 지새우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사진으

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갔다. 

사진이 발명된 이래 초상사진으로 부부연을 맺은

일이 서구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의 하와이 이민사처럼 전체 이민자가 사진으로 결

혼하는 사례는 드물다. 

사진 한 장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사진 속 남자에게

운명을 맡긴 채 지옥의 뱃길을 건너간, 슬픈 운명의

역사적 초상이 우리 역사에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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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用語)란 무엇인가?

지금은 바뀌었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자동제세동기’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용어를 보

고 들으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니 자

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심실세동이나 심실빈

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응급 처치 도구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야 했을까? 전문가인 의사가 아니고선 ‘제세동’

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데 그냥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오래 전부

터 그런 의문을 가져왔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는 2017. 8. 22. 어려운 안전 분야 전문용어 42개

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면서 ‘심장충격기’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의외

로 많다. 용어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란 뜻을 갖고 있다. 경제용어, 의학

용어, 과학용어, 법률용어 등이 그런 것들이다.

용어는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 처음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외국용어를 번역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생소한 외래용어들이 늘어나는 경향이어서 일반인들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

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래에서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일부 기존 용어의 부적절성과 올바른 용어 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용어(用語) 유감

202•제35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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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성만 변호사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

법률용어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법률용어를 일본의 것 그대로 사용하였고, 독립 이

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그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대부분 한자어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

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일본식 용어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실제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

적절한 경우도 많이 있다. 

법률용어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와 참신한 개선사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원(金員) :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이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법률문서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그

런데 일반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법원은 맞춤법 자료

집까지 발간하며 ‘돈’이나 ‘금액’으로 단어를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음에도 아직 많은 판결문에 여전히 사용

되고 있으니 참 생명력이 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쉽게 ‘돈’이라고 하면 될 텐데, 이 이상한 일본식 한

자어를 법조인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채 쓰고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법률문서

를 읽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작은 장애물이라도 없애려면 하루빨리 고쳐야 할 용어라고 생각한다.

2) 표현대리(表見代理) : 민법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법률용어인데, 일본과 똑같이 한자로 ‘表見代理’라고 쓰

고 우리는‘표현대리’라고 읽는다. 일반적인 음역으로 ‘표견대리’가 맞는데 왜 굳이 ‘표현대리’라고 할까? ‘표

현’은 ‘表現’으로 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한자의 용법에 맞지 않는가? 법학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누구나 의

문이 들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들 그렇게 부르니 별 생각 없이 따라서 사용해온 용어이다.

‘표현대리’는 실제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개념이다.

권리외관이론에 기초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쓰며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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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부르기보다는‘외관대리(外觀代理)’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와 내용

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3) 유류분(遺留分) : 우리 민법 중 상속편을 개정하면서 1977년 일본 법률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

고 있는 예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뜻을 알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보장상속분’또는 ‘상속보장분’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4) 개호비(介護費) :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다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

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조인들이나

보험회사에서 주로 사용할 뿐 일반인들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거의 사용하지 않

는다. 어렵고 이상한‘개호(介護)’ 대신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간병(看病)’ 또는 ‘간호(看護)’라는 표현

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5) 격락손해(激落損害) : 자동차사고 때문에 수리 후에도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법률문서에도 종종 보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쓸 것이 아니라 좀 더 알기 쉽게 ‘감가손해(減價損害)’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6) 도관회사(導管會社, Conduit Company) :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조세사건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용어이다.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

립된 회사를 말한다. 1~2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서류전달 등 간단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컴퍼니와 다르다. 조세법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지배•관

리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영문을 직역하다 보니 매우 생소한 용어가 생겨났는데, 법률가들조차 과

연 그 의미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모회사에 조세조약상의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명목상의 자

회사이니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와 같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니 그냥 ‘명목상 회

사’라고 하면 어떨까?

7) 수인한도(受忍限度) : 환경 관련 민사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일조방해, 소음, 진동 등의

환경침해에서 사회공동체의 공존을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내야 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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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뜻을 잘 알 수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로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섰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다. 한자를 알면 이해

하기 어렵지 않은 용어여서 크게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수인한도’를 ‘참을 한도’

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쓴 것(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

았다.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용어의 중요성

말과 글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이므로, 많은 사람이 뜻을 잘 알 수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보통 전문 분야의 용어는 전문적인 내용과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은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금방 알기는 어

렵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법령에는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있다. 법령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일

반규범이기 때문에 수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법령용어 정비 작

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울러 법률전문가인 우리 법조인들은 올바른 법률용어 사용에 앞장 서야 한다. 그

것이 우리 법조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처음 전문적인 용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작명하느냐에 따라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친숙한 용어가 될 수도

있고, 뜻을 알기 어려운 외계어가 될 수도 있다. 난해하고 부적절한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뜻

을 몰라 힘들어한다. 전문가들만 아는 용어를 만들어놓고 일반인들의 무지를 탓한다면 이는 전문가들의

오만이요 직무유기이다. 

쉬우면서 뜻을 잘 담은 멋진 용어를 만드는 것, 유능한 작명가가 되는 것도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역할이

자 사명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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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참 좋다

나 어릴 때는 여름철이면 고향집 앞마당에 드러누워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곤 하였었다. 덕

석을 깔거나 군용 야전침대를 펴놓고 그 위에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별

들이 저마다 빛을 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긴히 전할 말이라도 있는 양 반

짝이고 있는데 그 말을 한 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하고 헛수고를 하곤 했었다. 만약

에 저 별들 중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가 애타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멍청

하여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 것인가! 은하수는 또 어떻고.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치지 않고 용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까? 견우와 직녀의 이

야기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것임에 틀림없지만 왜 은하수에만 별들이 저렇게 촘촘

히 모여 있을까? 혹시 하늘에도 무슨 계곡과 같은 것이 있어 작은 별들이 그곳에 떠내려 와

모여 있게 된 것이나 아닐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도 많이 있다는데 그 끝은 무엇일

까? 끝이란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 끝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다 스르르 잠에 빠지곤 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아예 없다. 쳐다봤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쳐다볼

일이 없는 것이다. 도시의 전깃불 때문에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일부러 멀리 시골을

찾아가 하늘을 쳐다보아도 별 볼 일이 없다. 큰 별 몇 개만 보일 뿐 옛날에 보던 그 수많은 별

들이나 은하수는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로 공기 자체가 오염되어 시야를 뿌옇게 가리고 있

기 때문이겠지. 별들이 보인다고 하여 우리 실생활에 당장 달라질 것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가

끔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고 싶다.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인 지구라는 별 위에서 티끌이나 먼지처럼 붙어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나 어릴 때 살던 우리 집은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있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 논과 밭,

푸른 작물이 자라고 있거나 추수 후 빈 들판뿐이었다. 그 들판에서 여름철이면 웅덩이에서 멱

을 감거나 도랑물을 막아 미꾸라지를 잡곤 했었고, 가을이나 겨울철이면 아이들과 자치기, 막

대치기, 공놀이를 하곤 했었다. 언젠가 동네에 미친 개가 있어 때려잡느라고 온 동네 사람들

글● 조진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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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서서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뒤쫓을 때 나도 덩달아 숨을 헐떡이며 들판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생생하

고, 들판의 끝까지 가보고 싶어 자전거를 타고 나섰다가 여름 뙤약볕에 지쳐 되돌아 온 기억도 있다. 그런

들판이 보고 싶다. 우리 할머니 밭일 할 때 밭고랑에 앉아 쉬시면서 어린 나더러 “나중에 나 죽어 저 멀리

산 위에 묻히거든 스쳐지나가지 말고 꼭 들렀다가 가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던 그 너른 들판. 그 들판이

보고 싶어 들르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온통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들판인지 공장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다. 어디에 가면 옛날의 그 들판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나 어릴 때 여름방학 때가 되면 매일 소 먹이러 다니곤 했었다. 그런데 그 소를 몰고 다니는 것이 그리 간

단치가 않았다. 우리 집은 꽤 큰 농사를 짓고 있어 힘센 소가 필요했으므로 언제나 황소를 키웠었는데 그

황소란 놈은 너나없이 성질이 고약하여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암소는 양순하여 아무 데나 풀어 놓

아도 어디 멀리 달아나는 일이 없는데 이놈의 황소는 풀어 놓으면 금방 멀리 천방지축으로 달아나므로 꼭

고삐를 잡고 이리저리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다. 따라다니다 지치고 짜증이 나서 좀 나무라는 시늉이라도

할라치면 이놈은 되려 성질을 내면서 뿔로 들이받으려고 덤비는 바람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고삐에 매달려 따라다녀야 하니 여간 성가시고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런 판이니 어디 그림에라도 나오는

것처럼 소의 등에 올라타고 피리라도 부는 목동의 호강을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암소였다면 해 저

문 저녁 들판을 그 등에 올라타고 콧노래라도 부르면서 귀가하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소의 등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말의 등이 더 낫지 않을까? 말 등에 올라타고 뚜벅뚜벅 들판을 걸으면 콧노래가 저절

로 나오지 않을까? 푸른 들판에서 말을 타고 걸어보고 싶다. 빠르게 달릴 것이 아니라 그저 뚜벅뚜벅 느린

속도로 멀리 멀리 가보고 싶다. 가다가 심심하면 말과 이런저런 말이라도 나누면서, 손으로 그 뺨을 다독

이면서 가보고 싶다.

몽골여행을 다녀왔다. 어디 어디 좋다는 데 다녀봤지만 몽골여행을 꼭 가고 싶었다. 그곳에 가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초원을 걸을 수 있을 것이며, 말도 타볼 수 있

을 것이다.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겪어볼 수 있는 곳으로 몽골 이외에 어디가 또 있을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는데 시작부터 좀 실망이다. 먼지 자욱한 길거리며, 높이 솟은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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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며, 삐죽삐죽 네모진 콘크리트건물이며, 매캐한 공기며,

번듯한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함이며, 거가다가 가다서다 줄지어 기어 다

니는 자동차의 꽁무니에서 내뿜는 매연이며, 좀 숨이 막힌다. 이 나라 인구의 절반가량

이 울란바토르 시내에 몰려 산다니 그럴 만도 하다. 더구나 이 나라에서 굴러 다니는 자

동차 중 승합차, 버스, 화물차는 모조리 우리나라에서 폐차 직전의 것을 가져다가 수리해

서 쓰는 것이라고 하니 그 내뿜는 매연이 어느 정도일지 알 만하다. 그렇다면 이 도시를 벗어

나기만 하면 몽골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

과연 울란바토르 시내를 벗어나 차를 달리면서는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일망무제로 펼쳐지는 푸른

초원, 그 위에 점점이 흩어져 풀을 뜯고 있는 양떼, 염소떼, 소떼, 말떼, 야크떼, 밋밋하게 솟아 있는 낮은 구

릉 위로 한가롭게 떠 있는 흰 구름. 아! 내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 초원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 더

볼 것 없이 만족이다. 그냥 이 초원 위로 끝없이 내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 뒤에 이 초원 위에 있는 유목민

의 천막집 ‘게르’에서 묵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틈내어 말을 타고 초원 위를 걸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몽골여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그 옛날 징기스칸의 부대가 세계를 정복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될 듯하다. 아시아대륙의 동쪽에서 유럽대

륙의 동쪽까지 모두 이런 식으로 초원으로 연결되어 있을 터이니 그 초원 위로 날랜 기마부대를 호령하여

내달린다면 하루에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만주벌판도 이렇게 넓은 땅일 터인데 우리 조상들은 왜 그런 넓은 땅을 버리고 좁은 한반도 안으로 옮겨

살게 되었을까? 넓기만 하고 울타리 같은 것이 전혀 없으니 지키기에 버거웠을 것이다. 나아가 정복하기

에는 좋으나 물러나 지키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언젠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에 가보고 우리 조상들

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대륙에서 쳐들어 오는 기마부대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모두 압록강

물에 빠져 죽어야 할 판이니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였을 것이다. 거기에 비하여 평양은 어떤가?

적당하게 높은 산과 깊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대륙을 넘보지 않고 지키기만 하기로 한다면 안성맞춤

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대륙의 초원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어 후손에게 물려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해는 하면서도 조금은 아쉽다. 

초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밤하늘의 별을 봐야지. ‘게르’에 숙소를 정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

‘게르’란 것이 겉으로 보기와는 영 딴판이다. 여름인데도 밤이면 털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우니 천상 난

로를 피워야 하는데 그 난로라는 것이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이면 교실에서 불을 피우던 그 쇠

난로이다. 불을 피우면 덥고, 그래서 불을 끄면 춥고, 어떻게 적당히 조절할 방법이 없다. 연료로 쓰는 나무

는 이곳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 나무‘라는 것의 장작인데 목질이 연하여 얼른 타버린다. 이런 식으

로 ’게르‘마다 장작을 때기로 한다면 그렇잖아도 얼마 남지 않은 몽골의 그 알량한 숲마저 조만간 없어져

버리고 말겠다. 그건 그렇고 밤하늘의 별이나 잘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208•제35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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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좀 실망이다. 옛날 우리 고향에서 올려다보던 밤하늘의 그 쏟아지던 별을 기대하였는데 그런 별이 아

니다. 그저 좀 많다 싶은 별들이 밤하늘에 떠있을 뿐이다. 은하수도 없고. 역시 오염된 공기 탓인가? 그렇

다면 말이라도 실컷 타서 만회해야지.

말타기는 사실 좀 겁먹었었다. 말이라고는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 혹시라도 떨어져 다치기라도 하

면 어떡하나. 듣자하니 나 같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말이 싫어하여 거부한다고 하던데 내가 올라

탄 후 말이 거부하여 날뛰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다치는 것은 둘째이고 우선 남 보기 창피스러워서 어떡하

나. 그런 걱정을 하며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말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괜한 걱정을 하였나 보다. 우선 말

의 키가 그리 높지 않고 성질마저 온순하기 그지없다. 잘 훈련되어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기에 익숙한 말이

다. 이런 말이라면 나 혼자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스러운지 마부가

앞에서 고삐를 잡고 인도하기까지 하니 안전하기가 짝이 없다. 허허 참 이게 무슨 꼴이람. 마치 어린이 놀

이터에서 장난감 말이라도 탄 듯한 느낌이다. 그런대로 초원을 몇 킬로미터 뚜벅뚜벅 걸어다니기는 하였

으나 영 성에 차지 않는다. 푸른 초원 위로 말을 타고 혼자서 또는 둘이서 하염없이 걷고 싶었는데. 다음 기

회를 기약하는 수밖에.

몽골여행을 떠날 때의 세 가지 기대 중 별보기와 말타기의 두 가지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그러나

초원보기는 더할 것 없이 만족스러웠다. 그 넓고 푸른 초원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까이에

그런 초원이 있다면 매일이라도 가서 보고, 걷고, 즐길 수 있을 텐데. 별보기도 때를 잘 만나면 만족스러울

지 모른다. 말타기야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여름철이 되

면 몽골여행을 한 번 더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내년에는 세 가지 기대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

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참 기분이 좋다. 여행은 실제로 가는 것보다 머리 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것이 더

기분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옹다옹 세상사람들 지지고 볶고, 물고 물리고, 치고 박고, 머리 터지고 코피

흘리고 야단들인데 돌아앉아 느긋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형편이 참 좋다. 더도 덜도 없이 지금이

참 좋다.

부산지방변호사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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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의 꿈

담도암입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고 현재로선 수술도 어려운..... 의사의 나머지 말은 들

리지도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리는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다.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람. 내 나이가 몇인데. 마누라와 새끼

들은 어쩌라고. 부모님도 아직 정정하신데.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의사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사형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

었다. 목소리도 시종일관 일정한 톤을 유지했다. 마치 알파고 의사 같달까. 나에겐 생사가 걸

린 문제가 그에게는 한낱 업무에 지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나는 그간 의뢰인에게 무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찰나의 시간을 가졌다. 그에게서 내 지난 모습을 보는 듯해서 뜨끔했다.

“수술을 해주십시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간곡히

부탁했다. 당황한 의사는 캘린더를 살피며 고민하는 척하더니 수술 날짜를 잡아줬다. “너무

기대하진 마십시오.”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다는

인사로 머리를 조아리며 황급히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은 유독 나에게만 더욱 작렬하는 듯했다. 택시를 집어타고 사무실로 향했

다. 암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이를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다. 뭐라

고 말해야 하나. 마음 여린 마누라는 분명 대성통곡할 것이 뻔했다. 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질 지도 모르지. 이제 겨우 7살, 4살 된 새끼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그때서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백미러로 힐끔힐끔 훔쳐보던 택시기사는 조심스레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사무

실에 돌아오니 새로 온 서면들이 책상 위에 가득 놓여 있었다. 기록에 적힌 의뢰인들 이름 하

나하나가 가슴에 알알이 들어와 박혔다. 저들도 나 하나 의지하며 중대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봉급 주며 먹여 살리는 직원들의 얼굴도 그날따라 유난히 측은해

보였다.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는담. 

퇴근길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현관문을 여니 아이들이 앞 다투어 아빠에게 달려

와 와락 안긴다. 사랑하는 아내는 앞치마를 둘러메고 맛있는 저녁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기도를 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성찬을 즐긴다. 매일 먹던 밥이고 늘 보던 가족인데 왜 이렇게

글● 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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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고 눈물겨운지. 마음이 울컥하고 목이 메어 밥이 제대로 넘어가질 않는다. 주여 왜 제게 이

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시나이까.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소파에 앉아 아내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

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나보다 더 놀라며 격분했다. 흐느끼며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아

내의 손을 꼭 잡은 내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제 겨우 결혼 7년차. 아직 한창 일할 나

이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한참 멀었는데.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

는데.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무기력한 남편이었다. 

가족을 제외하고 주위엔 일체 알리지 않았다. 직원들에게도 멀리 휴가를 좀 다녀올 계획이라고 적

당히 둘러댔다. 다행히 수술날짜가 여름휴가 기간과 겹쳐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도 있었다. 신건

수임은 자제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미리 서면을 써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건강을 핑계로

대충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요절한 변호사가 될지언정 무책임한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

다. 법정에 앉아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가슴에 달린 변호사 배지를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나는 과

연 한 점 부끄럼 없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로 살아왔는가. 오늘 이 재판이 내 생애 마지막 재판이 될

지도 모른다.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대고 “원고 소송대리인 황민호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할 때 목

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상대방 변호사님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뜨겁게 변론을 하시는데 왠지

밉지가 않았다. 감정적으로 맞서 대응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내가 얻은 병은 지난날 불필요한 감정

의 과잉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도 모른다. 판사는 한 달 뒤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제발 그 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수술날짜는 금방 다가왔다. 하루 전날 입원해 수속을 마치고 속을 비우기 위해 비릿한 냄새가 나는

약을 수십 잔 들이켰다. 얼마나 비위가 상했던지 마시다가 토하고 토하다 기력을 상실했다. 육신이

나약해지자 수술의 공포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밤늦게 의사가 아내와 나를 불렀다. 내일 있을 수

술에 대해 설명해주며 수술하다 죽어도 좋다는 문서에 친히 서명을 받았다. 죽어도 좋기는. 죽으면

니들도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기엔 우린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죽음 앞

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살려달라는 본능적인 절규 밖에는 없었다. 병실에 소등이 이

루어지고 병동엔 적막이 찾아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도 뒤척이며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린 수술이 끝나면 어디어디를 놀러갈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야

할 맛집 리스트도 정리했다. 다소 들뜬 목소리 너머 어둠 속에 비친 아내의 표정은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밖에는 없었다.

자다 깨다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밤새 머릿속으로 이미 자서전을 한 권 썼다. 새벽기도를

마친 목사님과 교인 몇 분이 아침 일찍 병실로 찾아와 기도해주셨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께 감사

하며 천국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네 목사님. 하지만 최대한 나중에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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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와 입맞춤을 했다.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풀어주고 싶어 영화 터미네이터의 대사를 눙치듯

던졌다. “Ì ll be back.” 아내가 웃었다. 아내는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오래도록 그 웃음

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걱정 마 여보. 꼭 살아서 돌아올 테니.” 수술실에 들어가 조금 있으니

마취담당 의사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금방 끝날 겁니다. 마취 들어갈게요.” 뭔가 시커먼 마스

크가 눈앞을 스쳤고 나는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다. 온몸에 주사바늘이 박히고 목구멍 깊숙이 호

스가 삽입되어 있었다. 호흡이 불편했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손을 들어 간

호사를 부르니 귀찮다는 듯 거즈에 물을 묻혀 입에 물려줬다. 수술은 잘된 건가. 가족들은 어

디에 있지. 지금 몇 시쯤 되었을까. 꽁꽁 묶인 나는 또 한 번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자서전 2

편을 썼다. 일반병실로 옮길게요. 간호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가족

들이 달려왔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 이현아, 이찬아. 아빠가 살아 돌아왔어. 우리 이제는 아

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

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쩐 일인지 가족들도 아무 말 없이 눈물

만 흘렸다. 일반병실로 가는 길이 몹시 길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뭔가 어둠의 터널로 점

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지친 나는 서서히 눈이 감겼다. ‘사랑해’라는 말이 입에서만 맴돌았

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공중으로 붕 뜨는 기분이 들었다. 저 멀리 어슴푸레 천국 문이 보이

면서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크레셴도로 다가왔다.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은 붐볐다. 호상이 아닌지라 문상객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 어디 가만히 보자.

누가 누가 왔나. K변호사님과 J변호사님이 올 때가 되었는데. 문 밖으로는 복제한 듯 똑같이

생긴 화환들이 도열해 있었다. 누가 누가 보냈나. 아니 B고문회사는 왜 화환을 안 보냈지. 이

봐 사무장. 그러고 보니 사무장도 안 보이네. 이놈의 사무실 잘도 돌아간다. 잠시 후 장례예배

가 시작되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짧은 생을 살다 가셨지만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

고, 사회적으로도 신망 받는 변호사였으며.....” 낯이 뜨거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좀 더 착하게

살 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걸. 가지려고 하기보다 베풀면서 살 걸. 뒤늦은 후회의 말

들이 관 속을 공명하며 메아리쳤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 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검은 상복을 입은 아내의 얼굴이

유독 수척해보였다. 그래도 예쁘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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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번 제2악장을 틀어줘.” 농담처럼 던진 말이 불과 엊그제였는데. 하지만 이게 웬걸. 방 안엔 베토

벤이 아닌 생뚱맞은 팝이 흘러나왔다. 이 여편네가.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요. 설마 벌써 딴생각

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가만히 듣다보니 가사가 뒤통수를 쳤다.

at I should have bought you flowers
And held your hand
Should have gave you all my hours
When I had the chance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all you wanted to do was dance
Now my baby’s dancing
But she’s dancing with another man

눈물이 앞을 가렸다. 맞아 맞아.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자주 사줬어야 했는데. 손도 자주 잡아주고

말야.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어야 했어. 춤을 좋아하는 아내와 파티에도 자주 갔었어야지. 내

가 없으면 이제 딴 남자랑 춤을 출 텐데. 그 어떤 장송곡보다도 음울하고 절절하게 들렸다. 내 마음

을 아는지 그 순간 하늘에선 비가 내렸다. 세찬 빗줄기가 쉬이쉬이 소리 내며 쏟아졌다. 눈물과 콧

물과 빗물이 한 데 섞여 관 속은 물바다가 됐다. 거친 울음을 토해내며 절규하다 순간 의식을 잃었

다. 그때 지나가는 아이 하나가 다가와 뺨을 때리며 잠든 나를 깨웠다.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아랫

배 쪽이 묵직하다. 

눈을 떠보니 네 살배기 아들 이찬이가 배 위에 올라타 뺨을 때리며 장난을 치고 있다. “아빠 일어

나.” 이불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주방에선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쉬이쉬이 세

찬 빗줄기는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였다. 오~ 주여. 아이를 안고 거실로 걸어 나왔다.

“아빠 왜 이렇게 늦잠을 자는 거야. 오늘 동물원 가기로 약속했잖아.” 소파에 앉아 책을 보던 딸 이

현이가 눈을 흘기며 아양을 부린다. “악몽 꿨어요? 평소 안 하던 잠꼬대도 다 하고.” 아내의 물음에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응, 죽다 살아나는 아주 판타스틱 한 꿈이었지.” “개꿈이네.” 하하하 호호호

깔깔깔. 주말 아침부터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2017년 어느 한여름 밤에 꾸었던 꿈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마냥 아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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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두 차례의 
캐나다. 미국 여행을 마치고.
황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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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써놓고, 한참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니, 내용이 잡다하여 읽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겠다. 본래, 읽는

분들이 편하게 읽으시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글인데, 재주가 모자라 이글은 실패작이 될 것 같다.

한 마디로, 내 생각으로는 읽기 쉬운 글이 아니다. 그러나, 여행갈 때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마음가

짐과 여행 중에 겪은 일을 메모하는 습관을 잊지 마시라는 도움말 정도는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 이번 여행을 마친 뒤, 안팎으로 간난(艱難)에 부딪쳤다. 안으로는, 지은 지 26년째 된 4층 빌라의 1층, 우

리 집에서 누수(漏水)가 되어 지하차고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이다. 7월 25일 시작한 방수(防水)공사는, 누

수지점 (leak point) 찾기가 어려워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방수처리가 끝났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인한 사회적 동요와 위기감의 점증(漸增)이라 할 것이다. 

* 특히, 9월 3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은, 대체로 10만 톤 안팎의 폭발 위력을 지닌 소규모 수소폭탄일 가

능성이 있을 정도였고,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5배에 이른다고 하니, 그들이 심심하면 서울을 불바다

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던 일이 헛 소리가 아닌 것만 같아,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 그동안, 이 나라의 역대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정보통 엘리트들은, 북한이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하

여 남한병탄(南韓倂呑)을 획책하는 동안,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못 본

체 해왔단 말인가? 도대체 북한과 대치한 국면(局面)에서 무얼 해왔단 말인가? 개탄(慨嘆)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헐뜯고 싸우기에 앞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요, 지혜를 모아 우리가 놓인

불리한 역사적, 지정학적(地政學的) 상황을 극복해 낼 방도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결단코, 이 땅에서 다시

는 6.25와 같은 참극(慘劇)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우리는 이 위기를 맞아,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첫째도 둘째도, 우리국민은 모름지기 대동단결하여,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요, 또한, 하루빨리 민족의 비원인 남북통일을

이루어내어, 온 국민이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일치합심(一致合心)해야 할 것이요,

‘분단(分斷)과 분열(分裂)의 과거사(過去史)를 딛고 올라서서’, ‘국제세력과의 협력(協力)’하에, 오직 미래의

대통일(大統一)을 성취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짧은 여생동안에 “지척간인 북한 땅을 마음껏 드라

이브하고 다니고픈 작은 소망” 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2017. 10. 1  追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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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의 시작

가. ‘도깨비’ 와의 인연

새해 (2017) 음력 설 연휴 때 우연히, 이틀 동안 연속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를 시청했다. 설(舊正) 전에,

‘노소(老少)’를 불문하고 한번 볼만한 드라마라는 신

문 평을 읽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도깨비와 저승사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간사(人

間史)가 재미있었다. 아마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적

어도 한번은, 언뜻 ‘前生’에 대한 추측과 네 번 겪게

될 윤회(輪廻)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 드

라마를 보다가, 11년 전에 발길이 닿았던 반가운 풍

경에 부딪쳤다. 바로 캐나다 퀘벡의 언덕길이었다.

* 2006. 5. 1 – 월요일부터 15일간, 뉴욕 JFK 국제공항

에 도착하던 길로 렌트하여, New Jersey — Balti-

more — Wahington DC — Buffalo — Niagara Falls

(越境) — Toronto — Kingston — Ottawa — Mon-

treal — Quebec에 들린 뒤, 다시 Montreal로 나왔다가,

국경을 넘어 Champlain — Manchester — Boston —

Hartford를 거쳐 뉴욕 JFK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그

장거리 여행길에서 퀘벡에 들렀을 때, 한 낮 동안 집사

람과 손잡고 걸었던 바로 그 언덕길이 나온 것이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시 그곳에 가봐야겠다는 생

각이 솟구쳤다. 2006년도의 여행은, 장거리(

2258mile = 약 3,613 km) 자유여행이라 도중에 볼거

리가 많았던 일 외에도, 해외에서의 드라이브 도중,

딱 한번 교통사고를 낸 일로도 잊을 수없는 추억을

남겼다.

* 이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부산법조 제 28호에 게재한 ‘자

동차에 얽힌 이야기들 –3’ 에서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2016년 12월 말경, 서울 맏사위로부터,

2017. 5. 5 캐나다 밴쿠버 근교 Abbotsfold 에 사는

둘째딸 집에 함께 가시 면 어떠냐 는 권유를 받고 승

낙한 직후여서, ‘도깨비’로 유발(誘 發)된 미국 및 캐

나다 동부 여행은, 그 후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 다. 

나. Visa 문제

캐나다 여행은 “no visa” 로만 알고 있었다. 그동안

몇 차례 비자 없이 캐나다를 다녀온 터라, 비행기 표

만 구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2016년 12월 30일, 서울서 보내온 e-tickets의 좌석

지정을 받고자  KAL 부산지사에 들렀을 때, 담당 여

직원이 “11월부터 제도가바뀌어 캐나다 여행에도

visa가 필요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또 캐나다에서

항공편으로 미국 내 공항을 거쳐 멕시코로 들어갈

때에도 역시 미국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뜻밖이었다. 서울 사위에게, “캐나다 방문을 마친 뒤,

우리 부부끼리 따로 멕시코에 다녀오겠다” 고 했더

니, 캐나다에서 미국을 거쳐 멕시코로가는 all-round

ticketing을 해주었다. 미리 보내온 e-tickets를 확인

해보니 미국 Dallas 공항 경유로 되어 있었다. 

“아 아니, Dallas 공항에서 멕시코행 비행기로 환승

해 갈 뿐인데도, 미국비자가 필요해요?” 

“그냥 통과해 갈 때에도 꼭 필요하니, 전자비자

(Travel  Electronic Visa) 를 받아두라” 는 것이었다. 

* 이번 1차 여행은, 5월 5일 부산을 떠나, 캐나다 밴쿠버

근교의 아봇츠폴드  (Abbotsford)에 사는 둘째딸집에

들렀다가, 5월 11일 미국 Dallas 공항을 경유 하여 멕시

코 Monterrey에 사는 막내아들집에 들린 다음, 5월 17

일 귀국하는 14일간의 여정(旅程)이었다.

그러고 보니,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의 비자 발급은,

필수적이었다.  

집에 돌아오던 길로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 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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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컴 솜씨가 서툴러 몇 차례 실패한 끝에, 겨우

2인분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여 비자 입수에 성공

했다. 정신없이 key를 두들기다가

결제 란에 달러 표시가 나오던 길로 ‘계속하기’ 를

찍었다. 

* (참고사항)  뒷날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받고서야 알

게 된 일이지만, 수수료가 visa 한 건당 미화 12불 로만

알고 있었는데, BADALONA라는 중개업자(?)가 끼어

들어 유로(EURO)貨와 美貨로 결제하는 바람에  예상외

로 수십 불 비싸진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

공식수수료는, 건당 미화 12불 인줄 알고 있었고, 여행

사를 통하는 경우에도, 건당 한화로 2만 5천원밖에 들

지 않는다는데, 왜 인터넷 신청 수수료가  몇 배 더비싸

졌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컴퓨터로 장난(?)친 것이

라, 어디 재확인하거나 항의할 곳도 없었다. 전자 비자

를 신청할 때에는, 일단 여행사에 문의하여 맡기는 것이

상책이란 걸 나중에야 알았다.

다. 국제운전면허

1차 여행 때에는 캐나다 방문이 처음인 맏사위와 함

께 록키산맥 쪽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지만, 여행기

간이 짧아 록키 행은 포기할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곳에 머무는 동안  짬을 내어, 당일치기로

밴쿠버 북쪽의 Whistler 나, 태평양 연안의  White

Rock, 아니면 미국의 북 워싱턴 주 Cascades 국립

공원 에 다녀올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려면 다시 국

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만 했다.

종전에는, 용호동 남부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국

제면허를 받곤 했는데, 이번엔 경찰서에서도 국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4월 중순경,　인근 서

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인터넷 조회를 했을 때에는 비용이 8,000원인 줄로

알고 있었는 데, 8,500원을 내라고 한다.  그새 500

원이 올랐나?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되었나?담당

여경(女警) 이야기로는, 자기가 이 일을 맡은 후로

계속 수수료 8,500원을 받아왔다니, 인터넷이 모르

는 사이에 ‘물가 따라’ 올랐나? 수속은 간단했다. 신

청서를 작성한 뒤 사진 한 장 첨부하여 제출하였더

니 10분도 채 안되어 면허증이 발급되었다. 유효기

간은 1년이다.이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일인데도

8,500원이나 받아? 하기야 신속 간단하게 처리되

는 만큼 좀 비싸게 받아도 괜찮겠지? 

라. 일정조정

1차 여행 (5.5 금—5.17 수)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2

차 (‘도깨비’유발) 여행  준비를 겸행(兼行) 했다. 1차

여행수속은, 서울사위가 전담하여 처리하였기에 별

일 없었으나, 2차 여행만큼은 ‘여행사 선정(選定)’으

로부터 ticketing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

해야만 했다. 마침 11년 전의 드라이브 코스와 비슷

한 경로 (귀로에 보스턴 경유만 제외) 로 여행하는

투어 상품을 찾아냈다. 롯데 관광 주관의 “행복한

미 동부 및 캐나다 10일 투어” 였다. 인터넷으로 행

사코드를 살펴보니, 4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일정인데도, 인천에서의 KAL기 탑승 시간

대에 따라 약간씩 가격차이가 났다. 일단, 2017. 6. 6

(화) 오전 10시에 인천을 출발하여 투어를 마친뒤,

6. 15 (목) 오후 5시 20분 인천 도착으로 귀국하는 11

일간 투어를 택했다. 

1차 여행을 마친 뒤, 불과 20일만의 재 출국(再出國)

이라 좀 촉박(促迫)한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도깨

비’ 유발(誘發) 여행만큼은, 올 上半期 안에 끝내고

싶었다. 

일단, 예약을 서두르기로 했다. 2. 13 (월), 서면 Lotte

관광에 들러 계약을 맺고, 다음날 예약금을 송금했

다. 2. 15 (수), 롯데 서울본사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티켓팅하는 즉 시,  e-mail 로 e-tickets를 송부해 달

라는 부탁을 해놓았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다음날

오후에  e-tickets이 송부되어왔다. 여행경비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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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지도 않았는데, 예약금 지급 사흘 만에, 잔금지

급을 하기도 전에 왕복 비행기 표가 날아 온 것이

다. 6월 출발 항공권을 이렇게도 빨리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거기다 전일정의 기내

좌석마저 미리 지정해놓았다. (아 아니, 이렇게도 빨

리? 좀 뜻밖이네, 도깨비가 작용했나?) 지난번에 발

급받아둔 전자비자는, 1년간 유효하니 쓸모가 있다.

이리 하여, 2차 여행은, 여행경비 잔금 송금 일만 남

겨놓고, 부산에서 할 일은 죄다 끝난 셈이다. 아무

튼, 이번 두 차례 여행 목적은 상이(相異)하다. 첫 번

째 5월 투어는, 가족방문이 주목적이요, 두 번째 6

월 투어는 순수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행

이었다. 그러니, 두 차례 투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나 준비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두 차례 여행이

거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티켓팅으로부터

부산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준비는, 동시에 진행시

켜야만 했다. 일단 여행일정과 항공편을 정리해두

기로 하였다.

1차 투어. 기간 : 2017. 5. 5 (금) ~ 5. 17 (수)14일간.

항공편 예약과 ticketing 은 앞서 말했듯이 서울 사

위가 처리했다.

항공편

1. 부산-인천 (KE1408) 1시간 5분 비행.

5. 5(금)16:15 출발 – 같은 날 17:20 도착

2. 인천—밴쿠버 (KE071)  9시간 50분 비행.  

5. 5(금)18:50 출발 —같은 날(현지)12:40 도착

3. 밴쿠버-댈라스(AA970)  4시간 15분 비행.

5. 11(목)07:00 출발 – 같은 날 13:13 도착

3. 댈라스-몬트레이(AA3451) 1시간 44분 비행.

5. 11(목)14:29 출발 – 같은 날 16:13 도착

4. 몬트레이-댈라스(AA3743) 1시간 51분 비행.

5. 16(화)06:05 출발 – 같은 날 07:56 도착

4. 댈라스-인천 ( F 5032)14시간 15분 비행.

5. 16(화)11:00 출발 – 다음 날(한국)15:15 도착

5. 인천 – 부산(KE1405) 1시간 5분 비행.

5. 17(수) 17:15 출발 – 같은 날 18:20 도착

* 항공편이름이 AA로 나온 것은 American Airline 이다. 

* 당초 5.5. 부산출발, 인천 공항까지는 낮 12시에 부산

역을 출발하는 KTX 철도편을 이용하려 했으나, 후일 서

울서 부산—인천 간 국내선 연결 KAL 편e-ticket를 보

내왔다. 16:15 부산출발 KAL편은, 17:20 인천도착이라

환승시간까지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었다. 

1차 여행의 경우, 사위의 말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미국 내 공항을 경유하는 국제선 연결 편을 예약하

다보니, 부득이 미국적(美國籍)인 One Travel 여행

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대한항공과 동일한 ‘Sky Team’인

Delta 항공이나AeroMexico 항공과의 연계를 원했

으나, AA편 외에는 적절한 연결 편이 없었다는 것

이다. 댈라스에서의 귀국편도, AA 의 미국비행기였다.

그러다보니 아쉽게도, 밴쿠버에서 몬트레이 사이와 귀

로의 몬트레이에서 댈라스사이의 마일리지는, KAL 마

일리지에 산입되지 못했다. 다만, 댈라스에서 인천 사이

는, American Airline 이 지원하는 KAL Flight 라하여

미국비행기인데도  KAL 마일리지 산입이 가능했다.

단체투어인 경우와는 달리, 1차 여행 때는 사위가

인터넷으로 티켓팅을 하다 보니, 일정과 항공편 선

택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미국경유인 경

우, 미국 내 사정변경으로 항공편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예고를 받았는데, 실지로 2017. 2. 13  미국

경유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온라인통지를 받았다.

뒷이야기로는, 멕시코 국내에서 Trump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데모가  격렬해지자, 멕시코로 들어가

는 미국비행기의 출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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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항공편취소는 면하였고, 시간대 변경만 있었다.

즉 밴쿠버-댈라스 행이 07:41 출발에서 07:00 출발

로, 댈라스 도착은 13:45에서 13:13으로 바뀌었고, 이

에 따라 댈라스 출발은  14:40에서 14:29로 앞당겨

졌으며, 몬트레이 도착은 16:26에서  16:13으로 변경

되었다. 멕시코에서 귀국할 때의 시간대 역시, 몬트

레이 출발이 07:16에서06:05 출발로 1시간 이상 앞

당겨져서 댈라스 도착이 08:53에서 07:56으로 바뀌

었다. 연말에, 서울사위로부터, 밴쿠버 출발 전날은,

공항부근 힐튼호텔에서 1박하도록 예약해 놓았다는

연락과 숙박권을 받았다. 그런데, 귀국하는 날도 멕

시코 몬트레이 출발시간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새벽

4시전에 공항에 도착해야만 했다. 부득이 그곳 공

항부근의 호텔을 찾아서 하루 밤 예약 해두어야만

했다. 즉시, 멕시코 아들에게 메일을 보내 호텔예약

을 부탁했다.

후일 아들로부터 호텔 보다는 아파트에 체재하는 편이 더

편리하니 염려 말고 오시라. 5. 16 새벽에 떠나실 때에도

출근길에 모셔다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후일, 멕시코

에서는, 아파트 손자들 방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One Travel 사의 이야기로는, 앞으로도 시일이 남

아있어 시간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 달

라는 것이었다. 

2차 투어 기간 : 2017. 6. 6 (화) ~ 6. 15 (목)  11일간.

항공편

1. 부산-인천 (KE1402)1시간 5분 비행.

6. 6 (화) 07:05 출발 — 같은 날 08:10 도착

2. 인천-뉴욕(KE0081) 14시간 20분 비행.

6. 6(화) 10:00 출바 — 같은 날짜(현지)11:20 도착

3. 뉴욕-인천(KE0082) 약 15시간 반 비행. 

6. 14(수) 14:00 출발 — 다음 날(한국)17:20 도착

4. 인천-부산(KE1403)  1시간 5분 비행.

6. 15(목) 18:20 출발 — 같은 날 19:25 도착  

* 인천 부산 간 왕복은, 여행사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KAL지사에 들러서 국제선 좌석지정을 받을 때에

ticketing 하였다.

2차 투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장거

리 버스 투어 인데다가 여행거리가 멀었다. 그 일정

에 따른 경유지를 살펴보면, 부산 — 인천 — 뉴욕

JFK공항 — 뉴욕시내 — 뉴저지(1박) — 맨하탄 周

遊 — 뉴저지(1박) — 워싱턴DC — 해리스버그(1박)

— 나이아가라 (越境,1박) — 토론토(1박) — 오타와

— 몬트리올(1박) — 퀘벡 — 몬트리올 — (越境)  —

플래츠버그(1박) — 뉴욕 — 뉴저지(1박) — 뉴욕 JFK

공항 — 인천 — 부산 이다. 여행지에서의 숙박은 8

박9일이요, 오가는 길에 기내에서 1박씩 2박 하게

되어있었다. 아무튼, 바쁜 일정인데다 여행 중 버스

로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 힘들겠지만, 왕년에 한번

드라이브 해본 길이므로, 자가운전 때 보다는 자유

롭고 또 심적(心的)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았다.

마. 여행준비 기간 중,  국내외정세의 급변

이렇게 여행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국내외 정세는

격동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후 구

속 기소되었고, 사드배치문제로 악화된 한·중(韓· 中)

간 대치는, 중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로 이어졌다. 북

한의 ICBM 미사일 도발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국의

선제공격이 4월중에 현실화 되리라는 위기설이 한

때 항간에 유포(流布)되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공

격개시일이 4월 27일로 정해졌다는 풍문이 나돌았

다. 사드의 성주 전격배치와 트럼프의 비용전가(轉

嫁) 발언 문제로 여야간의 대립이 첨예(尖銳)해졌

고, 국론도 분분(紛紛)해졌다. 이런 시류(時流)속에

서도,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 간에는 여전히 헐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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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이 이어져,  국민은 누구를 찍어야만 나라가 바

로 설지 갈피를 못 잡는 혼란 속에서, 좌우를 살피

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투표일은 5월 9일로 확정

되었다. 마음 같아서는,１차 여행일정을 취소하거

나 연기하고 싶었으나,연말부터 추진해온 가족방문

일뿐더러, ticketing 등 모든 준비가 끝난 마당에 여

행을 연기하거나 취소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러는 중에도, 예정대로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8일 동안 대전, 서울, 수안보를 경유하는 드라이브여행

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귀가 직후, 뜻밖에도 서울사위로부터 병원사정이

달라져, 부득이 캐나다 왕복일정을 앞당기게 되었

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초, 캐나다에 갈 때만큼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자기네

는 처음 예약해둔 날짜보다 사흘 앞당겨, 5월 ２일

출국했다가 5월 8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바꾸었다

는 것이다. 아무튼 5.3부터 5.7까지 이어지는 ‘징검

다리 연휴(連休)’라곤 하지만, 일 자리 비우기가 쉽

지 않았을 것이다. 곧바로 캐나다 딸에게 전화를 걸

었더니, “이미 일정변경사실을 연락 받았다. 두 팀

이 함께 오는 것 보다 차라리 따로 따로 오시는것이

공항 영접편의상 잘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입출국할 때마다 네 차례나 공항에 들락거려야하는 수

고를 덜어주려고,나만은 공항에서 렌트해 가겠다고 하

였으나, “교통사정이 좋아져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는 이야기였다.

4월 20일경, 두 차례 여행의 일정확인과 재조정을

대충 끝냈다. 

이젠 장거리 여행에 대비하여 몸 컨디션 조절만 잘

하면 된다. 아무리 준비를 잘 했더라도, 이 나이에

건강조절에 실패한다면 만사휴의(萬事休矣)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은, 출발 하루 전인 5월 4일

로 잡혔다. 투표를 마치고나서  다음날 떠날 수 있

게 되었다.

어느 친구의 말처럼, 대선에 관한 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뒷일은 하느님께 맡길 수밖에.  

2. 
1차 여행. 

가. 일정에 대한 재검토

일차 여행은, 친지방문이 주목적이었던 만큼 별다

른 투어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아들 딸

손자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그만이었

다. 1주일간의 캐나다 체재 중, 한 이틀 쯤 미국 쪽

여행을 다녀올  까고도 생각해보았지만,  현지에 가

서 재고(再考)하기로 했다. 5월 8일, 서울 사위내외

가 먼저 귀국하고 나면, 캐나다 체재 여유가 이틀 밖

에 남지 않는다. 멕시코로 떠나기 전날 밤엔, 다음

날 아침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 밴쿠버 공항 부

근의 호텔에서 일박하기로 되어 있으니 오가는 길

이 바빠질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에서의 일정은 짧

으면서도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 었다.

나. 출국 날 김해공항에서 생긴 일

부산을 떠나는 날, 김해공항에서 출발 수속을 받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다. 인천에서 Vancouver 로 가

는 KAL기의 기종(機種)이 변경되어 좌석지정이 되

지 않아 탑승권 발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약 40분이나 기다린

끝에, 일단 인천까지의 국내선 탑승권만으로 보안

검사를 마치고 들어가 있으면, 국제선 탑승권을 게

이트로 보내겠다고 하여, 4번 탑승구 게이트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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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다렸으나 감감 무소식이었다. 마침 공군의

어린이날 기념 시범비행 때문에 출발 시간이 15분

앞당겨졌다는 팻말이 나왔다. 마음 조이고 있는데,

탑승시간 마감 직전에야 국제선 탑승권을  받아 쥘

수 있었다.

다. Vancouver 국제공항에서는 당황했다. (입국절

차의 자동화)

인천공항을 출발한지 약 10시간 만에 Vancouver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4년 만에 캐나다를 방문한 터

라, 그동안 입국심사 절차가 바뀐 줄 모르고 갔다가

한 참 동안 당황해야만 했다. 입국심사장에는, 수 십

대의 입국 self 처리 컴퓨터가 설치되어있었고, 입국

자는 아무 컴퓨터에나 다가가서 사용언어를 선택한

뒤 여권을 입력시키고, 화면이 시키는 대로 조작하

여 통과되면 합격전표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합격

자는, 이 전표를 들고 입국 심사관 앞에 나가기만 하

면 별 탈 없이 여권에 입국허가검인을 받을 수 있었

다. 동행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몇 명 동반’이라는

항목에다 가족수를 찍어 넣으면 그 기계에서 동반

가족 한 사람씩 입력시켜 전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집사람 여권을 딴 기계에 넣어 따로 찍었더니  합격

전표가 나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담당 여직원을 불

러 그녀의 도움으로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짐을 찾아 나서자, 두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외

국공항에서, 한 참에 두 사위를 만나 보니 감회가 새

로웠다. 새삼 이 세상에서 이들 두 사나이와 맺은 인

연이 고마웠다. 두 자매는, 고속도로로 한 시간 거

리인 Abbotsfold 집에서, 환영  밥상 준비를 하고 있

다는 것이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봇츠폴드는, 번잡한 밴

쿠버에 비해, 아주 조용한 위성도시이다. Mckee 거

리 언덕 중간지역의 주택가에 있는 사위집에서, 두

딸 내외와 이공(理工)을 전공하는 손자와 함께, 새

벽 2시가 넘도록 담론(談論)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다. 

라. 신부 면사포 폭포 (Bridal veil fall)

서울사위 내외가 떠나던 날 아침, 나는 둘째 딸의

Mini 차를 빌려 드라이브 길에 나섰다. 목적지는, 1

번 고속도로로, 아봇츠폴드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

는 ‘브라이달 폴’ (Bridal fall) 이었다. 

정식명칭은, 신부면사포 폭포 (Bridal veil fall) 였지만

도로표  지판과  입구 안내문에서는 ‘veil’ 자를 빼먹

고 있었다. 이름자 그대로 산 중턱 바위사이에 면사

포처럼 하얗게 펼쳐진물줄기가 내걸려 있었다. 주

중인데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산 아래 숲 사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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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약 15분쯤 걸어올라  갔더니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폭포 바로아래

까지 잘 닦여진 오르막길 막다른 곳에서폭포수를

조망한 뒤, 오르막길 옆 숲속의 산책길을 따라 하산

하였다.힘들지 않은 산행 길이라 참 좋았다. 

마. 아봇츠폴드에서의 저녁파티

아봇츠폴드에는 ‘Lepp Farm’ 이라는 유명한 목장이

있다. 이 목장주(牧場主)는, 사육한 축산물을 자가

처리(自家處理)한뒤, 일정기간 특수 냉장고에서 숙

성시킨 다음, 이들 재료로 스테이크,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 목장 부속 시장에서 팔고

있었다. 나도 이전에 두어 번 시장구경 차 가보았지

만, 규모도 컸고, 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

어 시민들이 앞 다투어 구매해간다는 것이었다. 내

가 방문할 때마다, 사위는 그 곳에서 스테이크고기

를 사다가  조리(調理) 해주곤 했다. 한 마디로 입안

에서 살살 녹는다. 육질은 부드럽고 씹는 고기 맛이

말 그대로 천하일미(天下一味) 인지라, 귀국한 뒤에

도 그 맛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두

사위가 공동 쉐프(chef)가 되어 앞 베란다에서 그 고

기로 바비큐 상을 준비했다.  

4년 만에 서울과 캐나다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

여, 포도주를 곁들여 늘씬하게 그립던 입맛을 다실

수 있었으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일이로다. 

그 다음날 (5. 8. 수) 아침, 서울 사위 내외는 먼저 귀

국했다. 

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

앞서 말했듯이, 5.11 (목) 아침 7시 출발예정인 미국

Dallas 행 American Airline 에 탑승하기 위해 그 전

날 밤엔 밴쿠버 국제 공항 부근의 호텔에서 일박했

다. 24시간 동안 수시로 공항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Hilton Vancouver Airport’ 호텔이었다. 호텔은,

승용차로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첫 셔틀

버스는, 새벽 4시 20분에 출발하여 인근 Sheraton

등 두 호텔에 들러 그곳 투숙객들을 더 태웠고,  5시

가 가까워서공항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인데도 3층

출국장은 인파로 붐볐다. 그런데, 출국심사 절차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셀프 컴퓨터 심사기’와

‘일반 출국부스’ 였다. 나는 일반 부스 라인에 서서

출국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젊은 동양계 직원이

“탁송할 짐이 몇 개냐”고 묻기에 가방 셋이라고 했

더니, 뜻 밖에도 큰 가방 두 개는 개당 25불 (캐나다

화), 그 외 작은 가방은 40불, 합계 90불의 탁송료를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하라는 것이었다. “아 아

니, 탑승객의 가방에 따로 비용을 부과시키는 법이

어딨냐” 고 항의했더니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손자들에게 줄 수학참고서등 서적이 든 작은 가방

(꽤 무거웠다) 은, 기내에 휴대해가도 좋다기에, 카

드로 캐나다화 50불을 결제하였고, 큰 가방만 ‘별도

검색대’ 까지 끌고 가서 탁송한 뒤, 보안검사를 받

았다.  항공기 탑승객의 탁송가방에 별도비용을 부

담시킨다? 미국비행기 탑승객에 한해서만 시행하

고 있는 것일까? KAL기 탑승객에게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일까? 나중에 서울사위에게 물어보았다.

KAL 수속 때에는, 별도로 짐 탁송비를 내지 않았다

는 것이다. 다만, 토론토에 사는 한 교포이야기로는,

미국에 다니러 갔을 때, 가방 탁송비를 따로 냈다는

것이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캐나다와 미국 항공사

사이에 공항 인건비부담 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한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Dallas 행 AA기 좌

석이  분명, 앞쪽 14 A.C 였는데, 탑승권을 보니, 27

E.D로 나와 있었 다. 곧바로 AA직원에게 항의했더

니, “Group number”가 뒤쪽 이라며  막무가내로 ‘그

냥 타고가라’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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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밴쿠버 국제공항을 출발한 American Airline은, 약 4

시간 10분의 비행 끝에, 현지시간 13:10 경, 미국

Dallas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Dallas는 Vancouver

보다 2시간이 빠름.) Dallas에서 멕시코 Monterrey

로 가는 비행기는, 소형의 Eagle기 였다. 대형기 계

류장에서 소형기 계류장 Gate 까지는 빠른걸음으로

도 약 15분이나 걸렸다. 도중의 환승 보안검사장 앞

에 이르렀을 때, 덩치가 큰 두 백인  경비원이 우리

를 불러 세웠다. 대뜸 “How much dollar, you have?”

달라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 You mean cash ? I don’t have much dollar. 

I usually use my credit card.”라고 즉답하고 나서

그대로 나가려 하자, 아내를 가리키며 “Who is

she ?”라고 묻기에, “Oh, my wife.”라고 했더니 “그

녀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 순간,

마음이 언짢아졌다. 대뜸, “I take care of everything.

She does’nt carry anymoney. I take care, and it’s

our way of living!”이라 강하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묘한 표정을 짓고 있

었다. 

여성우위로, 지갑을 여자들이 쥐고 흔드는 미국인

이 보기에 내 말은 믿기 어려웠으리라. 더 이상 그

들과 시비하다가는 환승시간에 늦어질 것 같아 적

당히 손을 흔들며 나와 버렸다. 그들도 더 이상 치

근대지 않았다.Monterrey로 가는 American Eagle

기는 날쌘 제비 같은 소형 비행기였다. 좌석도 단출

하게 좌우 2줄씩 앉도록 배열되어 있었다. 약 2시간

의 비행시간 동안, 커피와 주스, 비스켓이 나왔다.

짐을 찾아 나오려는데, 여성 세관직원이 한국인 승

객들의 가방을 모조리 열게 하여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시간이 꽤 걸렸다.  

입국 초부터 멕시코의 후진성을 엿보는 듯 했다. 

불법한 물건을 반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한

심한 사태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슬쩍 돈을 집어주기만 하면 간단히

끝내준다는 것이었다.

몬테레이 공항에는 막내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멕시코에 입국할 때 공항은행에서 미화를 멕시코화

로 환전하라는 국내은행직원의 말대로 환전하려하

였으나, 막내는 굳이 환전하지 말라고 말렸다. 

아. 멕시코의 요즈음 실정

집으로 가는 도중, 막내는 멕시코의 실정에 대한 이

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주었다.

멕시코는 나에게 좀 생소한 나라다. 10년 전 (2007.2.7.

부터 20일간), 중남미 7개국 주유(周遊)를 했을 때, 잠깐

멕시코시티 주변과 칸쿤 지역의 마야문명유적지를 둘러

본 일은  있었으나, 야간외출이 금지되는 바람에, 치안

이 불안하다는 인상만 남겼던  기억이 난다. 멕시코는

마야, 아스텍의 古代 인디오 문명 발상지이다. 1521년경

부터 Spain 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810년경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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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이 조 성되었고, 1821. 9 공식적으로 독립이 승인되

었다. 공용어는 Spain어이며, 국민의 83%가 로마가톨

릭교를 믿고 있다. 인구는 약 1억 5천만 정도.  

멕시코는 근래 빈부(貧富)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한

다. 주로 전체인구 3% 정도의 스페인계 백인들로

이루어진 상류층이 국부(國富)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서 온갖 호강을 누리고 있는 반면, 원주민

을 위시한 나머지 하류층은, 심한 貧困에 허덕이면

서도 상류층에 대항하거나 혁명을 일으켜 상황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의 가르침 때 문일까? 부유층은, 증

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세제 하에서, 부익부의 특혜

를 실컷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Monterrey는 분지(盆地)

형태라, 여름 철엔 더위가 극심하다고 한다. 며칠 전

만 해도 기온이 섭씨 40도가 넘었단다. 그러나, 사

막성 기후여서 습하지 않아 견딜 만 하다고 한다. 막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집안에서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

니 다행이었다. 

3년 전부터 이곳에 기아 자동차 공장 건설이 진척

되면서 한국의 관련기업들과 한식당 등 접객업소들

이 잇따라 진출하여 왔고, 한국 여행객의 내왕이 빈

번해졌지만, 치안상태는 수도인  멕시코 못지않게

불안하여 제3 도시인 몬테레이 역시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특히 몬테레이는, 멕

시코혁명 때 (1910-1917의 7년간, 독재체제와 봉건

주의 타파로 사회평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음) 로

부터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출범시기

에 이르도록 조직 범죄의 본거지였다고 한다. 범죄

조직해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그 뿌리가 남아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다. 요즈음 멕시코에서는 납치범죄가 증가하고 있

고, 총기사고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는 밤늦게 귀가하던 기아회사 임원 차가 총

격을 당해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수일 전에는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내에서 총격사

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치안상태가 이 모양이고보

니, 시민들은 주간에도 위험지역 출입을 하지 않으

며, 야간에는 아예 외출을 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구 1억 1,500만에 이르는 멕시코의 사정이

이러하다니 참 기 막힐 노릇이지만, 이런 곳에 아이

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시켜 야하고, 직장 생활을 해

야 하는 한국 회사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몬테레이 아파트의 생활과, 만난 교포들의 모습  

막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몬테레이에서도 최근

에 개발된 고급주택단지였다. 단지 내에는, 10곳의

정구장 (그 중 하나는, WTA주관의 국제대회가 열리

는 곳) 과 두 군데 수영장 외에도 입주자를 위한 체

육시설과 회식용 클럽이 마련되어있었다. 

산언덕 중턱에는, 3개동의 고층 아파트 건물이 솟

구쳐있었고, 1개동이 신축되고 있었다. 단지주변 보

안시설은 완벽했고, 단지 내 차량 출입은 엄격히 통

제되고 있었다. 아파트 내부 왕래 역시 지하 차고로

부터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뒤, 경비실을 거쳐 반

대편 승강기로 갈아타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아파트 주변 언덕은,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었고, 숲

사이로 여러 갈래의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있었다.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출입방

법을 몰라 막내 내외나 손자들의 안내를 받아야만

했다. 도착한 날, 19층 아파트에 출입할 때의 순서가

적힌 종이쪽지를 받긴 했으나, 위층과 지하층의 승

하차 엘리베이터를 바꾸어 타는 절차를 잊어버리곤

했다. 역시 치안상태가 불안하다 보니, 그 정도의 보

안대책은 세워야 하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확

트인 거주환경을 보다가 이곳에 와서 보니, 무더위

에 겹쳐, 출입마저 쉽지 않아 처음엔 답답해지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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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어쩔 수 없었다. 실내 냉방시설은 잘 되어 있

었다. 중앙 냉방 말고도, 거실엔 천정에 대형 선풍

기가 달려있었다. 특이한 것은, 외벽 창틀 마다 아

래쪽 틈을 통해 시원한 외풍이 스며들어오도록 고

안되어 있어 환기는 잘 되고 있었다. 1주일 머무는

동안, 아파트 복도나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국인 입주자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부부에게 다정한 인사를 보내는 것이었다. 아마도

기아 회사 관련 입주자들이라 우리가 누구인줄 알

아 보고 인사를 했으리라 짐작이 갔다. 그런데, 도

착한 다음날, 며느리의 안내로 시내 구경 길에 나섰

다가, 호화 쇼핑 센터인 ‘Plaza Fiesta San Agustin’

에 들렀을 때에도, 우연히 스쳐지나가는 한국인 교

포들이 우리를 보고 (옷차림으로 본국에서 온 동포

인 줄 알아보았겠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를 건네는 것이었다. 내 느낌엔, 한 마디로 고향그

리움이 묻어나는 인사였다. 

이국땅에서 만나는 동포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기쁘다. 특히, 멕시코와 같은 곳에

서, 한국인들이 어느 선진국 국민에 못지않게 품위

를 지키며, 현지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녀교육 등

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

웠다. 

쇼핑 센터를 둘러본 다음, 부근의 ‘경복궁’ 한식당에

들렀다. 넓은 홀 한편에 회식용 개실이 여럿 딸려 있

는 일류 식당이었다. 홀에 앉아 삼겹살 구이 정식을

시켰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나 채소류 무침은, 주인

아주머니가 부근에 있는 자택의 텃밭에서 직접 재

배한 것으로 조리한 것이란다. 몬테레이에 정착하

여 번 돈으로 서울에도 집을 사서 세 주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귀로에 Costco와 또 한 곳 Liver Pool

숏핑센터에 들러 필수품과 몇 가지 선물을 산 다음

아파트에 돌아왔다. 

차. 말꼬리 폭포와 Santiago 마을.“로마에서 병나거

든, 로마의 약을 먹어라”

몬테레이에서 가 볼만한 곳은 별로 없다고 한다.

Free Way로 1시간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Santiago

라는 마을이 나온다. 그 곳 부근에 가볼만한 폭포 공

원과 오래된 교회가 있다고하여 아들 내외와 함께,

손자들을 데리고 다녀오기로 했다. 1시간 쯤 뒤,

Free Way를 벗어나서 시골 길로 접어들었다. 길가

에 즐비한 집과 가게들은, 1960년대 초의 우리나라

농촌풍경을 연상케 할 정도로 빈약하고 허술했다.

그런데도 마치 옛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정감(情

感)을 느끼게  한 것은, 아마도 그 곳 가난한 주민들

의 다정한 미소(微笑) 때문이었으리라. 말을 걸고

싶었으나, 아는 스페인어라곤 “베사메무쵸”와 “아

디오스”뿐이니 그냥 웃어줄 수밖에 ! 산 밑 폭포 공

원 입구에서는 입장료 (40 peso, 약 2,400원) 를  받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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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당가의 넓

은 마당에 주차시켜놓고 별도 관리비를 내야만 했

다. 입구 간판을 보니 폭포 이름은, ‘Cola de Caballo’

(말꼬리 폭포) 였다. 물줄기 생긴 모양이 마치 말꼬

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란다. 폭포로 오르

는 산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다. 평일인데도 방문객

들이 많았다. 그들 틈에 끼어 한참 올라가보니 숲 사

이에 몇 줄기 폭 포수가 나타났다. 

과연 길쭉한 말꼬리를 닮았다.

폭포수 위에 걸린 다리를 오가며 노닐다가 산책길

을 따라 내려왔다. 돌아오는 길에 Santiago 마을에

들러서 고색창연한 ‘Templode Santiago Apostol’ 

교회와 그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았다. 교회주변의

좁은 골목길은, 관광객 상대로 기념품을 파는 포장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곳에선 갈색피부의 원

주민들을 더러 만나 볼 수 있었다. 교회뒤편 언덕위

에 마련된 전망대에 올라 멀리 호수와 댐 쪽을 조망

하고 나서, 교회 앞 공원을 산책하였다. 마침 점심

때라, 그 부근의 Hotel Las Paloma de Santiago 호

텔 식당에서, 멕시코 정식을 들기로 하였다. 놀란 건

그 식당의 규모였다. 아래 위 2단으로 된 식당 안은,

그 옆에 이어지는 개실들을  빼고도, 2,3백 명의 손

님을 앉힐 수 있는 식탁으로 꽉 차 있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거의 만원이었다. 마침 윗 단 가운

데 식탁이 비어있어 일행 6명이 삥 둘러 앉아 정식

요리 (요리명은 모름)를 시켰다. 넓적한 멕시코 전

병(?)은, 그릇이 비는 대로 서브되었고, 찍어먹는 소

스도 커다란 접시에 2가지인가 푸짐하게 나왔는데,

어떤 게 입에  맞을지 한참동안 망설일 수밖에 없었

다. 아이들 먹는 걸 따라 이것저것 찍어먹어 보았는

데,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다. 두 가지정도 나온 주

(主)메뉴 요리는, 스페인어 이름이라 양고기인지 소

고기인지도 모르는 채 맛있게 먹었다. 양념이 특이

하였으나 내 입엔 잘 맞았다. 막내가 맥주(수입품)

를 시켜 한 병을 들이키고 나자  또 다른 상표의 맥

주가 나왔다. 혼자 마시기엔 좀 과하다 싶었지만, 뚜

껑을 따고 나온 것이라 배가 불렀으나 마저 다 마셔

버렸다. 얼큰한 김에, 중간 출입구 옆 스테이지

(stage) 에서 라틴 음악을 연주하고 있던 3인조 밴

드에게로 갔다. 얼핏 ‘라쿰팔시타’을 신청하려다가,

불쑥 ‘베사메 무쵸’의 연주를  부탁했다.그들의 연주

는 정말 훌륭했다. 

그 동안 내가 들어본 ‘베사메 무쵸’ 중에선 최고의

음률(音律)이었다.  막내에게 팁을 주도록 일렀다. 

앞서 말했지만, 멕시코 도착 당시, 공항에서 막내의 충

고에 따라 현지화(peso) 환전을 하지 않았다.

멕시코에 있는 동안, 나는 peso 화를 지니고 있지 않았

고 (아예  peso화 구경조차 못했다.) 시종(始終), 모든 걸

며느리가 처리하는 바람에 손자들에게 아무것도 사주질

못했다. 그게 막내의 배려 때문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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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내내 즐거운 기분에 젖어있었으나, 결국 이 한

낮의 과식 때문에 그날 밤부터 배탈을 앓게 되었다.

계속, 휴대해간 설사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더니만,

며느리가 갖다 준, ‘불그스레한 현지 알약’ (약명미

상)을 먹었더니 단박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지만, “로마에 가서

병이 나거든 로마의 약을 먹으라” 는 말도 먹혀들어

가겠구나 싶었다.

카. 귀국길을 앞둔 나날과 귀국길

몬테레이에서는 손자들 방이 우리 부부의 임시 거

처가 되었다. 널찍한 침대 외에도 샤워시설과 세면

장이 딸려있어 머무는 동안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에어컨 외에도, 천정에는 대형 선풍기가 돌

고 있어 아래서 풍향 조절을 할 수 있었다. 수시로,

거실에 나가서, IT게임에 열중하는 손자들 곁에  앉

아 고국의 YTN 채널을 열어놓고, 고향소식에 접하

곤 했다. 특히 5.13 북한이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

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쏘아 올렸다는 뉴

스에 접하고선 놀라기도 했고 북한이 ICBM 완성에

접근하고 있지 않나 두려워지기도 했다. 여행 중, 가

장 마음 쓰이는 문제는, 체중조절이었다. 가는 곳 마

다 삼시 세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되니 여행

끝날 무렵이면 눈에 띄게 ‘ 배-腹部- 모양’ 이 달라

졌다. 평균 1.5 kg 증가는 예사롭다. 그것도 주로 뱃

살 만 늘어난다. 

서울 맏며느리와 막내며느리의 요리 솜씨는 막상막하

(莫上莫下) 다. 두 딸의 손맛 역시 이들 못지않다. 이들

이 손수 조리하거나, 이름난 곳을 골라 식사대접을 하다

보니, 늘 소식 (小食)하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없고, 맛

에 홀려 많이 먹게 된다. 서울에서 최고의 한국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최고의 동,서

양 혼합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고나 할까. 

그 덕에 체중은 늘고 배탈까지 났지만, 마음만은 흐

뭇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두어 차례, 단지(團地)

내 체육시설을 돌아보며 산책할 때 외에는 더위를

피해 바깥출입을 삼갔다. 

어느덧 나흘, 낮 밤이 흘렀다. 귀국할 5. 16 전야에

는, 모처럼 마련한 음식을 들지 못했다. 짐을 꾸리

다보니, ‘아보카도’ 기름병 등 고국의 친지들에게 전

해달라는 선물꾸러미가 늘어나서 가방이 꽤 무거워

졌다. 5. 16 새벽 4시 쯤 아파트를 나섰다. 막내는 출

근시간을 앞당겨 차를 몰았다. 새벽길은 막히지 않

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5시전에 공항에 도

착할 수 있었다. 탑승 수속을 받는 사이, 기아 회사

주방에서 일하다가 휴가로 고국을 방문한다는 50

대 아주머니를 만났다.몬테레이의 기아 공장에 오

기 전에는, 폴란드 공장 주방에서 일하다가, 몬테레

이에  공장이 생기면서 멕시코로 옮겨왔다는 이야

기였다. 

외국생활에 익숙해져서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다. 왜 혼자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가족관계가 어떤지  물어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약 2시간 뒤에 Dallas 공항에 도착했다. Dallas 국제

공항에서는, 오전 11시 출발예정인 AA기를 탑승하

기까지 약 2시간 반의 여유가 있어, 구내 면세점에

서 과자류를 사는 등, 간단한 shopping을 즐길 수

있었다. AA의 機內서비스는, KAL기에 비할 바 못

되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보통 수준이었다고나 할

까. Dallas 공항에서 인천까지는, 약 14시간 3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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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었다. 인천 공항에서는, 외국기 도착 터미널

에서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하려면 터미널연결 전철

을 이용해야만했다. 구내역(構內驛)에 도착하여 쇼

핑가로 나온 뒤 환승(換乘)개찰구로 나가야 하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환승개찰구를 찾지 못해 한참 동

안 헤매야만 했다. 공항이 확장된 건 환영할 일이지

만, 환승승객을 위한 안내시스템 (案內板과 進路標

示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루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짐이 많아

통관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짐 검사는 간단했다. 멕시코에 비하면 ‘천양지차’(天

壤之差)다.

타. Overbooking (定員超過豫約)과 Seat assign-

ment program  (座席割當販賣制)의 문제점

귀국한 뒤 서울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래도

미리 지정된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아온 것 같다.

Vancouver에서 Monterrey로 오는 항공편 두 편 모

두 미리 지정된 예약 좌석과 달라서 AA직원에게 항

의했으나,Group 서열이 낮은 거라면서 좌석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고 알려주었다. Vancouver에서

Dallas 로 오는 항공기 좌석이 14 A,B 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27 E,D로 바뀌었고, Dallas에서

Monterrey 로 가는 항공기 좌석 역시, 9 A,C 였는

데, 11 A,C로 바뀐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귀국길의 AA좌석은 예약대로였다

문제는, 좌석지정을 받을 때, 좌석할당판매제를 이

용하여 좌석 값을 미리 지불했다는 것이다. 후일, 두

장의 항공료 명세서 (Flight Price Details)에 적힌 세

금 및 수수료 (Taxes and Agency Fees )란(欄)을

비교해보니, 나중 것에는, (incl. Seat Assignment)

즉 ‘좌석 지정료 포함’ 이라고 되어있었고, 그 欄 금

액은 $ 267.74로 나와 있었다. 서울 사위 말에 의하

면, 제대로(지정된 좌석대로) 앉아온 귀국길 (Mon-

terrey—Dallas, Dallas—Incheon)의 2편 좌석 4개까

지 합쳐서, 8개 좌석 지정료 = $ 205 을 더 얹어서

추가로  One  Travel 여행사에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Flight Price Details’ 는, AA항공사에서 작성

한 것인 만큼 그 금액은 항공사측에 지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출국 전에 두 차례 “예약 확

정표 (Booking Confirmation) 와 항공료 명세서” 를

받아보았는데, 두 번째 것은, 좌석지정이 끝난 후의

것임으로, 좌석지정료가 합산된 계산서였던 것이

다. 그런데, 왜 Vancouver — Monterrey 사이의 두

편 4 좌석이 뒷자리로 밀려난 것일까? 아마도, 항공

사의 “Overbooking-과잉예약”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예약승객의 no show (불출현 : 탑승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定員’이상으로 예약을 받는 ‘慣行’을

말한다. Overbooking 을 했다가 예약승객 전원이

몰려들면 당연히 좌석 지정에 ‘混線’이 생기게 마련

이다. 이럴 때, 항공사직원의 ‘자의(恣意)’에 의하여

‘좌석지정료’를 낸 승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다. Vancouver—Dallas—Monterrey 간의 AA기가

만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나 역시 그 소란 통에

피해를 입은 것이리라. 후일, 사위가 One Travel 여

행사에 항의메일을 보냈는데, 딱 한번 메일회신이

온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오

간 메일을 소개하자면,

* 항의메일.( 2017. 7. 18.자)

To whom it may concern ; I had seat assighnment

with paid seats for my parentsin law, but they didn’t

have their seats on their preserved seats 14 A,B.

And they are forced by AA officers to 27 E,D. I need

your explanation. Furthermore, the officer in AA

flight was so rude andimpolite ; is it the reason why

I bought tickets from One Travel? I prefer email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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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need, call me my cellular phone. (번역요약:

“지정좌석료를 낸 좌석에 앉지 못한데 대한 해명요구”.)  

* 답신메일

Dear Jinho, Thank you for contacting One Travel.

com.We understand your concern regarding seats.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regret the in-

convenience caused to you regard to the seats dur-

ing  travel however we forwarded your query to the

concerned team, they will soon contact you with a

resolution.(이하 생략) Cedrick, Email Customer

Support. (번역요약: “불편을 드려 유감이다. 담당부서

에 알렸으니 곧 결정하여 연락할 것이다.”)

위 회신이 온 날짜는 7. 21이었으나 아직 결정회신

을 받지 못했다.

3. 
2차 여행. 

첫째 날

6월 6일 (화). 김해 — 인천 — 뉴욕 — 뉴저지. 새벽

5:30, 김해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 롯데 전용 데스

크에서 윤 모 과장을 만나, 투어안내 서류 등을 받

기로 되어 있었다. 5시경, 카운터가 열린 즉시 인천

행 및 뉴욬 행의 탑승 수속을 미리 마쳤다. 그 후 약

속시간에, 지정장소에 가서 롯데직원을 기다렸으

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연락조차 없었다.

이상한 일이다. 참으로 희한(稀罕)한 일이다.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해보았지만, 여행사직원이 약속시

간에 나타 나지 아니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후일, 롯데 측에서는, 그 직원이, 다른 층에서 인원수가

많은 다른 여행지(旅 行地)팀을 안내하노라 시간을 맞추

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인천공항에서는, Lounge에 들러 출발시간까지 천

천히 아침 식사를 들고 나서, 휴식을 취했다. 약 11

시간 15분의 비행 끝에 뉴욕현지시간 11시 경,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심사장에서 긴 줄에 끼

어 서있으려니까, 공항직원이 여권을 보자더니 ‘self

심사기’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밴쿠버에서 이미 경

험했던 일이라 간편하게 ‘self 입국승인’을 받았고

일찌감치 짐을 찾아 송영장에 나갈 수 있었다. 송영

장에는, 여러 여행사의 한글 피켓을 든 한인 가이드

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둘러보아도, ‘롯데관광’ 피켓은 보이지 않

았다. 한참 돌다가,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젊은이에

게 물었다. “롯데관광에서 나온 가이드는 어디 있나

요?” “롯데관광요? 못보았는데요. 저쪽에 여러 여

행사 이름이 적힌 피켓 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행사 이름이 여러 개 적힌 피켓을 든 사람에게 가

보니 백두산등산클럽, 온라인, 등 여행사 이름 맨 아

래 끝에다 조그맣게 ‘롯데관광’이라 적힌 피켓을 들

고 있지 않은가 ! “아니, 크게 적어놓아야 알아볼 것

아니요! 한참 찾아 헤맸어요.” 

“아이구, 미안합니다. 두 분이시지요? 좀 있다가

Asiana 편으로 도착하는 팀과 합쳐야 하니까 저쪽

의자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한 15분이나 기다렸을

까? 그 김 C.H 과장은, 수 십 명의 손님들을 이끌고

왔다. 대기 중인 대형버스에는, 뉴욕관광 안내를 맡

은 김 J.H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내외를

합쳐 51명 (나중에 현지예약 3명이 합승해서 54명

으로 늘었다)이, 버스에 오르고 보니 맨 뒷자리(화

장실 칸  옆)을 빼고는 만원이었다. 가이드가, “내일

부터 다른 버스로 바뀝니다” 라고 안내 하기에, 한

단계 넓은 버스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자기로선 어쩔 수 없다

고 대답했다.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지. 다만 인원이 많으니까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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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의해보라는 뜻이야!

뜻밖에도, 타 여행사를 통해서 온 그룹손님들이 많

았다. 그날 그 버스에 탄 54명 중, 롯데여행사 주선

으로 온 손님은 우리 내외 단 둘뿐이었다. 공항을 출

발한 버스는, 뉴욕에 본사를 둔 ‘쉐이크 쉑’ 점(店)

(Shake Shack = 미국의 핫도그와 햄버거를 중심메

뉴로  2004년도에 설립한 Fast Casual Restaurant

Chain) 한 곳에 들러, 쉑쉑 버거 셋트를 특식으로 맛

보았다. 뉴욕 시내에는, 24개의 체인점이 있다는데,

점심때엔 줄을서서 한참 기다려야만 자리가 날 정

도로 손님이 밀린다는데, 미리 예약해두어선지, 54

명 모두들 쉽게 자리를 잡았다. 가이드가 주문과

serving을 도맡아 분주히 오가면서 음식을 날랐다.

역시 본바닥에서 먹는 Burger 인지라, 맛이 좀 다르

다고들 한다. Fast Food로 만든 ‘버거’라지만, 그 속

에 든 고기 맛이 숙성 과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는 것이었다. 말만 듣고 보면 그럴듯하지

만, 범인(凡人)인 내 입엔,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똑

같으니 어쩌나! 그냥 맛있다며 먹어줄 수밖에 !

‘Shake Shack’ 는, 한국의 ‘SPC 삼립(株)’과 계약하여

작년 7월, 서울 강남에도 진출하여 한국 1호점을 열

었다고 한다. 점심 식사후 ‘센트랄 파크’ 로 향했다. 

* 센트랄 파크(Central Park) 산책과, 시내 차창관광

(車窓觀光). 

이 공원은, 맨해튼 섬 중앙에 위치한, 동서 800m,

남북 4km,넓이 840 에이커(약 102만여 평)에 이르

는 인공 녹지대다. 공원안의 숲과 연못, 바위산 사

이로 난 산책로를 약 1시간 동안 거닐면서 깨끗한

공기를 실컷 들여 마셨다. 고층 건물이 빈틈없이 들

어찬 ‘맨하탄’ 안에 자연그대로의 인공 휴식처를, 이

토록 대규모로 만들어놓았으니 감탄할 일이다. 산

책 후, 부근 호텔 지하카페에서 잠시 다과 타임을 갖

고 나서, 버스에 올라 링컨센터와 줄리아드를 거쳐

세인트 존 디바인 교회에 들렀다가, 컬럼비아대학

외부를 경유하여, Hudson강 상류의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서, 숙소가 있는 뉴저지 피스카타웨이

(Piscataway, New Jersey)로 향했다. 그런데 ‘피스

카타웨이’가 허드슨 강변 포트리(Fort Lee)근처일

것이란 예상은 어긋났다. 버스는 포트리에서 멈추

지 않았고, Freeway (95번 및 287번)를 번갈아 타고

남행하더니, 약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피스카타웨이

Town 의  Radisson 호텔에 도착했다. 

떠나기 전에 ‘포트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이박

사부인에게는, 밤이 늦은데다, 호텔이 너무 먼 곳에

있으니 오시지 말라고 연락했다. 호텔이 뉴저지에

있다고 하여 ‘포트리 근처이겠지 속단한 것이 실수’

였다. 이렇게 먼 곳에 떨어져있을 줄 알았더라면 미

리 약속하지 안했으리라.

둘째 날

6. 7(수).  오늘은 맨하탄 시내관광을 하는 날이다.

조식 후, 07:30 에 호텔을 출발하여 맨하탄으로 향

했다. 출근시간이 겹쳐선지 맨하탄 Midtown으로 들

어가는 링컨 터널 앞뒤로, 출근 차들이 길을 메웠다.

페리 탑승장이 있는 ‘East 강변의 Pier 15’에 도착한

것은, 10시가 지나서였다.  

* 자유의 여신상 (1884년 프랑스가 미국독립 100주

년을 기념하여 기증한 청동동상. 우수(右手)에 횃불

을 든 여신상의 높이는 46m.)

‘혼부로우’국제유람선사 (Hornblow International

Sightseeing Cruises)소속 유람선을 타고, ‘부룩쿠린

다리—거버너섬—리버티 섬 (자유의 여신상 眺望)-

-엘리스섬—배터리 공원—피어 15’ 로 돌아오는 船

上 1시간 周遊를 마쳤다. 

1998. 10,  訪美했을 때에는, 리버티섬에서 下船하여 자

유의 여신상 안에 들어가보기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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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도중 下船 없이 선상조망으로 그쳤다.

* 下船 후, 곧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향

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대공황기(大恐慌期)였

던 1929년 가을에 착공하여 약 1년 8개월 만에 준공

한, 높이 443m (안테나 포함) 의 102층 빌딩이다. 86

층 전망대는 320m 고도(高度)에 있었다. 그 위 102

층에도 전망대 (381m 높이)가 있으나, 우리 일행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 사이에 끼어 고속 엘

리베이터로 86 층 전망대까지만 올라갔다. 전망대

에서 한 바퀴 돌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북쪽 Up-

town 방향에는, 팬암 Bld, 크라이슬러 Bld, 센트랄

Park, 록펠러 Center 등이 내려다보였다. 동쪽 East

강 방향에는, 팬암과 크라이슬러 외에도, UN본부 건

물과 3개의 다리가 보였다. Downtown방향으로는,

파이난셜 디스트릭트 Bld. 들 외에 월드 트레이드센

터(높이 442.8m였음, 2001.9.11. 테러로 붕괴)가 있

던 자리에, 새로 지은 One World Trade Center (높

이 541m) 건 물이 우뚝 솟아있었고,  그 너머 저 멀

리 리버티 섬 위 자유의 여신상이 보였다. 서쪽

Hudson강 방향 안내판에, Madison Squre Garden

이 나와 있었으나, 높은 건물 틈에 끼어있어 어디쯤

에 있는지 알아 보지 못했다. 

참고로, 서울의 Lotte World Tower는, 어느 정도 높이

일까? 온라인으로 알아보니, 555m 높이로 세계 제 4위

였다. 그 다음 5위가 위에 든 One World Trade Center

(541m)이다. 내친김에 세계 제 1위는? 아랍 에미리트 두

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29.84m) 이고, 2위는 중

국 上海의 Shanhai Tower（632m), 3위는 사우디아라비

아의 ‘아브라즈 알 바이트’ (601m) 이다.

* 그 다음 방문지는, 뉴욕 현대미술관 (The Mu-

seum of Modern Art) 이었다.  

6층 규모의 건물 안에, 1880년대로부터 현대에 이

르기까지의15만점이 넘는 작품이 소장되어있다고

한다. 일행과 함께, 약 한 시간에 걸쳐 대충 돌아보

고 나왔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

(밤하늘의 소용돌이)만이 기억에 남아있으니, 미술

에 대한 소양(素養)이야 더 말할것 있겠나! 한 마디

로 ‘빵점’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후로, 워

싱턴광장, 소호지역, 월 스트리트, 유엔본부, 록펠러

센터, 5번가, 타임스퀘어 등지를 차창너머로 구경한

뒤, 숙소가 있는 New Jersey 주로 이동하였다. 도중

에 버스는, 맨해턴 북쪽 Uptown의 ‘조지워싱턴 다

리’를 건너 Hudson강 대안(對岸)의 포트리 (Fort

Lee) 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Midtown의 타임스

퀘어를 지나서, 곧장 Hudson 강바닥에 조립식(組立

式)으로 건축한 ‘링컨터널’로 진입하였다. 워낙 교통

이 번잡한 곳이라, 소통이 잘 되는 중간 길을 택한

것이리라. 호텔근처의 한식당에서 푸짐한 불고기요

리를 즐긴 후, 밤늦게호텔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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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

6. 8(木), 뉴저지를 떠나 델라웨어 주(州)를 거쳐, 워

싱턴 DC에 들렀다가 숙박지인 해리스버그(Harris-

burg)로 가는 날이다. 아침 7:30 출발하기 전에, 이

틀 동안 함께 지낸 일행과 작별하고 다른 버스로 옮

겨 탔다. 이 버스의 승객 51명 중에는, 롯데관광을 통

해 하루 늦게 도착 한 팀이 섞여 있었다. 같은 여행

사 손님과 어울려 다니라는, 현지회사의 배려에서

우리 내외를 그 버스로 옮겨준 것이다. 약 4시간 반

만에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미국정부의 방침에 따

라,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은, 외부관광으로 끝났다. 

5년 전에 방미했을 때에는 백악관 정문 바로 앞까지 접

근하여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마음대로 오가

면서 철책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문에

서 한 블럭 쯤 떨어진 길에서, 밀려오는 관광객들 틈에

끼어 백악관 건물을 바라보게만 하였다. (첨부사진은, 5

년 전 것임.) 차량접근을 막고 있는것을 보니, 아마 테러

예방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후, 몰 (The Mall: 의사당 서쪽으로 뻗은, ‘녹음의

산책로’공원) 동쪽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자연사박

물관에 들렀다가, 제퍼슨 기념관과 링컨기념관을

차례로 돌고나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Ko-

rean War Veterans Memorial) 를 둘러보았다. 

1950. 6. 25 로부터 1953. 7. 27 휴전 때까지, 한국전에

서 전사한 33,600여명과 8,000명이 넘는 실종자, 포로

상태에서 사망한 2,700여명, 그리고  103,0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1990년도에 세

운, 지상군의  군장대원(軍裝 隊員) 조각상 들이 언덕 위

의 성조기를 향해 올라가는 자세로 정렬해 있었다.

문뜩, 부산의 UN군 묘지를 떠올렸다. 

그곳에다, 전투부대를 파병한 15개국 참전용사들이 UN

기를  향해 줄서있는 조각상을 세워주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다. 

오후 4:30경, 워싱턴 관광을 마친 길로 Harrisburg

로 떠났다. 오후 8시경이 넘어서야, 숙소인 ‘코트야

드 바이 메리어트 해리스 버그’ 호텔에 도착했다. 

넷째 날

6. 9 (금)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하는 날이다. 약

6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여행이다. 그래서, 모닝

콜은 새벽 4시에 울렸다. 4시 50분까지 짐을 버스

에 싣고 나서 간단한 조식을 마쳤고, 5시 35분에 호

텔을 출발했다. 정오경이 지나서야 나이아가라에

도착하였다. 미국 쪽 마을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뷔

페요리를 ‘포식(飽食)’한 뒤, 레인보우 다리 (Rain-

bow Bridge)를 건너 캐나다 쪽으로 넘어갔다. 나이

아가라 탐방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1998. 10 과

2006. 5, 두 차례 왔을 때에는, 미국 쪽의 염소섬

(Goat island)에 들러서, 아메리칸 폭포 (American

Falls)와 면사포 폭포(Bridal Veil Falls) 두 곳을, 위에

서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쪽엔 들리지

않고, 캐나다 쪽으로 직행하여 카나디안폭포

(Canadian Falls :일명 Horseshoe Falls :높이54m,

폭 610m) 주변을 돌아보았고, 강 건너 멀리 미국 쪽

폭포 (높이 56m, 폭 335m) 를 조망(眺望)하기만 했

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건, ‘장관(壯觀)’임엔 틀림없

다. 폭음을 내면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를 향해,

“나이야 ! 가라 !” 고 외쳐보았다. 이 곳에 올 때 마

다 생각나는 여배우가 있다. 1926년에 태어나서 어

렵게 살다가, 영화계의 섹시 심볼로 성공하였으나,

세 번의 결혼에 실패한 뒤 약물중독에 빠져있다가

36세 때에 자살로 보이는 의문사(疑問死: 한때 암살

설이 돌았다)를 한, 마리린 먼로(Marilyn Monroe) 이

다. 그녀는, 1953년에 개봉한 영화 ‘나이아가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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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으로 출연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

1963. 11에 암살당한 케네디 ( J.F Kennedy) 대통령

사이에 염문(艶聞)을 뿌리기도 했다.

관광객들은, 늘 ‘나이아가라’ 영화의 배경이 된 ‘바람의

동굴’ (미국측)을  돌아보면서,  그녀 생전의 요염한 모

습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 양쪽 폭포를 동시에 전망할

수 있는 ‘퀸 빅토리아’ 공원 강변에서 산책한 뒤, 부

근의 월풀 (강 下流에서동쪽으로 굽어지면서 여러

갈래로 소용돌이치며 급류로 변하는 곳) 을 둘러본

다음, 그 곳에서 멀지않은 헬기장을 경유하여, 강변

식당에서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날 숙소

는,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 ‘올드 스톤 나이아가라’

호텔( Old Stone Inn Boutique Hotel) 이었다. 호텔

카운터에 묘령의 동양여성이 앉아서 일을 보고 있

기에, 혹시나 싶어 물어보았더니, 역시나 한국인이

었다. 영화를 전공하려고 유학 왔다가 눌러앉은

Emily (장은미)양이었다. 일도 하랴 공부도 하랴 힘

들지만, 좋은 신랑감을 만났기에, 그 곳에서 정착하

여 살 생각이라 하였다. 꼭 Canadian dream을 이루

어 성공하길 기원하며 헤어졌다. 

다섯째 날

6. 10 (토)  오전 중에 재차 나이아가라 주변을 돌아

본 뒤 점심 (스테이크 특식)을 먹고 나서 토론토로

이동하는 날이다. 7: 30 호텔 조식을 마친 뒤, 도보

로 부근의 ‘Delight Health Tower’로 이동하였다. 

일행은 점포 안에 가득 찬 건강식품에 대한 안내를

받고나서 오메가 3, 아사이 (Aqai), 프로포리스 등

건강식품을 구입하였다. 

그 후 나이아가라 강변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유람

선을 타고 폭포 근처까지 순항(巡航)하는 투어에 참

가하였다. 관광객들로 만선(滿船)이 된 유람선이 폭

포 아래로 다가가자, 선실 밖에 몰려있던 관광객들

은, 세찬 물보라에 비닐우의가 휘날려 뒤집히는 통

에, 옷 젖는 걸 막을 길이 없었다. 혹시나 배가 뒤집

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폭포수 근

처로 접근하기도 했다. 상륙한 뒤, 뜨거운 햇살에 젖

은 옷은 금세 말랐다. 모두들 빨강 우의를 기념으로

간직해갔다. 

스케줄에 따라, 아이스와인 생산으로 유명한 ‘리프

와이너리’ (Rief Estate Winery)에 들러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시음회를 가졌다.

그 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꽃시계를 구경하였

고, 중식 장소 인 스카이론 타워(Skylon Tower: 폭

포 위 800 ft.높이)로 이동 하였다. 타워 꼭대기 회전

전망대 식당으로 오르는 2대의 대형 에레베이터는,

예약 단체손님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10여

분을 줄서서 기다린 뒤, 승강기에 올라 전망대에 갔

으나, 식당은, 손님으로 꽉 차있어 앉을 자리가 없

었다. 마침 안쪽 6인용 테이블이 비기에 울산에서

온 세 식구와 함께, 잽싸게 자리를 잡았다. 여기저

기 쫓아다니며 음식을 나르는 웨이트레스들은, 정

신없어  보였다.  한참만에야 차례가 돌아와서 스테

이크 요리가 나왔다.  역시 특식 (1인당 미화 $ 60)

인 만큼, 음식내용은 좋았다.

식사를 마치던 길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버스

에 올랐다. 다음 기착지인 Toronto 까지는, 고속도

로로 약 1시간 반 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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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nto는 ‘온타리오’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 제

1 의 도시다. Montreal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지라

면, 토론토는 영국계 캐나다의 중심지라 할 것이다.

1749년 프랑스의 무역항으로 요새가 축조되었으나,

1759년 영국에 점령된 후로는 ‘요크’란 지명이 붙여졌고,

1834년 이후 ‘토론토’라고 불려왔다.

도착하던 길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Distillery

District: 옛날주류 양조지구) 주차장에 버스를 세워

놓고, 약 1시간동안 멋진 옛건물들 사이로 난 보행

자 전용거리를 거닐면서, 예술과 문화와 옛것이 공

존하는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등을 기웃거렸다.

소문난 커피가게에서 원두커피를 한 잔씩 뽑아들고

나와선, 이웃무대에서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

던 밴드 구경을 하였고, 결혼식을 마치고 지나가는

신랑신부와 축하객들 일행과 마주치기도 하였다. 

그 후 다시 버스에 올라 토론토를 대표하는 건축물

로 알려진 시청을 방문했다. 시청건물(1965년 준공)

은, 높이가 다른 두 반원형 쌍둥이타워 중간에 나지

막한 건물을 지어 셋을 이어낸 현대적 디자인이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마침 건물 앞 광장에서 스페인

계 주민들의 미인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시청

을 떠난 버스는, 차이나타운과 한인 타운을 경유하

여 양식당으로 이동하였고, 석식을 마친 뒤 곧장 숙

소인 ‘인터내셔널 플라자’ 호텔로 향했다.

여섯째 날

6. 11 (일) Toronto-Kingston-Ottawa-Montreal 로 이

동하는, 제법 먼 길이다. 새벽 4시에 모닝콜이 울리

게 되어있었지만, 우리내외는 새벽 2시에 깨어났다.

4: 30 에 쳌아웃하여, 5시 정각에 호텔을 출발했다.

도중의 휴게소에서, 미리 준비해간 김밥으로 조식

을 때웠고, 약 2시간 뒤, Kingston 옆을 지나서 “천

섬” 부두에 도착했다. “천섬”은 세인트로렌스 강위

에 펼쳐진 1,865개의 섬을 일컫는다. 인디언 원주민

들은 이 섬들을 “신의 정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만큼 수려한 섬들은, 오늘날 그림과 같은 별장과 안

락한 숙박 시설로 넘쳐난다. 이 섬들 사이로 유람선

이 매시간 마다 교대로, 관광객들을 태우 고 주유

(周遊)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는, 천섬의 백미(百

媚)라 불리는 “Heart 섬의 볼트성”이 있다. 이 볼트

성에는 애절한 이야기가 얽혀있었다.

오래전에 한 노부부가 천섬에 들렀다가, 비바람 치는 악

천후로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루 밤을  보내게 되었

다. 그러나, 숙박시설 모두가 만원이라 묵을 곳이 없었

다. 마지막으로 들린 자그마한 호텔에서도 방을 구하지

못하자, 젊은 종업원에게 어디든 좋으니 하루 밤만 묵어

가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 청년은, 자기 방이 너무

누추한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묻고선 자기  방을 양보

해주었다. 노부부는 고마워하며 그 방에서 하루 밤을 지

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갔다. 떠나면서 노부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청년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고

물었다. 그 청년은, 서슴없이 “호텔에서 일하다보니 이

런 호텔을 갖는 게 꿈” 이라고 대답했다. 그 며칠 뒤, 뜻

밖에도 그 청년에게 한 장의 초대장이 날아왔다.그 봉투

에는, “만나고 싶으니 한번 다녀가라” 는 사연과 함께,

수표 (여비  및 일당 포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노부

부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지 못한 청년은, 휴가를 내어

그 주소지로 노부부를 찾아갔다. 가서보니, 그곳은 노부

부가 경영하는 아담한 호텔이었다. 청년은, 노부부의 청

을 받아들여 그 호텔에서 일하기로 했다. 청년은 열심히

일했고, 그 보람이 있어 호텔은 날로 번창하였다. 그러

는 사이, 청년은 노부부의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

고, 그녀를 아내로 맞았다. 또한 후일 그 호텔을 맡아 운

영하게 되었다. 그는 여유가 생기자, 아름다운 천섬가운

데서도 가장 빼어난 하트 섬을 사들였고, 그곳에다 아름

다운 성(城)을 지어 아내의 생일날 (발렌타인 데이)에선

물하려고 1900년에 착공했다. 그러나, 아내는 성이 완

성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4년 뒤, 6층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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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실을 떠안은 아름다운 볼트성이 완공되었으나, 아내

를 잃은 그는, 다시는 하트 섬에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청년이 바로, 후일 월돌프 아스토리아（Waldorf As-

toria) 호텔 체인의 초석(礎石)을 놓은, 조지 볼트

(George Boldt) 였다. 

Ottawa에서 Montreal 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

다. 몬트리올은 ‘북미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

풍을 띄고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어권

도시라 한다. 

프랑스어권 캐나다 도시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되어있는 퀘 벡이 있으나, 몬트리올은, 고색창연

한 퀘벡과는 달리, 역사적인  석조건물과 고층빌딩

들 사이로, 신세대의 참신한 기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도시라고 한다.

시내의 몬트리올 시청과 성요셉 성당을 차창 밖으

로 바라본 뒤  식당으로 이동하여 석식으로 그곳 명

물인 ‘랍스타 특식’을 맛보았다. 식사 후 ‘퀄리티 스

위트 드럼먼드빌’ 호텔로 이동하였다.   

일곱째 날

6. 12 (월).  몬트리올 — 퀘벡— (국경을 넘어) —  플

래츠버그로 이동하는 일정이다. 

아침 7 : 30 정각에 호텔을 출발하였다.  약 2시간

뒤 퀘벡에 도착하여, 일차 선택 관광지인 ‘몽모렌’

시 폭포 케이블 관광에는 불참하였고, 일행이 돌아

올 때까지 주변  대형 쇼핑 몰을 돌아보며 휴식을

취했다. 

중식은, 이 몰 안의 현지식 식당에서 양식 뷔페를 들

었다.  퀘벡의 상용어는 프랑스어다. 주민은 프랑스

계가 많아 95%가 불어를 쓰고 있다고 하니, 캐나다

에서도 우리에겐 이국(異國)적이랄 수 있다.  점심

후, 샤토 프론트낙 호텔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 호텔은 도깨비 드라마에도 나온 곳이다. 드라마

상영 후, 이곳을 찾는 한국관광객들 사이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이 호텔에서 일박하며 드라마 장면을

되새기는 사람들 이 많아졌다고 한다. 우리 일행 중

에서도, 13명이 호텔 일박을 선택하여 곧장 미국으

로 떠나는 나머지 일행과 헤어졌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 양쪽에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

하면서 화가의 거리를 산책하였다. 그림들은, 대개

가 퀘벡의 풍경이나 캐나다의 자연을 주제로 한 것

들이었다. 단체로 움직이다보니, 당초 가보려 했던

호텔 뒤편, 세인트 로렌스 강변의 언덕길 산책로(뒤

프랭 테라스)를 걷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화가의 거

리 계단 아래쪽 교회근처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을

때, 갑자기 심한 비가 내려, 근처 카페 문 앞의 해 가

리개 아래로 피신했더니, 웨이트레스가 나와 보곤,

손짓하며 “카페, 카페?” 라는 것이다. “커피 한잔 어

떠냐”는 권유였다. “에라, 비도 피할 겸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고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다. 비가 그칠

때까지 앉았다가 나와 보니, 벌써 출발시간이었다.

버스는 퀘벡 남쪽 ‘세인트로렌스’강 다리를 건너, 남

쪽의 20번 주도를 따라 몬트리올 방향으로 내려오

다가 오후 5:35경, ‘챔플 레인’ 부근 국경에서 약 40

분간 대기하여 통관을 마친 뒤, 미국으로 넘어왔고,

국경에서 약 1시간거리인 뉴욕 주 Plattsburg에 도착

하여 석식 후, ‘Best Western Plus The Inn Smithfield’

호텔에 투숙했다.

여덟째 날

6. 13 (화).  플랫츠버그 — 애디론댁 마운틴 경유 —

우드버리 아울렛 숏핑 — 뉴욕 야경 관광 후 — 뉴

저지 호텔로 이동 하는 일정이다. 

아침 8 : 20 경, ‘베스트 웨스턴’ 호텔을 출발하여, 87

번 주도를 따라 남하하다가 우측지방도로로 진입하

여, ‘Adirondaeck  Mountains’ 내 공원 (안쪽은 선택

관광) 바깥쪽의 임야와 부근 계곡 주변에서, 약 1시

간동안 산책하며 자유 시간을 가졌다. 다시 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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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내려오는 도중, ‘골든코렐’ 식당에서, 푸짐한

양식 뷔페 점심을 들었고, 오후 1시 10분경, 미 동부

에서 최대 규모라는 ‘우드버리 아울렛’에 도착하여,

오후 6시 15분까지  넓은 경내의 가게들을 둘러보

았다.. 

이곳에서는, 유명브랜드의 옷가지나 향수, 화장품

기타 일상 가정용품들을 시중 가격 보다 25% 내지

65% 할인된,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30년

가까이 애용한 여행용 가방을 바꾸기로 하고, Sam-

sonite 매장에 들러, 신형의 경량 가방을 구입했다.

석식은, 각자 자유롭게 이 곳 푸드 코트 (Food

Court)에서 해결 하였다. 

‘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 는, 1985

년에 열린 숏핑몰이다. 그 후 13년 동안에 두 차례

확장하여, 현재 220개 점포가 영업 중이라 한다.

뉴욕에서 승용차로 불과 1시간거리여서, 뉴욕에 들

린 관광객들은 거의 모두가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오후 6 : 25 경, 아울렛을 떠나 뉴욕으로 향했다. 약

1시간 반 뒤, 맨하탄에 도착하여 ‘5번가’와 ‘부로드

웨이’ 근처에서 시작되는 야경(夜景)투어에 참가하

였다. 

이윽고, 가로등이 점등(點燈) 되는 시간이었다. 주

변에 즐비(櫛比)한 고층 빌딩들이 휘황한 광채로 빛

나기 시작했다. 가는 곳마다 거리는 관광객들로 넘

쳐 났다. 버스로 7번가 쪽 ‘타임스 스퀘어’로 이동하

여, 약 1시간동안 자유시간을 가졌다. 거리 교차로

부근에는 간이 층계의자들이 놓여있었고, 잽싼 관

광객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 거리 한편에서 벌

어지고 있는 간이 쇼나 에어로빅 공연을 구경하기

도하고, 다시 인파에 휩쓸려  부근 거리에 즐비한 극

장과 영화관, 레스토랑이나 바와 나이트클럽 등 위

락시설을 구경하고 다녔다. 

우리는 여기저기 산책하다가, 사방 고층빌딩의 엄

청나게 큰 스크린 장치에서 간단(間斷)없이 상영되

는 단편 영사물(映寫物)과 휘황찬란한 칼라 광고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둘러보면, 흑.백.

황.적 온갖 피부색의 인종이 색색가지 의상을 걸치

고 뒤섞여 거리를 휘 접고 다니니, 한마디로 인종전

시장 (melting pot of human races) 에 온 것만 같았다.

자유시간이 끝날 무렵, 근처의 약속장소에서 기다

리다가 버스에 승차 하여 링컨터널을 거쳐 허드슨

강 남안의 강변공원 조망대(眺望臺)로  가서, 강 건

너 맨허튼의 눈부신 야경을 조망하였고, 밤 11시가

지나서 뉴저지 래디슨 호텔에 돌아왔다.

아홉째 날

6. 14 (수)  귀국길이다. 아침 8시경, 호텔을 출발하

여, 40분 뒤 Holiday Inn에 잠시 들렀다가 JFK 국제

공항으로 향했다. 허드슨 강 ‘조지워싱턴 다리’ (교

포들은 ‘조지교’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앞뒤의 차도

는, 여전히 몰려온 차들로 정체되어, 11시가 넘어서

야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지시간 오후 2시경,

뉴욕을 출발한 KAL기는, 대략 15시간의 비행끝에,

한국시간으로 6월 15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공항

에 도착했다. 곧장 국내선 환승 장으로 이동하여, 오

후 6시 20분 출발의 부산행KAL기에 탑승하였다.

19:25 김해공항에 도착하였고, 오후 9시경에 귀가하

였다. 집에 돌아와 대충 짐정리를 끝내고, 그동안 집

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나니, 피로감이 한목에

덮친다. 여행 떠나기 전, 2월 16일, 서울의 민건식 변

호사에게 보낸 메일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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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문 닫을 때를 놓치고, 꾸역꾸역 돌아다니는 버릇은, 끝

까지 갈 모양입니다. 그 버릇 때문에 여전히 답답한 마

음 달래느라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습니다.

3월초, 니이가타 에치고 유자와(新潟 越後湯澤) 로, 5월

초, 캐나다, 미국경유 멕시코로, 6월초, 뉴욕, 워싱턴,

나이아가라, 퀘벡으로, 멀리 스케줄을 잡아 놓고 보니

좀 지칠 것만 같네요.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더라도, 내생(來生)을 위해 웃으면서 떠날

것입니다. 

(후략)

2017. 9. 4  危機感속에서  卒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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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자유여행기
윤여준 변호사

238•제35호 부산법조

“세계는 한 권의 책과 같아서,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것과 마찮가지이다. - 성 아

우쿠티우스”

2015년에 셋째가 태어난 이후로 2박3일 이상의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던 우리 가족에게 11박 12일이라는

긴 시간의 여행 기회가 주어졌다. 긴긴 추석연휴와 막내를 돌봐 주시겠다는 장모님 덕분에 아내와 초3, 초

1 두 아들만 데리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친구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지

상낙원이라 불리는 대자연의 나라... 내가 읽어 본 뉴질랜드라는 아름다운 페이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여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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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계획하면서 4월 초순경 비행기 티켓을 알아

보았는데, 황금연휴라 그런지 처음에 자리가 없어

내심 당황했다. 일단 대기예약을 걸어놓았더니 3주

정도 지난 후에 확정예약 자리가 나와 가까스로 티

켓을 확보하였다. 비행기 티켓이 없어 여행을 포기

해야 하나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안도의 한숨이 나

왔다. 이번 추석에는 워낙 연휴가 길어서 인기있는

여행지의 비행기 티켓은 연초에 거의 예약완료가

되었다고 한다.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다 싶다. 비

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나자 큰일을 마친 듯하여 유

유자적하며 지내다가 출발 두 달전쯤부터 뉴질랜드

에 있는 친구와 머리를 맞대어 일정과 숙소 등의 계

획을 짜기 시작하였다. 

사실 뉴질랜드에 대해서라곤 자연이 좋고, 양과 키

위가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고,

해외여행은 항상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만 다녔던

나로서는, 시작부터 여행일정계획 수립이라는 거대

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

섬, 2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인구는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남한의 2.7배나 된다

고 한다. 그 큰 땅덩어리를 10세, 8세 아이들을 데리

고 열흘 남짓의 기간동안 모두 돌아본다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안타까웠지만 과감하게 강약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뉴질랜드 여행의 묘미는

남섬에 있다고들 하고, 현지인들 중에도 사정상 평

생 한 번도 남섬에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우리의 여행은 남섬에 방점을 두기로 하고 북

섬은 아쉽지만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둘러보기로 하

였다.

구름에 덮여있는 마운트쿡

2. 
여행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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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숙소와 렌트카를 예약하였는데, 숙소는 여

행경로를 따라 airbnb사이트와 booking.com사이트

에서, 렌트카는 북섬에서는 ezicar, 남섬에서는 ace

회사를 이용하여 7인승 카니발을 예약하였다. 여행

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자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는 여행인

지라 숙소예약 사이트에서 후기들을 꼼꼼히 살펴보

고 예약을 하였는데 모든 숙소가 정말 만족스러웠

다. 오클랜드에서는 바닷가 근처의 펜션형 숙소

(north shore)에서 4박을, 남섬에서는 Tekapo호수

에서 1박(PEPPERS BLUEWATER), Mount Cook에

서 1박(The Hermitage Mt Cook), Queenstown에서

2박(Tuner Heights Town), Teanau에서 1박(LAKE-

FRONT LODGE)을 예약하여 1,000km에 달하는 남

섬 일정이 정해졌다.

사실 인터넷과 여행 책자 등을 통하여 뉴질랜드 여

행지를 검색하면서 우리 둘째가 좋아하는 자연펭귄

을 볼 수 있는 오아마루에도 가보고 싶었고, TePaki

사막에 가서 100미터가 넘는 거대한 모래 언덕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모래 썰매도 타 보고 싶기도 하였

다. 그런데 TePaki 사막의 경우 오클랜드에서

400km 떨어진 북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왕

복 800km를 하루에 다녀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고, 오아마루는 주된 남섬 이동경로에서 2시간

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지만 여행

경로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좀 더 자

란 뒤 한달 정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를 여행한다

면 제대로 북섬과 남섬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약없는 상상을 하여본다. 

아이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차량의

안전성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렌트카회사 홈페이지

에는 차량의 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차량상태

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행히 ezIcar는 연

식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렌트 차량도 2017년식

으로 만족스러웠으나, ace회사는 연식을 알 수 없

는 상태로 렌트를 하였고 실제 차량이 많이 노후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 

뉴질랜드 여행을 준비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였던

또다른 부분은 옷차림이었다. 뉴질랜드의 날씨에

대해 알아보니 “하루에 사계절이 모두 들어있다”는

말이 있었다. 말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갑

자기 해가 쨍쨍 나고, 오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며

추웠는데 오후에는 반팔이 입고 싶을 정도로 강렬

한 햇빛이 따라다니는 희한한 날씨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고 대

부분 그냥 맞고 다닌다. 비가 곧 그치기도 하고 우

리나라처럼 산성비일리도 없으니 무심하게 맞거나
후커밸리

240•제35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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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잠시 비를 피했다가 간다.

비가 오면 오는데로 맞고 거리를 걷는 그네들을 바

라보니 자연과 함께 자연인 듯 살아가는 그들의 삶

이 부럽기도 했다. 또 뉴질랜드의 계절은 한국의 계

절과 반대라서 우리가 여행을 간 추석 무렵은 겨울

을 막 지나 봄이 되려는  시점이었다. 뉴질랜드는 12

월부터 2월이 여름인데, 여름이라 하여도 우리나라

처럼 고온다습하지 않아서 여행하기에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어쨌든 하루에 사계절이 들어있

다는 뉴질랜드 기후의 특성과 남극과 가까운 남섬

여행 때문에, 반발티부터 두꺼운 겨울용 파카까지

모두 챙겨넣어야 하는, 이제까지 한번도 싸본적이

없는 특이한 짐가방을 싸게 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입국시 검역을 매우 까다롭고 철

저하게 한다고 하여 우리는 음식류와 약류를 아예

챙겨가지 않았다. 관광객의 입장에선 조금 불편하

기는 하였지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

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좋아보였고, 그들의 노력

에 대하여 자연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응답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9월 29일 김해공항에서 1시 30분경에 비행기를 타

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뒤 인천공항에서 오후 6시

경 이륙하여 11시간 20분이라는 기나긴 비행 끝에

다음날인 9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오클랜드 공항

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의 반가운 얼

굴이 긴 비행의 피곤함으로 날려주면서 뉴질랜드 여

행이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그 녀석

의 반가운 얼굴을 바라보니 여행은 아주 오랜 친구

3.
북섬 여행일정

드래킹

부산지방변호사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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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

도 바로 어제 만났던 것처럼 유쾌하고 즐거우며 헤

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 빠른 시일내에 다시 만날 것

을 고대하는... 몇 번을 만나도 질리지 않으며 이야깃

거리가 늘 흘러 넘치고 어떠한 가식도 없이 있는 그

대로의 나로 지낼 수 있는... 여행과 오랜된 친구, 둘

은 참 닮아 있다. 

친구와 렌트카 사무실에 가서 예약한 차를 찾은 뒤

뉴질랜드에서 처음 먹은 음식은 ‘fish & chips’이다. 

피씨 앤 칩스는 자연산 참돔살튀김과 감자튀김으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이다. 우리나

라 돈으로 6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다. 자연산 참돔, 그 귀한 것을 튀김으

로 먹다니...그것도 단돈 6,000원이라니 참 놀라울

따름이다. 오염되지 아니한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식사 후 4박을 할 north shore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하였다. 투룸의 펜션형 숙소였는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예쁜 집이었다. 이 곳에서 4일 동안 지낼

거라고 했더니 두 아들 녀석은 침대 위를 방방 뛰며

즐거워 하고 아내는 주방 서랍을 이리저리 열며 잘

갖춰진 주방도구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가 참 마음

에 들었다. 

친구의 초대로 친구집에서 샤브샤브 스팀봇으로 저

녁식사를 하였다. 여러 가지 해산물이 많이 든 샤브

샤브였는데 특히 초록잎홍합이 눈길을 끌었다. 요

즘 홈쇼핑 같은 곳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

조식품인 초록잎홍합은 뉴질랜드에서만 나는 것으

로 관절염에 특효라고 알려져 있다. 오랜 비행으로

무릎관절이 아팠던 나는 눈이 번쩍 뜨여 초록잎 홍

합을 특히 많이 섭취하기도 하였다. 친구는 뉴질랜

드 현지인의 집 1층을 렌트해서 살고 있고 집주인은

2층에서 살고 있는데, 저녁식사에 집주인인 조도 함

께 하였다. 

조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후손으로 해군

출신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소년을 위

탁받아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아이 한명을 24시간 올케어하면서 국가로부터

연간 2억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하였다. 공무원

과 유사한 신분이지만 아이가 학교에 간 동안에는

다른 job을 가질수도 있다고 한다. 조는 자신이 이

런 아이들을 돌보며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는

있지만 왜 국가가 (자신이 보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나쁜 아이들인) 범죄소년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조의 말을 들으며 국가적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소년범들에 대한 사회내 처우가 떠올라

허탈함이 느껴졌다.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는 작

으니 아이 하나하나라도 잘 갱생시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섭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이겠지.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질 장밋빛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 이미

태어나 있는 아이들이라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

테카포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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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243

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야 할텐데

그 속도가 너무나 더디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들

은 세금을 매우 많이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투명하

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낸 세금들로 인하여 자신들

도 언젠가는 반드시 복지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확

신이 있으니 큰 불평불만없이 성실히 납세하고 있

었다. 선진복지국가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저녁식사 후 피곤하긴 했지만 그대로 숙소로 돌아

가기가 못내 아쉬워 Mission Bay로 향했다. Mission

Bay는 시내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인데 그곳에 있

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 사료가 아닌 순

수한 풀만 먹고 자란 젖소의 우유로 만들어서 그런

지 아이스크림은 달면서도 깔끔하였다. 달콤한 아

이스크림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의 달콤한 첫

날을 마무리하였다. 

다음날부터 Devn Port(우리나라의 연안부두),

Western Springs(넓은 호수와 공원이 있는데 새들

이 많아서 식빵을 주면 시간가는 줄 모름. 아이들이

제일 신나서 즐거워했던 곳), One Tree Hill (전망이

좋은 180m정도의 동산), 오클랜드 고등법원(고등법

원 표식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 절대 법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건물이었음)과 오클랜드 대

학교, Viaduct Basin(다양한 요트가 정박해 있는 곳

으로 산책코스이자 시내를 관광하기 위한 주차시설

이 있음), Sky Tower(시내에 위치한 남반구에서 가

장 높은 328m의 인공구조물로 360도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스카이점프도 할 수 있음) 등을 방문

하였다. 여건상 북섬 여행은 오클랜드에서 그쳤지

만, 내가 경험한 북섬은 전체적으로 시골 마을같은

느낌이었다. 시내(그들은 city라고 불렀다. 이유를

물으니 그냥 city라고 부른단다.)를 제외하고는 아파

트가 없었고 잘 정리된 잔디가 있는 넓은 마당을 가

진 단독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곳곳에 자

연공원과 호수, 바닷가가 많아 더욱 고즈넉한 정취

를 뽐내고 있었다.

10월 4일.

북섬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시 30분에 비행기에

탑승하여 13시경에 남섬 크라이스처지 공항에 도착

하였다. 렌트카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바로

tekapo호수로 이동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니 남섬은

참으로 거대한 자연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우

리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대자연의 뉴질랜드는 바

로 남섬 속에 있었다. 남섬은 뉴질랜드 속의 뉴질랜

드라고나 할까. 끝도 없이 펼쳐지는 평원에 평화롭

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마치 팝콘을 뿌려놓은

듯 했다.

테카포 호수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 마치 우리나라의 국도와 비슷한 느낌이다. 인위

적으로 직선 길을 만들기보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

하면서 도로를 닦은 느낌이 들었는데, 교량의 대부

분이 왕복 1차로만 있는 다리가 많고, 심지어 터널

도 1차로만 뚫어 각각의 진입구에서 신호등이나 표

지판으로 통행 우선권을 정하고 있었다. 고속도로

도 왕복2차로가 많아서 일정지점이 되면 추월도로

가 잠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이

런 식의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아마 난리가 나겠지...

자연을 위해 양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들의

여유로움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

민성이 원래부터 그리 급하고 아옹다옹 하지는 않

았을 터인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작은 것들

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다보니

삶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형성된 것이지 않을까 싶

4.
남섬 여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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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씁쓸함이 커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동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해는 뉘엿

뉘엿 저물어 호수 바로 위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그

려내고 있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아름

다움이었다. 남섬에서의 첫날밤은 tekapo호수 위에

서 빛나던 달과 함께 찬란하게 지나갔다. 

10월 5일.

밝은 태양아래서의 tekapo호수는 전날 저녁과는 또

다른 자태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처음 보는 호수색

과 멀리보이는 설산의 모습까지, 한폭의 그림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어떠한 형용사나 미사여구도

사족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었

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일 때가 정말 아름답다. 주

변을 산책한 후 산정상에 있는 Mt John Observatory

Astro Cafe로 이동하여 flat white(카페라떼와 비슷한

뉴질랜드 커피)를 마셨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호

수와 그 호수를 넉넉히 감싸 안고 있는 할아버지같

은 설산,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잔... 아이들은 호수

옆에서 돌맹이를 쌓으며 천진하게 놀고 있고 사랑

하는 아내는 푸른 호수같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 오래된 친구는 설산을 바라보며 설산처럼

서 있다. 대자연속에 파묻혀보니 주위의 모든 것들

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듯하다. 

아름다운 tekapo호수를 뒤로하고 1시간 정도 운전

하여 Mount Cook으로 이동하였다. Mount Cook은

‘구름을 뚫는 산’이라는 뜻으로 에베레스트를 닮은

뉴질랜드의 최고봉이다. 뉴질랜드 출신의 힐러리경

이 에베레스트 정복을 위한 전지훈련장소로 이용하

였다고 한다.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었는데, 아이

들이 있어서 완만한 코스로 1시간 정도 Hooker

Valley를 올라 보았다. Mount Cook의 웅장한 정상

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몇일이 되지 않아

서 운이 좋아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

말 운이 좋았던지 너무나 청명한 날씨속에서 깨끗

하게 구름이 걸린 산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남

섬으로 출발하기 전에 확인했던 일기예보에서는 남

섬 여행 일정 기간동안 대부분이 heavy rain으로 기

재되어 조금 염려되기도 하였었지만, 뉴질랜드는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다니 좋은 날씨도 있겠지 하

며 큰 걱정은 안했었다. 역시 뉴질랜드는 나의 기대

를 저버지않고 너무나 맑은 날씨로 우리의 여행을

응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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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tekapo에서의 짧은 체류가 아쉬웠지만, 또다른 여

행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목적지인 Queenstown으로 이동하였다. 퀸

즈타운은,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주변의

산들에 둘러싸여 그 아름다움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울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

한 관광휴양지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름을 ‘여

왕의 도시’라고 지었을까 생각하며 이동하는 내내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렇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퀸즈타운을

구경하기 전에 Twizel 연어농장에 들러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

기 때문에 노동이 들어가면 가격이 비싸다는 게 그

특징 중 하나이다. 연어회의 경우에도 가시를 제거

하고 몇 점의 회를 포장한 후 만 원 정도에 팔고 있

었는데, 가공하지 않은 fillets(살코기)는 4만 원 정도

에 몇십배의 양을 살 수가 있었다. 친구가 미리 이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fillets를 구입하

여 미리 준비해간 도구로 즉석에서 회를 떠 먹었다.

친구의 아내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친구가 낚시를

하여 잡아다 주는 생선으로 회를 떠본게 전부라고

하더니 실제 실력은 전문가 못지않았다. 빙하가 녹

은 물에서 자란 연어라서 그런지 그 맛이 너무 감탄

스러워 fillets 두 개를 더 구입하여 저녁에 퀸즈타운

에서 회와 구이로 다시 먹을 정도였다. 이렇게 연어

의 참 맛을 알아버렸으니 이제 한국에서 파는 연어

회는 못먹지 않을까 싶어 슬프다. 

10월 7일.

Queenstown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아름다웠다. 그

런데 퀸즈타운은 뉴질랜드의 다른 마을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퀸즈타운의

부산지방변호사회•245

호수에서 본 퀸즈타운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11  페이지 245



밤거리!! 보통 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저녁문화가

없어서 많은 가게들이 6시 정도면 문을 닫고 저녁

과 쉬는 날을 가족과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데, 퀸즈

타운은 밤거리가 한국과 비슷해 깜짝 놀랐다. 추측

컨대, 처음의 퀸즈타운은 남섬의 여느 마을과 다르

지 않았을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

면서 불야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퀸즈타운에서는 아이들이 더더욱 신나했는데, 그것

은 바로 곤돌라와 Luge 덕분이었다. 남섬의 칼바람

을 온몸으로 맞으며 스피디하게 즐겼던 루지는 비

단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신나는 시간

이었다. 아내는 다음날 근육통으로 좀 힘들어 하기

는 했지만... 우리나라 통영에도 루지가 있다하니 뉴

질랜드가 생각날 때 통영에 루지나 타러 가보아야

겠다. 

10월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피오르드 지형

인 millford sound로 이동하였다. 아침 겸 점심으로

전날에 미리 구입한 fergbuger를 먹었는데, 1시간이

걸려서 구입한, 식은지 오래된 버거였지만 남섬에

오면 왜 꼭 먹어보기를 강추하는 음식인지를 알 것

같았다. 그 맛을 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퀸즈타운

에 가시면 꼭 한번 맛보시기를... 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도중에 설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어여

쁜 거울같은 호수에 들렀다. 그래서 호수 이름도

Mirror lake이다.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투사물인

지 구별해 내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질 정도로 거대

하고도 예쁜 거울이었다. 

밀포드 사운드 역시 마운트쿡과 마찬가지로 기후가

좋지 않으면 절대 가 볼 수 없는,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이다. 실제로 주변에 아는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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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밀포드 사운드를 가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발했다가 기상악화로 결국은 보지 못해 너무 아

쉬웠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나 아

름다운 날씨속에서 2시간 정도 배를 타면서 피오르

드 해안의 장관을 맛보았다. 크루즈를 타고 가다보

니 바다사자들이 바위둔덕에 올라와 햇볕을 쬐며 무

리지어 있었다. 아...대자연속에서 사람은 얼마나 작

은 존재인지...자연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 인간이, 자

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실상은 그 어떠한 것도 지켜

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얼마나 교만하게 살

아가고 있는지... 중고등학교때 배웠던 물아일체(物

我一體)의 의미가 온몸으로 체화되는 순간이었다.

밀포드 사운드를 구경한 뒤 피오르드 국립 공원 인

근에서 가장 큰 마을인 Teanau에 있는 숙소로 이동

하였다.

지금까지 본 뉴질랜드 마을들이 모두 아름다웠지만

개인적으로는 Teanau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도시

가 어쩌면 이리도 어여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런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만

한 그런 곳이었다. 

10월 9일.

남섬에서의 마지막 날은 달달한 디저트로 마무리.

그림보다 더 그림같이 아름다운 테아나우를 두고

온 아쉬움은 퀸즈타운의 유명한 디저트카페에서 초

코주사기를 맞은 어마어마하게 단 도너츠를 먹으면

서 달래었다. 15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17시 30분에

오클랜드 공항으로 돌아왔다. 뉴질랜드에서의 마지

막 숙소는 오클랜드 국제공항 주차장 안에 있는 노

보텔 호텔이었다. 아침에 일찍 출국수속을 해야 하

므로 큰 기대감 없이 지리적 잇점만으로 선택한 숙

소였는데, 공항과의 거리가 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장점 이외에도 룸컨디션과 조식도 크게 나쁘지 않

아 가성비 좋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마지막 숙소가

되어 주었다. 

10월 10일.

조식  후 아침 9시 45분에 비행기를 타고 17시 45분

에 인천으로 돌아왔고 22시경에 부산으로 돌아옴으

로써 뉴질랜드 자유여행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집을 떠나 여행을 하면 집생각이 난다고 하던데 이

번 여행은 막내를 남겨두고 첫째와 둘째만 데리고

온 여행이었음에도 전혀 집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

로 자연에 감탄하면서 보낸 여행이었다. 그 동안 해

외여행은 여행사 상품을 통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

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그 틀을 깨는 계

기가 되었다. 또한 짧은 여행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

만, 일상으로부터의 진정한 탈출을 경험하려면 일

상의 스케줄을 잊을 수 있는 만큼의 여행 일정이 필

요함도 깨닫게 되었다.  

아나톨의 명언을 인용하며 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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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
를 바꿔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기에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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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고향 ‘산인(山陰)’
박경구 변호사

‘산인지방’을 찾아서

20수년전 규슈 남단에서 도보로 시작한 일본여행

이,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먼 곳은 기차 타고 가까운

곳은 걸어가면서, 5∼6년 전까지 겨우 홋까이도 남

단 하꼬다떼까지는 올라갔다.

여행이 중간에 그친 것은, 그동안 약 25년의 세월

에 나이도 초고령이 된데다가, 그 이북의 홋까이도

는 자동차 여행이라면 몰라도 외톨이 자유여행자

(도보여행자)에게는 제약이 많을 것 같아 일단 중단

을 했다.

그러고 나서, 지나온 길을 더듬어 보니 의외로 빠

뜨리고 올라온 곳이 많다. 그 중에서도 츄우고꾸(中

國)지방(혼슈 끝으머리 쪽 5개 현)은 일본 동해안인

세또나이까이(瀨戶內海)쪽 즉 산요(山陽)지방만 스

치고 보니, 서해안 쪽(우리 동해 쪽)인 산인(山陰)지

방(시마네, 톳또리현)은 발 디딘 적이 없어, 이번에

마음 먹고, 인구도 관광객도 적은 이 산인지방을 동

에서 서로 흝어볼까 한다.

한반도가 그 척추에 해당하는 태백산맥으로 동해

안 일부가 나누어져, 그 기후나 생태계가 많이 다르

듯이, 일본 열도의 중심에 있는 ‘혼슈(本卅)’ 남부 역

시 산맥들이 북쪽으로 치우쳐, 그 산맥 남쪽인 ‘산요’

지방과 북쪽인 ‘산인’지방은 많은 것이 서로 다르다.

하늘의 다리 아마노하시다떼

2017년 10월 29일(일) 흐리고 비

오전 10시 반, 간사이공항에 발을 딛자, 비가 내린

다. 자유여행자들은 흔히, 여행 첫날 비를 맞나면 재

수가 없다고들 한다.

오늘의 행선지는 쿄오또부(京都府) 북쪽 해안에

있는 아마노하시다떼(天橋立)다. 쿄오또(京都)를 거

쳐 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다 보면 아마도 3시간 이

상 걸려야할 것 같다. 

공항에서 쿄오또행 출발시간을 보니 아직 여유가

있다. 전에 오까야마(岡山)일원을 걸으면서 길동무

가 되었던 오사카 어느 학교 교사에게 안부전화를

한다. ‘아마노하시다떼’로 가는길이라고 했더니, 승

용차로 가면 2시간 남짓이면 되는데 열차로는 엄청

시간이 걸린다 면서, 자기도 이제 정년퇴직하고 놀

고 있으니, 자기 차로 싣어다 주겠다고 한다.

내가 웃으면서 “빨리 가서 무엇하게요. 시간 많겠

다, 천천히 가지요”했더니, 그도 알아듣고, “그럼 돌

아가는 길에 오사카에 들려 저녁이나 합시다”고 하

는 것을, “출국은 후쿠오까공항이요. 다음에는 꼭

오사카에 1박하면서 당신 신세를 좀 져야겠소”했더

니, 좀 섭섭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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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환승역인 후쿠찌산(福知山)역에 내리자

머지 않은 곳에 후꾸찌산성이 보인다. 근래에 중수

를 했는지 외관이 깨끗하고 단아하게 보인다. 

여기가 바로, 16세기 중엽 일본 통일의 기초를 닦은

폭군 오다노부나가(大田信長)로부터, 이 후꾸찌를

영지로 하사 받고 나서 필생의 사업으로 이 성을 신

축하고 이 도시를 건설했던 가신 아께찌미쓰히데

(明智光秀)의 근거지였다.

시인이고 무사였던 그가 상전 오다노부나가로부

터 수 차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끝내 이 성까

지 환수당하고 나서, 교오또 호오류지에 무방비 상

태로 머물고 있던 노부나가를 주살하고, 그 역시 불

과 한 달도 못되어 같은 노부나가의 가신 히데요시

(훗날의 토요또미 히데요시)에게 추살당하고 말았

던 이야기는, 일본 전국시대 역사 중에서도 가장 굴

곡이 심한 대목이고, 또 가장 허무를 느끼게 하는 부

분이다.

종착역을 향해 두 칸(량)짜리 전차로 갈아탔더니,

드디어 본격적인 산길로 접어든다. 가도 가도 무성

한 수림, 계곡마다 넘쳐 흐르는 시냇물, 역시 물 부

족을 모르는 풍요로운 나라답다. 종착역에 내리고

보니 날은 어두어지는데 보슬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이번 여행에 유일하게 예약을 하고 온 첫날

숙소는 역에서 15분 쯤 거리다.

어서 씻고 나서 맥주 한 잔 하고 자야겠다.

10월 30일(월) 흐림

비는 그쳤는데 아직 날이 흐리다.

일찌감치 역으로 나가 3백엔 짜리 코인락커에 배

낭을 집어넣고 열쇄를 뽑고 났더니, 호주머니에 셀

폰이 없다. 배낭 속에다 넣어두고 문을 잠갔나 싶어

다시 문을 열었다. 배낭 구석 구석을 뒤지고, 숙소

에서 입었던 허드레 옷 주머니까지 모조리 뒤졌으

나 어디에도 없다.

1km 남짓되는 숙소로 도리 없이 되돌아간다. 아침

에 첵아웃하고 나올 때 지배인과 주방장까지 나와

환송을 해주었는데, 부끄럽다. 잤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시트 밑에까지 다 들쳐봐도 없다. 다시 역으로

걸어가겠다고 나오는데 지배인이 승용차를 가져와

타라고 한다. 

역으로 돌아와 락커를 다시 열고 배낭을 뒤졌어도

폰은 온데 간데 없다. 황당하다. 이 치안 좋은 나라

에서, 누가 셀폰 나부랭이를 훔쳐간다는 것은 상상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내 퇴화해가는 정신력이 빚은

실수일 텐데, 아무튼 호텔 측에 미안하다. 이런 때

는 얼른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싶어, 속으로 ‘그

까짓 것 없다고 여행 못하겠나. 내가 언제부터 폰 가

지고 다니면서 여행했는데’하고 일어서서 역사를

나오는데,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다.

아마노하시다떼(あまのはしだて)는 같은 이름의

역에서 걸어 5분 정도의 거리에서 시작된다. 중국

학생들을 따라 역에서 가까운 산록으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내려다 보니, 바다가 육지 속으로 깊숙

이 들어와 작은 만(cove)을 이루고 있는데 공교롭게

도 그 만 입구를 길게 뻗은 송림이 S자 모양으로 가

로질러, 하나의 교량을 이루고 있다. 옛부터 이 천

연의 다리를 ‘하늘로 오르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아

마노하시다떼’(天の橋立)라고 부르고, 히로시마만

에 있는 이쓰쿠지마(嚴島)신사, 미야기현 센다이(仙

台)시에 있는 마쓰시마(松島)와 더부러 ‘일본 3경’으

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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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존된 자연이 그지 없이 아름답고 신기하다.

학생들이 거꾸로 보면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처럼 보인다면서, 뒤로 돌아서 가랑이를 벌리고 가

랑이 사이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따

라해 보았더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어지러워

서 하마트면 쓰러질뻔했다.

다리로 내려갔더니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해수

가 들고나는 좁은 수로가 있고, 그 수로 위에 짧은

회전식 다리가 놓여져, 수시로 그 방향을 바꾸어서

건너는 사람과 지나가는 배를 교대로 통과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내 본업인 오늘의 산책이 시작되

었다. 역에서 송림까지의 거리가 400m, 송림(天の

橋立)의 길이는 3.6km로 표기되어 있다. 왕복 8km,

요즘 내 체력에 알맞는 거리다. 송림은 대부분 아름

드리 나무가 많고 어떤 것은 500년 이상을 견뎌온

고목들도 있다. 다리 폭은 전망대에서 보았던 것보

다 넓어, 평균 70∼80m 쯤 되지 않나 싶다. 군데 군

데 이정표가 있어 보속(步速)을 가늠하기 좋은 곳이다.

한 참을 가는데, 50대 쯤 보이는 백인 부부가 나타

나, “어디서 왔느냐”고 했더니, “벨지움에서 왔다”

고 한다. “지구 절반을 돌아, 이 교통 불편한 바닷가

를 찾아왓느냐”고 했더니, “여기는 유럽에도 많이

알려져, 자기 친구들 중에도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한다.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속이 맞아 얘기를 좀 더했으면 좋겠는데(나도 내

년 봄 베·네·룩스 3국을 돌아볼까 생각중이다). 도리

없이 손을 들어 천천히 오라고 해놓고, 다리 끝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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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계를 보니, 송림(3.6km) 걷는 시간만 35분이 걸

렸다. 맞은 편 동네 입구에 있는 찻집으로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와, 다시 왔던 길로 들어선다. 역

에 돌아와 코인락커를 열면서 시계를 보니 차 마시

는 시간 포함해서 왕복 약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다.

10여년 전 어느 날, 법정에서 개정시간을 기다리

던 변호사들 끼리 무슨 얘기 끝에, 어느 변호사가 내

보행 속도를 물어, 빨리 걸으면 30분에 4km정도, 하

루에 20km까지는 걸을 수 있다고 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나도 말해놓고 보니 당시를 기

준으로 10여년 이전의 체력(그 이후로는 속도를 가

늠해 본 적이 없었다)을 얘기했나 싶어 속으로 겸연

쩍었던 생각이 난다.

톳또리 사구

역에서 톳또리행 기차편을 찾았더니, 직행은 없고

완행(전차)을 타고 토요오까로 가서 다시 톳또리행

급행을 갈아타도록 되어 있다. 그 간에 서야할 역은

열 개도 넘는다. 역시 후미진 시골이다. 열차가 산

길 아니면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 민가도 띄엄띄엄

나타난다. 울타리 안에는 집집마다 몇 그루씩 감나

무가 서있고, 잎이 진 나무마다 제철을 만난 듯, 감

색 특유의 주황색 열매를 자랑하고 있다.

젊어서, 오늘 같은 늦가을에 지리산을 올라 갔다

가, 폭설을 만나 산장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산

을 내려오면서 산청 어느 마을에를 들렸을 때, 마을

이 온통 감(키 큰 토종 감) 열매로 뒤덮혀 있어, 그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정경에 넋을 잃었던 기억이

난다.

토요오까에 닿았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났다. 늦은

점심이라도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굶겠다 싶어,

얼른 내려 차표도 안 보인 채 개찰구를 빠져나가(완

행열차는, 지금도 개찰구에서 차표를 회수한다) 역

가까운 콤비니(편의점)에서 850엔 짜리 에끼벤(역

에서 파는 도시락)을 샀더니, 마침 데워 주어, 캔맥

주 한 병과 같이 들고 역으로 오자, 벌써 환승할 톳

또리행 급행이 대기하고 있다.

일본은 여행자가 사 먹을 만한 즉석음식 값이 비

교적 싸다. 20여년 전 토오꾜역에서 내려 역 구내에

서 파는 ‘에끼벤’을 900엔에 샀더니, 내용이 꽤 괜찮

은 도시락이여서 맛있게 먹고 나서, 그 후 거의 10

년 쯤 지나 다시 같은 역에서 또 그 ‘에끼벤’을 샀더

니 역시 값은 900엔이였다.

이렇게 일본은 의식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필품

값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싼데, 어쩐 일인지 교통

비만은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숙박료까지 우

리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설마 여행자를 골탕먹이

자는 것은 아닐테고.).

언젠가 토오호꾸(東北)지방을 여행하고 내려오다

가 토오꾜에 들려, 전부터 아는 어느 교수를 만났더

니 “해마다 일본을 자유여행하는 박선생이 너무 부

럽다”고 하여 “선생(일본에서는 학제상의 구분인

‘교수’나 ‘교사’를 호칭으로 쓰지 않고 – 그것은 당연

하다. - 변호사나 의사와 더불어 교원들은 모두 “선

생”이라 부를 뿐 아니라 거기에 다시 “님”이라는 이

중 존칭은 붙이지 않는다.)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나도 오래 전부터 토오호꾸 순회여행을 계

획하고 있는데, 여비 마련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듣

고 의아해 했던 적이 있다.

역 구내 여행안내소에서 숙소예약을 하고 셔틀버

스로 들어갔더니, 작은 일본식 호텔이다. 2층 방을

배정받고 올라가는데 에레베타가 없다. 나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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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평지는 여전히 잘 걸어도 층계나 비탈길을 오

를 때는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통증을 느낀다. 아마

도 젊어서 한 때, 패거리로 등산 한다고, 무리했던

댓가가 아닌가 싶다. 

방을 바꾸어달랠가 하다가, 생각하니 해외여행에

서 1인 숙박객으로 괄세받은 적이 한 두 번도 아니

다. 성수기에는 아예 1인 숙박을 사양하는 업소도

많았다. 그냥 하룻밤 자는 것이다. 다행히 샤워실은

따로 없어도 공동 온천탕은 있다. 제법 넓은 정원에

나이 먹은 정원수들이 보이고, 좁지 않은 연못에는

비단잉어들이 떼지어 놀고 있다.

방에 들어와 배낭 속을 정리하는데 그 한 구석에

서 어제 잊어버렸다고 법석댔던 셀폰이 나온다. 어

제 무려 세 번을 뒤졌는데.  배낭의 구조가 좀 별나

기는 하지마는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는 겁이 실 난

다. 이 정도 정신력으로 무슨 자유여행인가. 서둘러

어제 묵었던 호텔에 사과전화를 하고 나서도 마음

이 개운치를 않다.

10월 31일(화) 맑음

이 지방에 들어오고 나서 이틀 만에 날이 좋다. 오

늘은 유독 흐려서는 안되는 날이다. 내가 이 변방의

‘산인’지방을 와서 굳이 이 도시에서 1박을 하게된

것은, 이 도시가 그 규모도 크고 톳또리현(鳥取県)

현청 소재지여서가 아니고, 기왕 이 지방을 지나는

김에, 광고도 많이 되어있는 톳또리‘샤큐’(바람이 만

든 모래 언덕)를 한 번 걸어볼까 하는 가벼운 동기

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본 최대의 사구를 제대로 보려면 날씨가 제

대로 맞아야 한다고 한다. 버스에서 내렸더니 저 아

래 바닷가에 넓은 모래 사장이 보이고 그 가운데 동

산 같이 솟은 높은 모래언덕이 보이는데, 광고에 난

사진 만큼 신기한 경치는 아니다. 리프트를 타고 현

장으로 내려가 모래 언덕을 넘어가 보아도 역시 마

찬가지다. 사진에 나오는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모

래 이랑은 전날이나 전 전날부터 바람이 알맞게 불

어 특별한 조형을 해주지 않고는 보기 힘든 작품일

것 같다.

바닷가로 내려가 보았더니, 곳곳에 쓰레기들이 밀

려와 있다. 옆에 있는 노부부에게, “이 좋은 곳에 무

슨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도 잘 모르는데, “한국 쪽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치

워도 끝이 없다고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생각하니 여기가 세계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된 바

다이고, 한국에서는 흔히들 한국 이름 ‘동해’도 병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바다다. 잘 모르기는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유럽)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때가 16세기 전후라고 볼때, ‘일본해(‘Japan

sea’)라는 명칭 역시 그 무렵 유럽인들에 의해서 붙

여졌을 것이다.

물론 반도국가인 우리 조선에도, 외국과는 무관하

게 편의 상 동쪽바다, 남쪽바다, 서쪽바다라는 호칭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에 명시할 만

큼 국제적으로 통용된 ‘동해(東海 - East sea)’라는

고유명사가 있었을까.

반 강제로 쇄국을 풀고, 강대국들과 통상조약을 맺

고 난 이후인 1896년(고종 33년), 조선왕조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보였던 러시아에 의존하기 위

해, 빈약한 재정에 무리한 경비를 들여, 러시아 황

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축하사절을 파견한 적

이 있다. 그때 특명 전권공사 민영환을 위시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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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신들이 몇 달을 걸려 태평양을 건너고, 미대륙

을 횡단한 다음, 다시 대서양을 건너고 프랑스를 경

유하여 상트페테르크 까지 갔다가, 올 때 역시 몇 달

을 걸려 시베리아를 거쳐 블라지보스토크로 돌아오

고 나서, 다시 원산 앞바다를 거쳐 부산을 돌아 인

천으로 들어가면서, 그 여행일기에 다가, 자기들이

배타고 내려가는 바다를 굳이 “일본해”라고  표기

했던 것(은평향토사료집⑨ 환구일기- 環璆日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무튼, 이제 와서, 세계지도상에, ‘일본해’ 표기와

더불어 ‘동해’를 병행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몇 년 전 일본 후꾸시마현 원자로 사고가 났을 때

도, 어느 일간지에서는 그 사고의 원인으로 ‘쓰나미’

라는 말이 일본말이라고 하여 굳이 이를 풀어서 ‘지

진해일’이라는 합성어로 표기했는데, 이미 오래 전

에 세계어가 된 ‘쓰나미’라는 어휘를, 우리가 외래어

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

도, 소득수준으로 보나 식자율로 보나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그동안

늘 부끄럽게 생각했던 국민의식(정치수준)도, 이제

는 떳떳이 자랑할 만하고. 

괜히, 별 관심도 없는 바다 이름에 정신이 팔려, 오

늘 하루 여행이 산만해질뻔했다. 

이럭저럭 비치를 두 시간 쯤 서성거렸더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다. 우선 점심을 떼워야겠다싶어

사구회관으로 돌아가는데 젊은 부부가 부부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눈치다. 얼른 카메라를 받아들고 셔

터를 눌렀더니, 내 사진도 찍어주겠다면서 셀폰을

달라고 한다. 웃으면서 사양한다.

나도 20수년 전 여행 초기에는 제법 값 나가는 소

형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저 신기한 것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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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조리 셔터를 눌러댔다. 거기다가 못 생긴 내 얼

굴까지 넣어가면서. 뒤에 현상해 놓고 보면 어디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도 모를 서투른 사진들이, 한

번 여행에 100장 단위로 쌓인다. 이런 쓰레기들을

양산하다 보면 제대로 여행에 심취하지도 못한다.

이제 카메라에서 해방된지 10년도 훨씬 넘었다. 여

간 감동적인 정경이 아니고서는 셀폰 셔터에도 손

이 가지 않는다.

역에 돌아왔더니 좀 피곤하다. 역시 모래 밭을 걷

는다는 것은 흙이나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과는 많

이 다르다. 계획을 바꾸어 여기서 하룻 밤 더 묵을까

싶다. 배낭을 찾아 어제 묵었던 호텔로 다시 들어갔

더니 호텔 주인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는다. 배낭을 벗어놓고 나니 일몰까지 시간이 꽤

남았다. 

로비로 내려가 어제 저녁 할머니와 얘기하다가 만

옛동요(古童謠) ‘토오랸세(とぉリやんせ)’에 대한 얘

기를 다시 이어갔다. 곱게 늙은 할머니는 고어(古語)

로 된 이 쓸쓸하고 애잔한 노래를 가사도 틀리지 않

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부른다. 80을 훨씬 넘

긴 할머니의 정신력에 감탄한다. 이 노래는 내가 오

래 전에 일본 후꾸오까현 ‘다자이후(太宰府)’에 있는

학문의 신 스가와라미찌사네(管原道眞)를 모시는

신사에서, 녹음으로 나온 이 동요를 가사도 제대로

모른 채 감명 깊게 들은 후로, 늘 잊지 않고 있었던

노래다. 며칠 후 이번 여행의 마지막이 될 후꾸오까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사를 들려 노

래도 들어보고,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유래나 가

사의 의미도 좀 더 자세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

‘다이센(大山)’ 의 노을

11월 1일(수) 맑음

오늘은 급행을 타고 일본해 연안을 달려 시마네현

(島根県)과의 접경지 요나고(米子)로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일본 명산(名山)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다

이센(大山)’에서 1박할까 한다.

말이 급행이지 오솔길을 헤쳐가는 철도는 느린데

다가 쉬는 역도 많다.

그제 ‘아마노하시다떼’에서부터 철로 연변의 동네

들은 큰 동네 작은 동네 할 것 없이, 동네마다 공동

묘지가 있고, 그것도 동네 바로 옆이나 앞에가 있다.

20여년전 ‘규슈’를 걸으면서 일부러 이 공동묘지 몇

곳을 둘러본 적이 있다. 거의 다 돌로 된 묘탑위에

‘○○가지묘(○○家之墓 - 어느 집안의 묘)’라고 새

긴 묘비를 세우고, 그 탑 속에다가 가까운 선조이래

가족들의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때 그

묘지들 중에는 생화가 꽂아져 있는 것도 더러 있고,

타다 만 초가 아직 서있는 데는 흔히 보였다. 누군

가가 수시로 돌아본 흔적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와는 주검이나 유골에 대한 관념

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주검을 무서운 것, 때

로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아, 주검(유골)을 보존하

는 장소도 되도록 주거나 마을에서 가까운 곳은 피

하고, 1년에 한 두번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먼

산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왔다.

이와 같은 관념의 차이는 결국 사람의 사생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고, 사생관의 차이는 수

백, 수 천년에 걸쳐 형성된 종교관(샤머니즘까지 포

함한 넓은 의미의 종교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어떤 유기체가 운 좋게 생을 얻었다 할

지라도, 어차피 자연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 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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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수명을 다하고 다시 자연으로 분해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행히,

생식이라는 자기 복제를 통해서 또 다른 마디(생명

체)를 낳고 길러, 자기를 연장시키고 간다는 것이 너

무나 경이롭고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개체의 삶은 이미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

삶이 일상이 듯이, 죽음 또한 일상이고(다만, 개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의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 부수되는 선대의

주검 역시 일상적인 것이어서, 자기를 있게 하고 제

구실을 하도록 길러준 데 대한 감사와, 두 마디 사

이의 영원한 별리가 주는 본능적인 비감이나 허무

감이면 몰라도, 거기에 무슨 공포나 혐오가 끼이겠

는가.

아무튼, 이나라 묘지를 보면 삶과 죽음이 서로 가

깝고, 따뜻하게 어울려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구경

꾼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다. 

요나고에 닿으니, 점심시간이 좀 지났다. 역 구내

에서 우동 한 그릇을 사먹고 ‘다이센’행 버스에 오른

다. 한 시간쯤 달렸는가, 국립공원 다이센입구에 내

리니, 산 중턱에 사찰과 숙박업소들로 이루어진 작

은 동네가 있고, 맨 앞에 ‘여행안내소’가 보인다. 숙

소예약을 부탁했더니 국적을 물어 한국이라고 하

자, 여직원이 반가워한다. ‘한국사람이요?’했더니,

자기는 일본사람이고 남편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예약을 마치자, 잠시 후 그 남편이 들어와 내 배낭

을 들고 가까운 숙소로 안내한다. 그는 성이 최씨로,

결혼한지는 오래되었어도 일본에 건너온지는 몇 년

안되어, 아직 일본어는 서툴러도 이 산동네에 살면

서 부부 같이 여행안내를 비롯한 여행관계 써비스

업을 하는 것 같다.

내게 직업을 물어 변호사 명함을 주었더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겠네요. 혹시 무슨 공부 잘하는

비법이라도 있습니까”하여, “난데없이 무슨 말이

요”했더니, “아들만 둘이여서 장남은 고등학교, 차

남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장남이 부지런히 외운다

고 외우는데도 학교성적이 신통찮아 지 엄마가 많

이 걱정을 합니다”고 한다.

내가 “우선, 외우는 버릇을 고쳐주세요. 억지로 외

우는 공부는 능률도 오르지 않고, 시험 끝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신문이나 잡지 보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것 있으면 주위에 물

어보기도 하고, 책이나 인터넷을 찾기도 해서 알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했더니, “읽고나서 금방 잊어

버리는데요”하여, “읽고 나서 일부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뒤에 한 번 더 읽으면 되지 않겠습

니까”했더니, “두 번을 읽고도 잊어버리면 어쩌겠습

니까”하여, “그러면 세 번을 읽어야지요”하자, “시

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하여, “억지로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고개만 끄덕여 가면서 그냥 읽

는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오”했더니, 좀 납득이

가는 모양이다.

체크인을 마치자 최씨는 다시 “선생님은 안 외우

고 어떻게 고등고시를 합격했습니까”하여, “책을 그

대로 외워서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률 책만

외우지 않고 다른 책도 읽어 가면서, 알면 그냥 지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는 억지로 외우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로스쿨이

라는 제도를 만든 것 알고 있지요”했더니, “한국에

살 때 로스쿨이 생겼다는 말은 들었어도, 외우는 것

막기 위해 생겼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한

다. 그럴 것이다.    

방을 배정받고 나오자, 최씨가 부근 길 안내를 하겠

다는 것을 사양하고, 바랑만 맨 채 안내소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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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한 장을 들고, 덮어놓고 정상 쪽으로 난 포장도

로를 따라 올라간다. 걸어가다 보니 나같이 걸어가

는 사람은 없고 간혹 승용차들만 올라가는 것으로 보

아 정상까지는 여기서도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다.

30분 쯤 걸었더니, 산 중턱에 평지가 나타나고 옆

에는 스키장도 보인다. 여기면 됐다. 해발 2,000미

터 가까운 정상을 꼭 올라가야 할 이유도 없다. 여

기가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인지 카메라 둘러맨 젊

은이들이 여기 저기 앉아서 기울어져 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석양을 기다리는 것이리라.

날씨도 온화하겠다, 배낭을 가져왔으면 여기 마른

풀 위에서 좀 누웠다 갔으면 좋겠는데…. 도리가 없

다. 비스듬이 경사진 곳을 찾아 들고 온 길안내도 위

에 바랑을 펼치고 거기에 어깨만 대고 누워본다. 전

에도 더러 했던 버릇이다. 풀이 알맞게 말라서 촉감

이 좋다. 멀리 동쪽으로 보이는 다른 봉우리에도 단

풍이 한창이다. 이 산은 후지산처럼 높은 산은 아닐

지라도(1711m)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

는 아름다운 산세에다가, 아름드리 너도 밤나무가

원시림을 이루고 있어, 한때 산 전체가 신앙의 대상

으로 보호되어 온 (현재도 국립공원) 명산이고, 그

산록에 위치한 다이센지(大山寺) 또한 1300년전 지

장보살을 모시는 초암으로 시작된 유서 깊은 명찰

이다.

찬 바람에 눈을 떳더니, 주위가 조용하다. 해는 막

서산에 걸처 있는데 카메라맨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없다. 잠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몸이 한결 가볍다.

그때 그때 조금 씩 샛잠을 자두는 것은 나 같이 늙은

나그네에게는 요긴한 것 같다. 마치, 전쟁하는 사람

들이 틈만 나면 먹어두고, 틈만 나면 자둔다 듯이. 

기왕 늦은 것 노을까지 보고 가자. 돌아갈 때는 내

리막 길이니 얼마 걸리겠나.

날이 좋다 보니 노을 빛도 아름답다. 오늘처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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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노을이 보여주는 시간은 아쉽게도 짧다.

기껏 한 순간에 노을은 사라지고 금새 황혼이 계곡

을 덮치는가 했더니, 바람까지 일어난다. 어서 내려

가야겠다. 어두컴컴한 산길을 내려오는데, 나무들

사이로 생각지도 않은 달이 나타난다. 음력 보름이

가까웠는지 초승달은 아니고 절반 넘어 차오른 달

이다. 반갑다. 

해외여행 중에 달을 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

다. 낮에 싫건 돌아다니고 나서 피곤한 몸에, 자지 않

고 달 구경을 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겠는가. 15, 6

수년 전 프로방스를 여행하면서 아를르(Arles)를 감

고 도는 로느강 위의 달빛에 이끌려서, 시간 가는줄

도 모르고 제방을 걸었던 적이 있고, 7년 전엔가 막

내와 같이 일본 아오모리현 어느 산상 호숫가 숲 속

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수풀 사이로 비치는 초승

달에 한시름 놓았던 적이 있고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물의 도시 마쓰에(松江)   

11월 2일(목요일) 맑음

행복스럽게도 맑은 날이 계속된다. 오늘은 다시 요

나고로 나가 열차로 갈아타고 거기서 가까운 마쓰

에(松江)현 현청 소재지요, ‘산인’지방 문화의 중심

지 마쓰에시에서 이틀 쯤 묵을까 싶다.

아침을 먹자마자 안내소로 나갔더니, 최씨가 자기

아들 공부방법을 알으켜 주어 고맙다고 ‘다이센’ 방

문기념 뺏지를 선물로 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변

변히 못하고, 바로 요나고행 버스에 오른다. 마쓰에

역에 내려 ‘산인’지방 별식으로 알려진 ‘이즈모(出

雲)소바’로 점심을 떼우고 안내소에서 숙소를 예약

한 것이, 모처럼 명문 호텔인데도, 요금이 지금까지

묵었던 호텔 중 가장 낮아서 1만‘엔’이 못된다.

옷을 갈아입고 지도를 펴, 일본 국보인 마쓰에성

을 찾는다. 버스편도 있으나 걸어가기로 한다. 다만,

지도상에 노선이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마

음에 걸린다. 우선 길 찾기 편한대로 엉뚱한 방향에

있는 ‘신지꼬(宍道湖)’호수로 나왔다.

이 호수는 그 넓이로나 유명도가 일본에서 손꼽히

는 호수로, 그 아래 나까우미(中海) 라는 바다 호수

와 좁은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까우미는 다시

그 아래 ‘미호’만과 수로로 직결되어 있어 바로 해수

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바다로 부르고, 이 나까우

미와 연결은 되어 있어도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여

기 ‘신지꼬’는 그대로 호수라고 부르는데, 다만 이렇

게 두 가지 물이 섞인 호수는 기수호(汽水湖)라고

하여 일반 호수와는 다른 많은 특색이 있는 모양이

다. 신지꼬 역시 맛 좋은 어패류가 다양하고 풍성한

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지락 등 패류가 유명하다고

한다.

호반을 한 참 걸었더니 신지꼬와 나까우미를 연결

하는 강 위에 마쓰에대교가 나온다. 그러고 보니 마

쓰에시는 바로 위 두 호수(나까우미도 그 형태는 호

수다) 사이에 끼여 있는 도시다. 마치 스위스 융프

라우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 인터라켄이 툰호

와 브리엔츠호 사이에 끼여 있어, 두 호수를 잇는 아

레강이 동네 가운데를 흘러가듯이.

다리를 건너 같은 방향으로 다시 한 참을 걸었더

니 마쓰에성 천수각(天守閣)이 보인다.

천수각을 향해 걷는데, 유럽식 운하와 비슷한 호

리까와(掘川)가 나타나고 이 호리까와를 순행하는

배의 승선장도 있다. 이 도시에는 이런 운하 겸 수

로가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흔히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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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읍(水の都)’ 또는 ‘물의 쿄오또(水の京都)’라고

부르는가. 다리도 좀 아픈데 배를 타고 돌아볼까 하

다가, 역에서 버스도 사양하고 걸어왔는데, 여기서

배를 타겠나 싶어, 그냥 천수각을 바라보면서 물길

따라 걷는다.

이 호리까와는 당시 가또기요마사(加藤淸正 - 임

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수)와 더부러 축성의 명수였

던 성주 호리오요시하루(堀尾吉晴)가 1611년 늪지

위에 이 성을 지으면서 전쟁에 대비하여 넓은 도랑

(일종의 해자)을 파고, 그 흙으로 다른 늪지를 메워

주택가를 만드는 식으로 5년에 걸쳐 이 성을 쌓았

으나, 그 후로는 내전도 없이 300년 가까이 평화가

유지되는 바람에 이 성이나 해자는 한 번도 전쟁에

쓰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호리까와는 넓기도 하지마는, 옛 시가

지 주요 부를 거의 안고 있을 정도로 길이가 길어

서, 이를 다 돌려다가는 내 체력이 바닥날 것 같아,

유람선 북쪽 승선장 부근에서 일단 멈추고, 문인 고

이즈미야꾸모(小泉八雲)의 기념관을 들렸다.

고이즈미는 1890년(명치 28년) 미국 신문기자로 일

본에 들어와 마쓰에 중학교 영어교사를 하다가 일본

처녀와 결혼하고 고이즈미야꾸모라는 일본 이름으

로 귀화하여, 많은 저술로 일본을 세계에 소개한 문

인이다. 그의 기념관에는 그의 자필원고나 그가 생

전에 썼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그

가 세츠 부인과 살았던 조촐한 집도 보존되어 있다.

다시 물가로 나왔더니 280년 전에 지어진 무사의

저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현관이나 무사의 거

실은 무가답게 엄숙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가족들이

쓰는 내실은 아무 장식도 없이 간소하다. 공사를 엄

히 구별하여, 질소, 강건했던 무가의 생활을 조금이

나마 엿볼 수 있게 된다.

호리까와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성을 감싸고 있는

해자 쪽으로 들어오자 드디어 마쓰에성 입구가 된

다. 5층 천수각을 오르는 것은 내 오늘 체력으로는

무리다 싶어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호리까와 안

에 다시 방어용 해자가 있다)를 따라 성 주변 거수

들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데, 해가 얼마 안 남았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와서 ‘천수(‘천수각’을 ‘천수’라

고도 부른다)’를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다. 더구나 이 성은 일본에 남아 있는 많

은 고성 중에서 ‘천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몇

안되는 성 중의 하나다.

입장권을 사서 층계를 올라간다. 요즘 계단하고는

달리 경사가 심하다. 괜히 올라왔다고 후회를 하면

서도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꼭대기는 그 전망

이 군 작전상 파노라마로 되어 있다. 역시 가까운 신

지꼬가 보인다. 호수 넘어 저 멀리는 역사 깊은 이

즈모평야일 것이다. 내일은 저 평야를 젊어서 처럼

유유히 걸어야겠다.

정신 없이 전망에 빠져 있는데, 어디서 한국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5,60대 여자들이 10여

명 올라 왔다. “이 외진 곳을 어떻게 왔느냐”고 했더

니, “요즘 서울에는 저가항공사가 생겨, 기존 노선

에 없던 이런 후미진 곳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요냐고공항으로 들어온 것 같다). 관광객들

에게는 참으로 잘된 일이다.

천수를 내려와 호수 쪽으로 걸어가는데 벌써 해가

기울었다. 신지꼬의 석양을 보고 싶은데 늦었나 싶

어 걸음을 재촉한다. 왔던 길로 해서 대교를 건너고

호반을 따라 시라가따공원을 지나 시마네현립미술

관 앞에 왔을 때는 해가 서산에 걸쳐 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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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에 나오는 요메가지마(嫁ヶ島 - 며느리 섬) 앞

으로 걸어갔더니, 거기에는 벌써 신지꼬의 석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나와 있다. 내가 그 전망 스포

트에 섰을 때는 석양은 이미 사라지고, 건너편 요메

가섬이 황혼의 실루엣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섬은 어느 며느리가 시집살이에 견디지 못하고

호수에 빠져 자살하자, 이를 불쌍히 여긴 호수의 신

이 그를 수면에 떠올린 것이 이 섬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는 신화도 많고, 전설도 많은 곳이다.

황혼도 사라지고 어두어지는가 했더니, 동쪽 하늘

에서 달이 떠오른다. 다이센에서 본지 사흘만에 거

의 온 달을 보여준다. 컴컴한 데서 혼자 앉아 있자

니, 모처럼 쓸쓸한 기분이더니, 한 순간에 기분도 바

뀐다.

조금만 더 앉아 있을까. 그런데 피곤하다. 오래 앉

았다가는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일어서서 역전에

있는 숙소를 향해 걷는다. 거리가 생각보다 멀다. 늦

은 저녁을 먹고나면, 목욕부터 해야겠다. 일본 와서

처음으로 좀 비싼 메뉴를 주문하고 나서, 맥주부터

한 잔 한다.

11월 3일 (금요일) 맑음

자고 일어나도 몸이 영 개운치를 않다. 어제 걸었

던 길은 곡각진 길이 많아 거리는 가늠할 수가 없

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 걸은 시간만 해서 5시간 가

까이 걸었다. 아무래도 무리한 것 같다.

오늘 이즈모평야를 걷겠다는 계획은 내 이번 계획

중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접어야

겠다. 욕심은 금물이다.

우선 항공회사에 전화해서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

기는 것으로 알아본다. 항공사 측 대답은 하루 당기

는 것은 좌석이 없고, 이틀을 당겨 내일 밤에 귀국

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리 없이 이틀을 당

기는 것으로 결정한다. 당초 8박 9일의 일정이, 6박

7일로 단축된 셈이다.

오늘은 여기서 가까운 이즈모시로 가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일찍 후꾸오까공항으로 내려가야겠다.

신이 만든 도시 이즈모(出雲)

이즈모역에서 숙소를 잡았더니, 어제 호텔에 비하

면 많이 모자라는 데도 요금이 더 비싸다. 그렇다고

이 체력에 여기 저기 돌아다닐 수는 없다.

그래도 배낭을 벗자마자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

- ‘다이샤’는 규모가 큰 ‘진쟈’를 뜻하는 듯)행 버스

를 탄다. 이즈모는 비록 변방의 소도시일지라도, 일

본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신의 도시

이다. 다이샤역에서 내려 얼마 안 가서 입구가 나오

고, 입구로 들어섰더니 광활한 경내 한 가운데로 넓

은 길이 나 있고, 길은 그 양편의 노송들로 터널을

이루고 있다. 길이 끝나고 구리로 만든 도리이(鳥居

-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문)로 들어가자, 완전히 노

송나무(檜 - 히노끼)로만 지었다는 본당(拜殿)이 나

타난다.

일본의 국보인 본당은 높이가 24m가 되는 거대한

신전으로 주위에는 많은 부속 건물을 거느리고 있

다. 이 건물은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에도(도꾸가와

막부)시대에 영주 마스다이라나오마사가 건립한 것

이고, 원래 있었던 신전은 높이가 96m였다고 안내

서에 적혀 있는데,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 신전(신사)의 유래에 대해서는 일본 현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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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古)의 역사서 <고지끼(古事記)>에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다.

고지끼(고사기)는 그 저술이 서기 7세기 말엽에 시

작되어 8세기 초엽(712년)에 완성된 역사서로, 3권

중 상권은 신대(神代)편, 중,하권은 인대(人代)편으

로 나뉘어 있다.

이 책은 주로 황실의 입장에서 쓰여진 국가성립

의 이야기로, 신대로부터 스이꼬천황(推古天皇)에

이르는 제기(帝記)와 신대 이전의 건국신화와 건국

이후 천황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신화의 주무

대 중 하나가 여기 이즈모로 되어 있다(원래 순 한문

으로 쓰여진 것을, 지금은 현대 일본어로 번역해 놓

았다).

현재 이세진구(伊勢神宮)에 모셔져 있는 일본 최

고의 신 아마테라스 오오미까미(天照大神)의 동생

스사노오노 미꼬또(須佐之男命)는 너무 난폭하여,

천상(高天原)에서 추방되었다. 추방된 스사노오노

미꼬또는 여기 이즈모로 내려와 결혼을 하고, 여기

에<갈대밭 가운데 나라 (葦原の中つ國)>라는 나라

를 세운다. 그 후 후손들이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

리는데 그 자손들이 오오쿠니누시노 미꼬또(大國主

命)다.

오오쿠니누시노미꼬또는 덕이 있어 나라를 잘 다

스려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천상

의 아마테라스 오오미까미로부터 나라를 양도하라

는 교섭의 사자가 왔다(그 때 아마테라스 오오미까

미는 야마또(大和)조정이 받드는 신이였다). 오오쿠

니누시노미꼬또는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 나라는

양도하되, 이 나라를 양도받은 아마테라스오오미까

미의 아들이 사는 집과 같은 대규모의 집(어전)을 지

어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이 신화는 오늘 날, 이

때 정통인 야마또 정권이 이즈모지방의 소왕국을

평정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 때 지어받은 집이 원 ‘이즈모다이샤’이

고 <고지끼>에는 그 규모가 엄청 컸다고 되어 있어

도, 현대 사학자들은 제대로 믿지를 않다가 최근

(2000년 4월)에 와서 그 경내에서 직경 3m가 넘는

엄청나게 큰 기둥 9개와 역시 엄청나게 큰 못(釘 -

폭 3cm, 길이 40cm)들이 발굴됨으로써 고대인들의

건축술에 놀라고 있다고 한다.

휴일도 아닌데 참배객이 줄을 섰다. 손뼉 치고 합

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경건하다. 참배하는 방법이

다른 신사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누가 시켜서는 도

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

기들 전래의 신은 신대로 경배하고, 그 후에 들어온

불교는 불교대로 극진히 받아들여서 세계에서도 가

장 모범적인 불교국가로 알려져 있다.

언젠가 일본에서 우연한 길동무가 되었던 한 처녀

가 결혼을 하고나서, 남편과 같이 부산을 온 적이 있

다. 경주를 보고 싶다고 하여 내가 석굴암을 안내했

더니 부부가 어찌나 열심히 부처님께 경배를 하는

지 감탄했던 적이 있다.

이즈모다이샤가 모시는 신은, 역시 선정을 폈던 오

오쿠니누시노 미고또(大國主命)여서, 복을 주는 신,

소원을 들어주는 신, 특히 인연을 맺어주는 신(緣結

の神)으로 추앙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전 한 쪽에

는 소원을 비는 쪽지(이노리)가 무수히 걸려있다. 도

데체 모두들 무슨 소원을 비는지 호기심이 생겨, 유

심히 보았더니, 역시 좋은 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시

켜 달라는 소원, 누구와의 인연을 성사시켜 달라는

소원이 많고, 그 중에는 평창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게 해달라는 소원도 보인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빌고, 순종하고, 그래서 서

로 아끼고 단합하는 심성의 밑바닥에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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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끼>에 나오는 일본 열도를 창조하고, 다스렸

다는 신들과 그 신들의 후손인 천황(가)을 <고지끼

>에 쓰인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해 뜨는 나

라’의 자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보호해 주는 믿

음직스러운 기둥으로 보고, 거기에 간절히 의지하

려는 듯한 종교적인 분위기가 역역하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에서 흔히 보이는 광신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가 아닌, 조용하고 차분한 이성적 사유(思

惟)를 잃지 않으면서.

혹시 앞서 내가 흥미를 가졌던 옛 동요 토오란세

(とおりゃんせ)도 이런 분위기에서 빚어진 노래가

아닐까.

욕심 같아서는, 이즈모평야는 못 걸어도, 이 신전

을 나가서, 신전앞 거리를 계속 걸어 그리 멀지 않

은 바닷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몸 상태로는

그도 무리일 것 같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지도를 잘 못 보고 하루에 60리까지 걷고도 다음 날

털고 일어나 다시 걸었었는데….

노상 아쉬운 여행

11월 4일 (토요일) 흐림

만약을 몰라 아침은 빨리 먹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신야마구찌(新山口)로 가서,

‘산요신칸센’으로 갈아타고 하까다(博多)로 내려가,

역에 배낭을 맡기고 전차로 다시 다자이후(太宰府)

로 내려가서 거기 스가와라(菅原)공을 모시는 텐만

구에서 몇 시간 쉬였다가, 다시 후꾸오까공항으로

올라가 귀국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다자이후에 들리겠다는 작은 희망도 성취

될 것 같지가 않다. 아쉽기는 하나 이번 여행은 이

대로 그치고, 이 여행기도 여기서 마치는 것이다.

그래도 즐거웠다.

아마노하시다떼여, 다이센의 반달이여, 신지꼬의

노을이여, 끝내 못 걸어본 이즈모평원이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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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술기행

글● 김백영 변호사 

Ⅰ. 머릿말

2007년 나오시마 일본미술여행을 하면서 미

술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행을 하는데 있어 그 지방에 독특한 풍물,

먹거리, 스토리를 갖추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여건이다. 특히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박물관

이나 미술관이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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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미술관

일본 미술관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위하여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0년 전에 화가 사석원과 사진

작가 배병우와 함께한 나오시마 기행과 울산의 안현 변호사 부부와 함께 2017. 9. 29.부터 2017. 10. 5.까지

다녀온 일본의 몇몇 미술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나오시마(直島)
나오시마는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 앞 세도나이카이 동부에

있는 섬이다. 산업화로 들어선 구리제련소가 내뱉는 폐기물로 황폐

화된 조그만 섬 나오시마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본 베네세홀딩스

기업의 회장 후쿠다케 소이치로(福武總一朗, 1945∼)가 구상하여 엄

청난 투자를 하여 예술섬으로 변모시켜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후쿠

다케 소이치로 회장은 “진정한 부자는 예술의 충실한 하인이다”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1) 그 성공에는 건축이

큰 몫을 하였고 그 속에 깃든 미술품과 더불어 이 건축물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필자가 찾아간 코스는 오사카로 입국하여

오카야마(岡山)로 가서 우노역까지 이동해서 우노항에서 30분정도

배를 타고 나오시마로 들어갔다. 나오시마에는 아래 3곳의 미술관이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 忠雄, 1941∼)의 설계로 이루어진 건축이다.2) 안도 다다오의 또

다른 유명한 건축으로 효고현 아와지섬에 있는 물의절(本福寺 水御堂)과 오사카 이바라키에 있는 빛의교

회(茨木春日丘教会)가 유명하다. 참고서로 후쿠다케 소이치로와 안도 다다오가 공저한 “예술의 섬 나오시

마” 마로니에북스가 있다. 나오시마의 관문인 미야노우라항에는 쿠사마야요이의 <빨간호박>, 츠츠지소에

는 <노란호박> 조각을 볼 수 있다.

1992년 개관한 ① 베네스하우스현대미술관에는 브루스 나오만(Bruce Nauman, 1941∼), 리처드 롱(Richard

Long, 1945∼)의 작품이 소장되어있고, 2004년 개관한 ② 지중(地中)미술관에는 모네의 <수련>, 제임스 터

렐(James Turrell, 1943∼)의 <Open Field>, <Open Sky>, <Afrum, Pale Blue>, 월터 데 마리아(Walter de Maria,

1935∼)의 <Time, Timeless, No Time> 작품이 소장되어있고, 2010년 개관한 ③ 이우환미술관에는 야외에

이우환(李禹煥, Lee u-fan, 1936∼)의 대표적인 <관계항-신호>, <관계항-돌의그림자> 설치작품이 있고, 실

내에는 <선>, <바람>, <조응> 시리즈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우환은 일본 카마쿠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으

로서 백남준에 이어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네스하우스미술관에는 호텔이 있어서 1박하니

1) 베네세홀딩스는 출판기업으로 회장은 포브스에 의하면 세계 500대 부자에 들어간다.
2) 안도 다다오는 공고졸업만으로 독학으로 세계적인 건축가로 인정받아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안도 다다오가 한국에서 설계

한 건축물로는 제주휘닉스아일랜드내 “본태박물관”, 원주한솔오크밸리내 “뮤지엄산”을 들 수 있다.

나오시마항에 있는 쿠사마야요이(영어
식발음은 야요이쿠사마) 작가의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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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근사했다. 부산시립미술관에 이우환관이 있으며 2016년 그의 고향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생가터에

설치작품<관계항>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인의 자랑이다.

* 휴관 및 입장료 : 베네스하우스미술관(연중무휴, 1000엔), 지중미술관(매주 월요일, 2000엔), 이우환미

술관(매주 월요일, 1000엔)

2. 오하라(大原)미술관
오하라미술관은 오까야마(岡山) 구라시키(倉敷)시 미관

지구에 있다(www.ohara.or.jp).

오하라미술관은 사업가 오하라 마고사부로(大原孫三

郞)가 화가 고지마 토라지로(兒島虎次郞, 1881∼1929)

를 기념하여 설립한 일본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노유

니아, 일본으로 떠나는 서양미술기행, 40쪽).

미술관이 속한 주변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일본 전통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있고, 옆에는 조그만 냇강이 흐

르고 아직도 관광 쪽배가 운행되고 있다.

소장품으로 엘그레코의 <수태고지>, 고갱의 <향기로운

대지>, 모네의 <수련>, <건초더미>, 마티스의 <마티스양의 초상>, 르누아르의 <샘옆에 앉아있는 여인>, 세잔

의 <목욕하는 여인들>, 폴 시냐크(Paul Siqnac)의 <오베르쉬의 운하>, 모딜리아니의 <잔 에뷔테른 초상>, 피

사로의 <사과따기>가 있고 그밖에 피카소, 앤디워홀, 마크 로스코, 제스퍼 존스, 이브클레인 등 현대작가작

품과 이사무노구치, 헨리무어, 로댕의 <칼레의 시민> 조각도 있다.

러시아의 화가 칸딘스키(1866-1944)는 법학도로 공부하면서 1985년 한 전시장에 걸린 모네의 <건초더미>

를 보고 무슨 그림인지 몰라서 제목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바로 그 <건초더미> 이를 계기로 법학을

버리고 그림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300엔 

3. 교토미술관
(1) 교토국립근대미술관, 시립미술관

헤이안진구(平安神宮) 앞에 교토국립근대미술관과 교토시립미술

관이 있다. 교토국립근대미술관은 마티스, 몬드리안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430엔 

(2) 고려미술관

교토시 기타구에 위치하고 있다. 교토역 B1정류소에서 9번 버스

를 타고 가모가와중학교(加茂川中學校) 앞에 하차하면 맞은편에

오하라미술관의 미관지구

교토근대미술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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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미술관이 나온다(www.koryomuseum.or.jp).

재일교포 정조문(1918∼1989)이 세웠다.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으

로 조선백자에 심취하게 된 계기로 스스로 독학하면서 일본에 흩

어져 있던 우리나라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해서 미술관을 설립

하였다(이경재, 일본속의 한국문화재, 110쪽). 정조문은 남북분단

의 아픔을 견디면서 통일 전에는 고국땅을 밟지 않겠다고 공언한

후 평생 고국을 방문하지 않고 저세상으로 돌아갔다.3) 고려청자,

조선백자, 회화, 공예품 등 1700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 필자

가 방문한 2017. 9. 29.에 “복을 가져다주는 조선왕조의 새”(2017.7.

27. ∼ 2017. 12. 5.) 주제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죽

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한다는 말이 가

슴에 다가왔다. 정조문 선생의 영전에 삼가 경의를 표하였다.

* 휴관 : 매주 수요일     * 입장료 : 500엔

(3) 사찰 내 미술품

교토 내에 있는 사찰에는 정원이 일품이나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불교미술품을 특별전시해오고 있다. 사찰

에 들를 때 별도 입장권을 구매해서 불교미술품이나 일본미술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4)

4. 미호(MIHO)미술관
미호미술관은 1997년에 시가현 비와호의 동남쪽에 있는 알프스의 산

속에 건축이 되었다. 미술관은 루브르박물관의 유리피라미드와 미국

시러큐스의 에버슨미술관을 설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

인 건축가 leoh Ming Pei(이오밍 페이, 1917∼2017)가 설계하였다. 이 미

술관은 일본 신지수메카이(神慈秀明會)의 회주 야마 미호코(山美秀

子)의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건물의 컨셉은 도원향

(桃源鄕)이다. 중국의 무릉도원에서 나왔다.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하여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온다. 

교토역에서 JR Biwako Line 이시야마(石山)표를 끊어서 2번 홈에서 타

고 14분 정도 걸려 이시야마 역에서 나오면 버스정류장 3번 정거장에

서 미호미술관행 150번 버스를 타고 50분 정도 걸려서 종점에 내리면

된다. 주차장을 지나서 안내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을 하는데

터널을 통과하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면 미술관에 들어간다.

3) 정조문과 고려미술관에 관한 안내로 EBS 고려미술관 다큐 참조
4)  교토사찰은 매년 사찰 보물을 별도의 관람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특별전 전시포스터

터널을 통과한 후 미술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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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1차 관문이고, 다리를 건너는 것이 2차관문이다. 모두 차안에서 피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소장품으로 이집트, 이란, 중국의 유물이 대부분이다. 그 수준이 매우 높다. 도자기 전시

관에는 고려청자 3점이 특별유리관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조상의 자부심을 느낄만하다.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100엔

5. 하코네
(1) 하코네 조각의숲 미술관

교토역에서 신간센 오다와라(小田原)역 기차를 11,560엔

을 주고 탔다. 오다와라역에서 하코네(箱根) 유모토(湯

本) 역행 기차를 800엔을 주고 갈아타고 하코네에 도착

하였다. 하코네 유모토역에서 조코쿠노모리(彫刻の森)

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옆에 하코네 조각의 숲 미술관이

있는데 넓은 숲속 야외에 120점 정도가 상설 전시되고

있다(www.hakone-oam.or.jp). 앙투안 부르델의 <활을

쏘는 헤라클래스>, 니키트 생팔의 <미스블랙파워>, 헨리

무어의 <와상>, <가족>, 로댕의 <발자크> 등 수많은 조각

품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피카소관이 별도로 있는데 피

카소의 유화, 도자, 판화 등 다양한 작품이 있다.

* 휴관 : 없음     * 입장료 : 1600엔

(2) 하코네미술관

하코네 등산열차를 타고 고엔우에(公園上)역에 내리면

하코네미술관이 나온다. 하코네미술관은 정원이 잘 정

비되어있어 산책로를 따라서 감상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다. 소장품은 주로 토기와 도자기이다.

* 휴관 : 매주 목요일     * 입장료 : 900엔

(3) 폴라미술관(POLA)

하코네 등산열차의 조각의숲미술관역의 다음역은 고라(強羅)역이다.

고라역을 나와서 버스정류장 2번에서 폴라(ポーラ  )미술관행 버스를 타고폴

라미술관 앞에 하차하면 된다. 폴라미술관은 화장품 회사인 폴라오르비스 그

룹의 소유주 스즈키츠네시(鈴木常司)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9500여점의 미

술 품 을  전 시 하 기  위 하 여  2002 년 에  설 립 된  미 술 관 이 다

(www.polamuseum.or.jp). 대표적인 소장품으로 모네의 <수련>, <수련이 있는

연못>, <일몰>, <건초더미>, <루앙대성당>, 르누아르의 <모자쓴 소녀>, <목욕하

는 소녀>, 세잔의 <4명의 목욕하는 여인>, <차주전자와 배 정물>, 빈센트 반 고

헨리무어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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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의 <엉겅퀴화병>, 피카소의 <해변의 모자상>, <모자상>, <꽃을 든

광대>, <꽃파는 소녀>, 고갱의 <흰테이블보>, <이브>, 마티스의 <스

카프를 두른 여인>, <루트>, 앙리 루소의 <에펠탑>, <에덴동산의 이

브>, 모릴리아니의 <뉴니아 초상화>, 샤갈의 <마을의 빵집>, <겨울

밤>, <오페라 사람들>, 칸딘스키의 <도움없이>, 살바도르달리의 <

보이지 않는 사람, 말, 사자>, 르네 마그리트의 <생명선> 등 수많은

명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모네의 <수련>은 모네가 말년에 필자

가 올여름 휴가때 방문한 프랑스 지베르니에 일본식 정원을 만들

고 그 연못에 심은 수련을 그린 것으로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이다. 마침 방문한 2017. 10. 1.부터 2018. 3. 11.까지 100점의 명

화를 통한 100년의 예술여행전을 개최하고 있었다.

* 휴관 : 연중무휴이나 작품교체기간에는 휴관  * 입장료 : 1800엔

6. 도쿄
(1) 모리미술관과 트라이앵글미술관

2017. 10. 3. 하코네 유모토에서 도쿄 신주쿠(新宿)역으로 가는 로

망스카 열차를 탔다. 신주쿠역에 도착해서 롯본기(六本木)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롯본기힐 중심 모리타워로 갔다. 모리(森)미술관은

모리타워(52-53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신 미술흐름을 볼 수 있

는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내부관람은 생략하고 모리타워 앞에 있

는 루이즈 부르즈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거미조각 마

망(maman)만 보고왔다. 삼성리움에도 마망을 소장하고 있다. 사

전정보를 몰라서 롯본기의 트라이앵글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산토

리미술관, 도쿄국립신미술관을 둘러보지 못했다. 

* 휴관 : 연중무휴     * 입장료 : 1800엔

(2) 도쿄국립박물관

우에노 공원 안에 있다. 일본의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마침 불교 목조 조각품 특별전시전 “운경(運

慶)”을 2017. 9. 26.부터 2017. 11. 26.까지 하고 있었다

(3) 도쿄국립서양미술관

우에노 공원 안에 있다(www.nmwa.go.jp). 미술관 건물은 인간을

위한 건축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가 설계하였다. 2016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포스터

마망

운경포스터

칼레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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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전면에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아담>, <이브>, 브루델의 <활을 쏘는 헤라클래스>가 있다.

부르델의 동일작품은 하코네 조각의 숲 미술관에도 있다.

서양미술관의 컬렉션 모태는 가와사키조선소 사장이던 마츠카타 코지

로(松方辛次郎)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미술품 370점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귀스타브 쿠르베의 <잠자는 나부>, 모네의 <수련>, <햇빛속

의 포플러나무>, <보트위에서>, 마네의 <브룅씨의 초상>, 세잔의 <자드

부팡의 앙상한 나무>, 오노레 도미에의 <막달라마리아>, 르누아르의 <

알제리의상을 입은 여인들>, 밀레의 <봄>, 폴 세르지에의 <4명의 퐁타

뉴처녀들>, 고갱의 <2명의 브레타뉴 소녀들>, 고흐의 <장미>, 폴 시크낙

의 <성트로페즈항구>를 들 수 있다. 현대관에 피카소, 후안미로, 잭슨폴

록 등 거장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017. 10. 21.부터 2018.

1. 28. 까지 호쿠사이(北齊)와 자포니즘이란 주제의 특별전이 열린다.

* 휴관 : 월요일     * 입장료 : 500엔

(4) 우에노노모리미술관

우에노노모리(上野の森)미술관 역시 우에노공원에 있다. 2017. 10. 7.부

터 2017. 12. 17.까지 공포스러운 그림 특별전이 열린다. 일정이 맞지 않

아서 관람을 못하였다. 포스터에는 폴 들라로슈(Paul Delaroche, 1797-

1856)의 <제인 그레이부인의 사형집행>이 소개되어 있다. 2016년 영국

여행중 내셔날갤러리에서 본 작품이었다.

(5) 도쿄도미술관

1926년 우에노(上野)공원 내에 개관한 도립미술관이다. 주로 기획전 중

심의 미술관이다. 마침 2017. 7. 20.부터 2017. 10. 9.까지 보스톤미술관

의 명품전을 하고 있었다. 고흐의 <우편배달부 조셉룰랭>, <룰랭의 부

인>, 모네의 <수련>, <루앙성당>, 세잔의 <사과정물>, 앤디워홀의 <재클

린초상>, 특히 중국 남송시대의 진용(陣容)이 그린 <九龍図卷>은 정말

귀한 작품이었다. 2017. 10. 24.부터 2018. 1. 8.까지 “빈센트 반 고흐와

일본”이란 주제로 특별전이 열린다.5)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600엔

자포니즘 포스터

5) 일본의 우키요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관계로 일본인들은 인상파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인상파 화가와 작품소재지를 순례까
지 하기도 한다.

6) 일본인들은 마크 샤갈 작품도 너무 좋아한다. 많은 미술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우키요에의 영향으로 잠재의식에서 오지 않
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형집행포스터

보스톤보물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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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쿄스테이션 갤러리

도쿄역 북쪽출입구에 도쿄스테이션 갤러리가 있다. 눈여겨 보지 않으

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마침 마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전

을 2017. 9. 16.부터 2017. 12. 3.까지 하고 있었다. 그 이후는 2017. 12.

14. - 2018. 2. 18. 나고야시립미술관에서 2018. 3. 10. - 2018. 5. 6. 아

오모리현립미술관으로 순회전시한다.6) 마크 샤갈의 회화, 도예, 조각

170점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작가로 일본의 많은 미

술관에서 샤갈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샤갈이 회화 이외 다방면에서 정

력적으로 작업한 결과물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하였고 감동적이었다. 특

히 필자가 2016년 크리스마스에 방문한 아오모리현립미술관에는 한

쪽 벽면을 모두 채우는 샤갈의 대형작품 3점이 상설전시되어있다.7)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300엔

(7) 미쓰비씨 1호관미술관

붉은벽돌로 도쿄역 남쪽출입구 맞은편 미쓰비씨빌딩옆에 고풍스럽

게 지은 르네상스 건물이 바로 이 미술관이다. 마침 방문한 날에 전

시준비로 휴관중이었다.8) 특이한 소장품은 툴루즈 로트레크의 판화

컬렉션이다.

(8) 도쿄 이데미츠(出光)미술관

이데미츠 미술관은 이데미츠기업 창업자 이데미츠 사조가 수집한 컬

렉션을 전시하기 위하여 도쿄와 기타큐슈 모지코에 있다. 기타큐슈

모지코 미술관에는 도자기 소장으로 유명하다. 도쿄역 남쪽출입구에

서 길건너편 10분거리에 있는데 제국극장 옆 이데미츠빌딩 9층에 있

다. 이 미술관은 일본전통미술품 그중에서도 병풍, 도자기를 중점적

으로 소장하고 있다. 서양화로는 상설작품실에 루오와 뭉크를 번갈

아 가면서 전시하고 있다. 마침 에도 임파(琳派)예술전시회9)를 2017.

9. 16.부터 2017. 11. 5.까지 하고 있었다. 오가타 코린의 <하초도병풍>, <연자화도병풍>, 사카이 호이쓰(酒井
抱一)의 <하추초도병풍>을 볼 수 있었다. 루오전문미술관으로는 파나소닉이 설립한 시오도메뮤지엄 루오

갤러리가 있는데 루오작품 230점을 소장하고 있다.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000엔

7) 2016년도 크리스마스때 방문하였는데 고려의 불화도 대작인데 크기가 이를 능가하고 있었다.
8) 미술관 건물은 금싸라기땅인 마루노우치에 15층의 건물을 헐고 옛날의 3층 붉은벽돌건물을 그대로 복원한 것인데 이것 자체가

예술품이다.
9) 린파는 화가 오가타코린((尾形光琳, 1658-1716)에서 유래한다. 코린의 화풍을 따르는 일련의 작품경향을 말한다. 병풍이나 후마

스의 화려한 장식성을 중요시한다.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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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타기념미술관

오타(太田)기념미술관은 메이지진구역

앞 또는 JR하라주쿠(原宿)역에서 30미터

정도 내려가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온

다. 이 미술관은 우연히 전시포스터를 보

고 알게 되어 찾아갔는데 사전정보가 없

어서 찾는데 애를 먹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이므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이

되나 필자는 아날로그세대인지라 물어물

어 찾아가는데 마침 서양인이 지도를 보

고 있어서 함께 보자고 하여 같이 찾다가

시간이 지체되자 그 외국인이 지도를 필

자에게 “너 가져라”고 하면서 주었다. 순

간 “정말이냐”하자 “오! 예!”라고 하여 서로 폭소가 터지는 경험을 하였다. 기계를 통하지 않고 인간간 소통

으로 오랜만에 배꼽웃음을 웃었다.

마침 일본 최고의 우키요에(浮世繪) 작가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1760-1849)의 후지산 36경 특별전

을 2017. 9. 30.부터 2017. 10. 29.까지 하고 있었다. 이 36경은 1831년에 제작된 46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일

식집에서 포스터로 보던 36경 중 가장 유명한 카나카와 해안의 큰 파도속(神奈川沖浪裏)의 원본을 보고

그 판화 1점을 22,500엔에 구입했다. 아울러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딸이자 제자인 가츠시카 오에이(葛飾応
為, 1800?-1866?)의 최고 걸작인 요시와라의 밤풍경(吉原格子先図)이10) 특별전시되고 있었다. 마침 서양

에서 온 학생과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메모를 하면서 감상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열정에 고무되었다. 

오타기념미술관은 1980년에 개관한 우키요에 전문 미술관이다. 실업가 오타(太田淸藏)가 국내외에서 수

집한 우키요에 14,000점을 전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우키요에 미인도로 유명한 키쿠카

와 에이잔(菊川英山, 1787-1867)의 전시가 2017. 11. 3.부터 2017. 12. 20.까지 이루어진다. 가츠시카 호쿠사

이의 작품만 전문적으로 수집전시하는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墨田北斎美術館, 도쿄 스미다 가네자와

2-7-2, www. hokusai-museum.jp/daruma)이 2016년에 개관하였다.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700엔

(10) 損保日本興亜미술관

손해보험 닛폰코아뮤지엄은 신주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호쿠사이 포스터 오에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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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빌딩 42층에 있는데 일본화가 도고세이지(東鄕靑兒,

1897-1978)를 기념하여 만든 미술관이다. 마침 도고세이지 탄생 120

주년 기념전이 2017. 9. 16.부터 2016. 11. 12.까지 열리고 있었다. 도

고세이지의 작품도 좋았다. 명품 3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고흐의 <해

바라기>, 세잔의 <정물>, 고갱의 <풍경>이다. 해바라기는 1987년 뉴

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4000만 달러(당시 58억엔)에 낙찰받아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지하철 내 지하도에서 도고세이지 미술관

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중년 일본인 여성일행에게 물었더

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서 끝까지 장소까지 안내해 주었는데 그

친절이 감동을 넘어서서 부담스러웠다.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200엔

(11) 미츠이기념미술관

미츠이(三井)기념미술관은 2005. 10.에 개설한 도쿄 중앙구 긴자선 gskwhahstjs 미츠코시마에(三越前)역

A7출구로 나가면 미츠코시백화점을 지나 미츠이빌딩 7층에 있다.에도시대 이후 300년의 역사 속에서 수

집된 일본 문화재급예술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다.

(12) 쿠사마야요이미술관

일본의 저명한 여류화가(1929-)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미술관이 2017. 10. 1. 신주쿠에 개관하였다. 쿠사

마 야요이는 땡땡이 점을 이용한 노란 호박을 그린 유화와 세라믹조각으로 유명하다. 특히 쿠사마 야요이

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생활을 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것이 흥미롭다. 2013년에 대구 미술관에서 작품 118

점이라는 대규모전시회를 한바 있다. 개관기념전으로 2017. 10. 1.부터 2018. 2. 25.까지 “창작은 고독의 추

구, 사랑은 당신을 예술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란 타이틀로 열린다. 관람료는 1000엔이고 관람시간은 1

시간 30분으로 제한한다.

(13) 일본민예관

이노키시라선(線)의 고마바토다임바(駒場東大前)역에 내려서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일본민예관을 찾아가

면 된다. 일찍이 조선의 민예품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서 이를 수집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

가 설립한 박물관이다. 조선의 민예품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인줄 모르고 지나치던 것을 식민

지 시절의 한 지식인이 이의 가치를 보고 수집하여 일본에 그 아름다움을 알린 것이다. 어떤 면에서 야니

기무네요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000엔

도고세이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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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외에 있는 미호, 폴라, 디아씨미술관은 모두 정원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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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C가와무라기념미술관
DIC가와무라(川村)기념미술관은 나리타공항 근처인 사쿠라(佐

倉)시에 있다. 케이세이선(京成線) 우에노역에서 타고 1시간 정

도 걸려서 사쿠라역에 내리면 DIC미술관 가는 무료셔틀버스정

류소가 역건너편에 있다. 사쿠라역에서 미술관으로 매시간 20

분에 출발, 미술관에서 사쿠라역으로 매시간 50분에 출발하는

데 30분정도 소요된다. 사쿠라역에서 나리타공항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11)

잉크제조회사인 DIC의 창업자 가와무라가 수집한 콜렉션을 가

지고 설립되었다. 렘브란트의 <챙이 큰 모자를 쓴 남자>가 유명

하며 독방을 차지고 있다. 모네의 <수련>, 르느와르의 <의자의

나부>, 피카소의 <안락의자속의 여인>, 이우환의 <선의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잭슨폴록의 <록, 흑, 황갈색의 컴포지션>, 르네

마그리트의 <모험의 의복>, <감상적인 대화>, 샤갈의 <붉은태양

>, <다윗왕의 꿈>이 있다. 무엇보다도 로스코의 침묵의 방에 있

는 5점의 <벽화>, 2점의 <무제>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로스

코채플을 채운 로스코작품을 보고 명상하려고 전세계에서 매년 수만명이 방문한다. 이 로스코채플이나 침

묵의 방에서 통곡하는 힐링을 경험하는 놀라운 미술의 힘이 가끔 발생한다는 것이다(서경식, 구원의 미술

관 111쪽).

* 휴관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1000엔

8. 기리시마아트노모리미술관
기리시마아트노모리(霧島アトの森)미술관은 가고시마현 유스이정(湧水町)에 있는 야외미술관으로 주로

현대작가의 조각을 전시하고 있다. 교통은 JR구리노(栗野)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다. 주변에 노

노유(野々湯)온천, 시라토리(白鳥)온천, 시라토리삼림공원이 있다. 이곳에서 2017. 10. 6.부터 2017. 12. 3.까

지 백남준의 비디오아트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Ⅲ. 맺는말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하여 서구화, 근대화를 일찍이 시작하면서 공업을 발달시키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

고 선진국의 대열에 일찌감치 들어섰다. 성공한 기업가는 축적된 부를 서양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자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해서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환으로 미술관을 개관하였다는 것을 이번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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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을 하면서 컬렉션과 개관유래를 보고 알게되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의 경우 일제식민지시대에

문화재 반출을 막기 위하여 만석꾼으로 전재산을 털어 문화재와 미술품을 사모아서 간송미술관을 세운 전

형필을 떠올렸고 그나마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예술품 수집을 하여 호암미술관과 리움을 남겼다는 것

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 포스터그림이 아닌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작가의 원화 1점이라도 구

입하고 장식하는 문화생활의 진보를 가져와야겠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예술법정이란 명목으로 법정에 다양한 그림을 게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원은 무

엇보다도 엄정, 질서, 정의를 속성으로 하므로 이에 부합되지 않는 무질서한 추상은 도리어 법정분위기를

해친다. 전시성행정이 아니고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 격에 맞는 장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외교부에 내건 오승우 화백의 뛰는 말그림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혼비백산도라는 오명을 쓰고 철

거를 결정당하였다고 한다(중앙일보 2017. 10. 14.). 이러한 작품은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는 외교부에 걸맞

지 않아 부지불식간에 근무자와 내방객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므로 근무분위기를 해치기 마련이

다. 이 그림 설치후 외교부에 좋지 않은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뒷말이 있어왔다.

나 스스로 일등국가, 일등국민이 되기 위해서 선진국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을 개선시키는데

힘을 쏟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2017. 10. 30). 

부산지방변호사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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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2016.11.8. 

서안–낙양–정주 
중국 기행

글● 홍광식 변호사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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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뤄양)을 다녀와서
2016.11.3. 부산-서안

2008.10월 무렵 통영지원 근무가 끝나갈 때 최홍림,

김미옥, 설종국 등 몇 분들과 독서모임 鴻志會를 결

성하였는데, 그 뒤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홍지

회에서 2016.11.3 중국 산시성1) 시안(西安), 허난성

뤄양(洛陽)-정저우(정주鄭州)를 거쳐 다시 서안에

서 2016.11.8.부산으로 돌아오는 여행계획을 세우고

참가여부를 물어와 바로 참가하기로 했다. 

2001년 여름에 대학동기생들과 중국 서안-돈황 그

리고 계림을 여행한 적이 있어 시안은 이미 가보았

던 도시이었지만 뤄양에 대해서는 삼국지 등에서

많이 들어본 도시이라서 관심이 있었지만 여행을

하지 못하였다. 통영시절에 독서를 통하여 만난 분

들, 그 뒤에 가입하신 분들과도 같이 여행을 할 좋

은 기회이기도 했다. 

허난성 河南은 물론 황하의 남쪽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일행이 방문한 황하중류 유역은 중국문명의

발상지다. 황하는 예로부터 수로가 자주 바뀌었지

만 하남의 낙양, 정주, 안양에 걸친 지방이 중국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

는 중국의 도시에 관하여 20년의 중국을 이해하려

면 선전(深圳), 200년은 상하이, 500년은 베이징,

1000년은 카이펑(開封), 3000년은 시안을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에 있다. 장구한 5000년 역사

의 중국을 알려면 단연 뤄양(洛陽)행을 꼽고 있다.

2011년 다시 변호사개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행기

라는 이름의 잡문을 적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뤄

양에서 이하 강변의 룽멘龍門석굴을 비롯하여 백거

이의 사당 등을 보고 지난 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를 가진 압도적인 중국문화의 편린을 보고는 다녀

온 흔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2016.11.3. 19:40분 무렵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통영

에서 오시는 분들과 만나 21:45 김해 공항에서 출발

하여 서안 함양(咸陽) 공항에 00:25 무렵 도착하였

다.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2001년에 비하여

시안 공항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정비가 잘되

어 있었다. 우리 조선족 출신 가이더 이호씨가 마중

을 나왔고, 시안은 스모그가 몹시 심한 것같았다. 

지난 날의 중국

미래의 중국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당연합군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하였던 시기에 중

국 당나라의 중심지역이 시안-뤄양이었다. 지난 역

사의 현장이었을 뿐만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中

國夢의 모델이 대당제국이고, 그 당나라의 중심도

이 지역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박한제 지음 ‘대당제국과 그 유산’- 호한통합과 다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책에 대당제국에 관하여

상세한 기록이 있다. 

중국인의 발상지를 ‘중원’이라 한다. 소위 화하華夏

족이 살던 지역인 중원은 황하의 중•하류 지역으

로 현재의 하남성을 중심으로 하북성 남부와 산서

성 동남부, 산동성 서부, 안휘성 북부, 강서성의 徐

州지구 정도가 포괄된다. 하남성이 협의의 중원이

기도하다. 중원(China Central Plain)이라는 단어는

‘하늘 아래 제일 가운데 위치한 벌판(天下至中的原

野)’라는 뜻으로 하남지역을 핵심으로 하는 황하 중

하류의 광대한 지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소

위 ‘중화문명의 발원지’로 고대 華夏민족이 천하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275

1) 한자로는 陝西省이다. 아래에서 나오는 중국어로된 지명, 인명등은 가능하면 중국발음으로 표기하기로 합니다만 확인하기 어려
운 곳에는 한자의 우리 말 발음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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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河南 하남)성에는 최근 실제 왕국으로서 입증

된 殷의 왕도도 前期에는 鄭州에, 後期에는 安陽으

로 옮겨가 멸망하여 안양에 殷墟가 있다. 은을 멸망

시킨 周도 낙양 땅에 왕도를 두어 동주시대의 막을

열었고, 그 후 後漢시대에서 三國시대, 魏시대, 그

리고 晉시대, 남북조시대의 말기의 北魏 왕조 등 모

두가 하남에 본거지를 두었었다. 

唐대에도 허남 뤄양은 두 번째 도시의 구실을 했고,

五代 그리고 후양-후진-후한-후주 등 왕조들도 허

남성 개봉 또는 낙양에 수도를 두었고 또한 北宋은

개봉땅에 번영의 역사를 펼쳤으며, 송왕조가 남쪽

에 옮긴 후에는 遼와 金 세력도 개봉에 본거지를 두

었다. 따라서 허남성 낙양이나 정주 개봉 등이 세력

의 근거지를 벗어나게 된 것은 元대 이후라 볼 수

있다.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 시중신(習仲勳)

은 시안에서 60km 떨어진 푸핑 富平출신이고, 시

진핑도 16세부터 22세까지 7년간 중국 혁명의 성지

엔안 延安에서 80km 떨어진 연찬 延川현 량자하

梁家河 촌에서 지냈다. 시중신은 시안지역에 기반

을 둔 정치인으로 시안성곽을 철거하려고 할 때 극

력 반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이징의 성

곽을 철거하면서 과거 봉건시대의 유물들을 철거하

려는 공산당의 방침을 변경하였던 것이었다. 시진

핑이 연안으로 하방(下放)을 가게된 것도 크게 보아

서 주석이 될 수 있는 기반의 하나가 되었다하겠다. 

시진핑은 훗날 “나의 성장과 진보는 산베이 陜北(산

시성 북부)7년에서 시작됐다.”며 당시 두 가지 수확

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하나는 실제와 실사구시, 군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평생 잊지 못할 수확이다. 둘째로는 나에게

자신감을 배양해주었다”. 시진핑은 “산시성은 뿌리,

엔안은 혼”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중국과도 깊은 연

관이 있는 지역이다.

서안의 이곳, 저곳 방문
2016.11.4.

아침 10:00 무렵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에 얽힌 사

연이 있는 華淸池로 먼저 출발하였다. 2001년 여행

시보다 華淸宮이라고 이름도 근사하고 전통있는 문

화재답게 바꾸었고, 주변경관도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다. 백거이가 지은 양귀비와 당현종의 사

랑을 노래한 長恨歌를 화청궁 안에 있는 커다란 연

못가 돌에 새겨 두었다. 

장한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아래와 같이 끝난다.

최홍림 회원이 장한가라는 시의 이름은 天長에서

‘長’을, 此恨에서 ‘恨’을 따서 장한가라고 부른다고

7월7일 長生殿에서
한밤 아무도 모르게 속삭일 적에
하늘이라면 比翼鳥가 되고 싶으며
땅에서라면 連理枝가 되길 빈다고 했네.
천지가 오래 간다지만 다할 때 있으나.
우리의 한은 이어져서 끝날 날 없으리

七月七日長生殿  夜半無人私語時
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天長地久有時盡  此恨緜緜無絶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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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장예모 감독이 3월부터 10월까지 연못 전체를 무대로 삼아 연극을 공연한다고 알려준다.

주변에 옥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지 화청궁 안에 옥을 파는 가게도 있었다. 옥파는 가게 옆에 西安事變

遺趾라고 새긴 돌비석이 보였다.

서안사변은 장개석이 1936년 동북군 총사령관 장학량에게 연금되어 장개석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

여 일본과 싸우게 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공산당을 먼저 없애고 일본과 싸우겠

다는 장개석의 방침이 변경되었고 중국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때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이 주은래와 만나 회담을 하였고 장학량은 장개석에게 연금되어 대만으로 물러날 때에도 연금상태

에 있었다. 최근에 송미령과 장학량이 젊은 날에 연인사이였고 송미령이 장개석에게 장학량은 처형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상태에 있었다는 비화를 알게 되었다.(김명호 중국인이야기5. 한길사) 

우리 일행의 시안 첫날 점심은 회전식 샤브샤브요리로 하였는데, 식사내용은 깔끔하고 맛도 있었다. 부루클

리, 두부, 콩나물, 돼지고기, 등 등 중국음식에서 나는 느끼한 내음이 나는 입맛에 거북한 요리와는 달랐다.

진시황 병마용으로 갔고, 입구에 중국10대 원수의 1인으로 葉劍英의 친필로 된 秦始皇兵馬俑博物館이라

는 현판이 있었다. 葉劍英은 마오쩌둥이 돌아간 뒤 이른바 마오쩌뚱의 처 강청 등 사인방이 집권하고 있었

을 때 등소평이 집권하도록 하는데 일등공신이다. 지난 번 여행 때보다 훨씬 많이 발굴이 진행되어 내부에

풍부하게 병마용 1,2,3,4호갱까지 발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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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은 지난 여행시에도 갖었던 만두전문 식당 德發長에서 12개 종류의 만두를 먹었다. 덕발장은 서태후

가 베이찡에 의화단의 난인가하는 변란이 있었을 때 피난 와 식사를 하였던 곳이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국 4대 명주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와 마오타이-수정방-오량액은 다툼이 없었으나

서안의 名酒 西鳳酒가 포함된다고 박태도 국장이 주장하였다. 酒鬼라는 술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술이 관하여 일가견이 있는 박태도국장이 근거자료로 책을 제시하였는데, 서봉주가 4대명주의 하나였다.  

시안시가지도 정비가 잘되어 있었고, 鍾樓, 鼓樓 주변도 불을 밝게 켜놓아 거리가 화려하였다. 중국의 탑

은 塼塔으로 탑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지난 번에는 대안 탑안에 들어가 시안시가지를 바라보았으나

이번에는 밤이 깊은 시간에 도착하여 탑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였다. 

지난 번에 대학동기들이 주도하여 碑林博物館, 大雁塔, 鍾樓, 西安城廓 등도 모두 여정에 포함되어 있었

으나 이번 여정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일행들이 관심이 있었을 현장법사가 거주하였던 대안탑에 들

어가지 못하고 현장법사의 석상 앞에서 증명사진만 촬영하였다. 

지난 번 여행기에 상세히 적었는데, 현장법사는 삼장법사의 모델로 당나라시절에 인도를 여행한 당대 최

고의 고승이었다. 그가 남긴 大唐西域記는 널리 알려진 명저이고,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도 현장법사를

모델로 한 소설이다. 우리 일행이 버스를 타고 뤄양인근으로 지나갈 때 唐禪師인가하는 지역이 보였고, 현

장법사의 고향이 허난성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산당이 집권하던 시절 불

교도 압박을 받아 그런지 낙후된 쓸쓸한 분위기이었다. 

시진핑의 中國夢이 시작된 유래가 된

옌안

산시성 량자허가 시진핑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시진핑의 下放시절에 관하여 紙上旅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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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까 책을 통해 알고 있었다.

우리 법무법인 국제의 김태우 변호사와 경남고등학

교 동기로 중국에 오래 거주하였고, 지금도 중국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박승준교수가 있다. 그

분의 중국에 관한 글-지금도 주간조선에 매주 연재

하고 있음-은 가능하면 읽어보고 있다. 박승준교수

가 지은 책 ‘차이나 트렌드.(프리뷰 출판사)’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산시성 옌안(延安)으로 下

放왔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시진핑의 中國夢이 시

작된 유래라고도 하겠고,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여 소개하여 봅니다.

시진핑이 우리의 고1 나이에 下放을 당해 간곳은 마

오쩌둥이 토굴생활을 하던 산시성 옌안에서도 동북

쪽으로 70km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는 량자허(梁家

河)촌이라는 마을이었다. 마오쩌둥이 1968.12. ‘지식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가난한 농촌 속에서 재교

육을 받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을 포함

한 흰 얼굴의 베이징 청년학생 15명이 배당받아 간

량자허촌이라는 산골마을은 옥수수 국수밖에는 먹

을 것이 없는 깡촌이었으며, 그들에게 배당된 숙소

는 토굴이었다는 것이 중국 관영매체들의 전언이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물이 모자라는 이곳에 둑

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저수지를 만

드는 임무를 맡은 흰 얼굴의 베이징 청소년들은 이

후 20년간 이 일을 해야 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는 그 지방에 남아 살게 됐고, 일부는 베이징으로 돌

아갔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당 간부로 출세한 인물

도 있는데 시진핑이 그 경우라는 것이다. 이들이 만

든 저수지는 지금도 남아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베이

징에서 온 학생 15명을 포함한 저수지 건설 작업을

지휘한 여성 대대장은 스위싱(石玉興)이라는 꺽다

리 처녀였다. 

스위싱은 1969.1.13. 베이징에서 온 흰 얼굴의 애송

이 15명을 집합시켰을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고 중

국관영매체들은 전했다.

‘집합 시키고 보니 이들이 커다란 상자 하나를 갖고

온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그 상자에 무슨 금은보화

라도 들었나 해서 열어보라고 했는데 열어보니 책

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자기네들

도 무거운 책 상자를 들고 온 걸 후회하면서 투덜거

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자는 시진핑이라는

학생 것이더군요. 그 시진핑이라는 학생, 다른 학생

들은 일이 힘들어 지쳐서 곯아 떨어지는 가운데에

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手不釋卷)결국은

칭화(靑華)대학에 가더군요 

시진핑이 량자허라는 산골마을로 하방을 당해 갔을

당시41세로 나중에 79세가 된 량여우창(梁有昌)이

라는 노인은 당시의 시진핑에 대해 이런 기억을 털

어놓았다. ‘참을성이 대단한 학생이었어요. 산시성

북부의 음력 2-3월이면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때인

데 저수지 공사장에서 시진핑은 언다리를 드러낸

채 뼛속에 스며드는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그고 일

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는 하오허

우성(好後生)이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시진핑이 량자허촌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6년

후인 1975년이었다. 량자허촌에서 좋은 평가를 받

은 탓인지 시진핑은 추천 케이스로 칭화대학에 입

학자격을 얻었다. 량자허 마을 사람들 모두 할 일은

다하면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는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내려주었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국가를 경영할만한

상당한 식견, 학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린 시

절부터 이렇듯 노력을 한 시진핑주석의 내공도 상

당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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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山 그리고 낙양으로
2016.11.5.

아침에 버스를 타고 화산으로 출발하였다. 화산은 시안에서 동쪽으로 약120km 떨어진 산시성 渭南 華陰

시에 위치하는데, 산세가 험준하여 하늘 아래 가장 가파른 산이라는 뜻의 ‘기험 천하 제일산(奇險天下第一

山)’이라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험준한 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한무제가 華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

는데, 華는 꽃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뚝 솟은 바위들이 마치 꽃과 같아서 그렇게

부른다. 풍수학자들이 화산의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통바위산으로 강력한 氣가 흘러나와 남성적

인 강인함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中華民國의 華자도 화산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화산을 중국 ‘華夏

의 뿌리’라고 일컫는다.

케이불카를 타고 처음에는 북악으로 갈 예정인데 50불 더주고 서악으로 코스를 변경하였다. 기암괴석과

아찔한 절벽이 곳곳에 있는 험준한 산들이 즐비하였고 케이블카를 많이 타보지 않았지만 정말로 장관이었

고 스릴이 만점이었다. 프랑스 회사가 건설하였다고한다. 

중국 한민족은 예로부터 산악을 신앙하는 풍속이 있어서 위로는 황제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명산에 묘

당을 만들고 산신에게 나라의 태평을 기원했다. 

聖岳五岳은 동악 泰山, 서악 華山, 남악 衡山, 북악 恒山, 중악 嵩山 등이다.

중국의 명산에는 廟祠나 도교사원, 불사들이 많은데, 서악의 정상부근에도 도교사원이 있었다. 내려올 때

루지를 타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 華山北역에서 17:03 중국 고속열차를 타고 洛陽龍門역에 17:58 도착하였

다. 최신의 열차로 차량의 안팎이 모두 깨끗한  2등급  열차이었고 차표는 홍색이었다.

저녁식사 때에는 조조가 즐겨 마셨다는 杜康酒를 마셨으나 서봉주에 비할 수는 없었고, 식당분위기나 음

식물 내용이 시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저녁에는 전신마사지를 받았으며 여독을 풀고 깊은 잠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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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양의 略史

낙양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중국의 옛도시다. 산은

남쪽이 양이고, 북쪽이 음을 가리키지만, 하천의 경

우에는 반대로 남쪽이 음이고 북쪽이 양이다. 낙양

은 황하의 지류인 洛河북쪽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

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뤄양은 허난성에 속하는데 黃河의 남쪽에 자리하여

河南성이라는 이름이다. 하남성은 인구 1억2천만

빈곤한 성, 과거의 화려한 역사에 불구하고 지금은

낙후되었고 거리가 제대로 정비되어있는 모습은 아

니었다. 시안에 비할 바가 전혀 아니었다.

황하는 예로부터 수로가 자주 바뀌었지만 뤄양은

같은 성의 정주, 안양에 걸쳐 전체적으로 중국의 발

상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여행에 나가기 전에 솔직히 허난성이나 뤄양

에 대해 무지하였고, 돌아와 진순신이 지은 ‘시와 사

진으로 보는 중국기행(예담출판사)’ 등 여러 책에 나

오는 紙上旅行을 통하여 뤄양 등의 역사를 알아보

았다. 

낙양의 역사는 한마디로 중국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여러 왕조의 도읍이었던 곳으로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처음 도읍으로 정해졌다. 기

원전 1050년경 주는 은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얻었

다. 주는 원래 산시성의 시안주변에 본거지를 두었

지만, 동쪽으로 진출해 허난성의 안양 주변에 수도

를 정하고 있던 은을 공격해 영토를 차지했다. 주의

문왕은 동쪽을 정복하는 동안 죽었으며, 은을 물리

치고 승리를 얻은 것은 그의 아들 무왕의 시대였다.

사기에는 무왕이 주공단에게 했던 말을 전한다. 그

가운데 “내가 남쪽의 삼도를 바라고, 북쪽의 악비를

바라고 돌이켜 황하를 섬기며, 이곳에 낙이를 섬기

는데 천실이 멀지않았다”는 말이 있다. 여기저기 땅

을 둘러보았지만, 이 주변이 이상향에 가깝다는 의

미다.

그뒤에 “주나라 왕실을 낙읍에 만든 후에 떠난다”

라고 이어진다. 낙읍은 낙양을 가리키는 말로 이때

주의 수도로 낙양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만 똑같은 사기에 무왕의 아들 성왕이 낙양을 지어

아홉 鼎을 안치했다는 기록도 있다. 아마도 무왕시

대에 계획해서 성왕시대에 완성한 듯하다. 성왕초

기에 섭정을 했던 주공은 “이곳(낙양)은 천하의 한

가운데로, 공물이 들어오는 사방의 길이 같은 거리

다”고 서술했다. 제후들이 공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

디서든지 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다. 낙양이 천하

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가 지배하던 지

역은 의외로 넓어서, 성왕의 출신지인 시안 주변에

‘송주’라는 도시를 두고 이 낙양은 ‘성주’라고 부르

며 두 곳에 거점을 두고 천하를 지배했다고 한다. 3

천년 전의 일이라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낙양 시의 서쪽 외각에 지형이 약간 융기해 있는 곳

이 있는데, 이곳이 고대인의 집단 거주지였을 가능

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발굴 조사에서도 그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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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은대 후기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주는 허허벌판

에 수도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터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생활조건이 좋은 땅을 골랐던

것이다.

이 지방의 출토품은 낙양박물관에 전시되

어 있다. 낙양박물관은 서안이나 난주의

것과 비교하면 조촐하고 아담한 편이지

만, 내용면에서는 훨씬 충실하며 훌륭한 유물

이 많다. 주의 유왕이 견융에서 살해된 뒤에 주

는 더 이상 두군데 거점을 유지할 수 없어 송주를 포

기하고 성주 즉 낙양만을 지켰다. 기원전 770년의 일로 그

후의 주나라를 동주라고 한다. 실제로는 주 왕실의 힘이 약해지고 제후

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춘추전국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춘추전국의 오랜 분열과 전쟁이 끝나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산시성의 함양을 수도로

정한다. 진에 이어 서한 곧 전한은 장안을 수도로 정했지만, 동한 후한이 다시 낙양을 수도로 정했다.(나관

중의 소설 삼국지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낙양은 위, 서진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

서 수도로 남게 된다. 서진이 멸망하고 남북 분열 시대로 들어섰지만, 북방의 강한 선비족 세력이었던 북

위는 494년 평성(산서성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한다. 남북조시대에 남의 중심은 남경이었고, 북의 중심

은 낙양이었다. 수와 당은 장안을 도읍으로 정했지만 낙양을 동도 혹은 동경이라하며 수도에 버금가는 대

접을 해주었다. 말하자면 副都였다. 측천무후는 낙양이 마음에 들어 神都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

이 멸망한 뒤에 낙양은 더 이상 수도 혹은 부도의 지위를 지킬 수 없었다.

해방 전에 낙양은 인구 8~9만에 이르는 쇠퇴한 지방도시였다. 현재 낙양은 시내 안의 인구 50만 명, 외곽

의 인구 30만을 합쳐 인구 80만에 이르는 중형도시가 되었다. 공장이 400개에 이르며, 특히 이곳에서 생

산하는 트랙터 ‘동방홍’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지난 날 9조의 고도낙양도 지금은 신흥공업도시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렇지만 시의 중심지조차 어딘지 모르게 고도의 품격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낙양도 황폐해져서 전성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비가 내

리는 가운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낙양거리를 바라보았더니 시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같았다. 낙양 시 외곽에 있는 백마사는 고도의 상징이라 부를 만하다. 이런 낙양에서 백마사는 몇

안되는 유적중 하나다. 백마사는 중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불교 사원이라고 한다. 우리 여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보지는 못했으나 중국불교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진순신의 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요

약해본다. 낙양을 수도로 삼았던 후한시대에 불교가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전해졌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후한 2대 황제인 명제가 어느 날 ‘금인’을 꿈에서 보고 군신에게 물어보았더니 “서방에 신이 있는데 그 이

름을 부처라고 한다. 그 형태는 6척높이로 황금색이라는데 아마도 그것을 꿈에서 본 듯하다” 고 말한 사람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13  페이지 282



부산지방변호사회•283

이 있었다. 그래서 명제는 천축에 사자를 파견해서

불법을 알아오게 했다고 한다. 자치통감에는 65년

에 천축으로 불법을 들으러 파견단을 보냈다는 기

록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처음 불교가 전해진 것 같지는 않

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도인 낙양에는 교역을 위해

수 많은 서역인이 드나들었다. 1세기 전후로 서역은

불교권이 되었기 때문에 낙양에 머물던 서역인들은

당연히 불교 신자가 많았다. 자연히 그들을 위해 불

교사원을 지을 필요가 있었다.

1세기 후반에 창건되었다는 백마사는 아마 낙양에

머무는 서역인들의 신앙을 위해 지어진 걸로 보인

다. 낙양 시민들은 백마사를 신기하게 생각했을 뿐

그 절에 들어가서 불법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백마사가 지어진 연대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지

만, 낙양의 백마사가 중국의 불교사원 제1호라는 것

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북위 말에 전란으로 황폐해

진 백마사를 수당무렵에 재건했지만, 그 뒤 명의 가

정 연간에 다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백마사의 규모는 대부분 명대 때 보수한 대로

라고 한다. 청대에도 보수 공사를 한 번 하고 해방

후인 1961년에도 보수했다. 지금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문 앞에는 돌로 만든 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백마’

라는 절 이름에 맞게 후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조

금 떨어진 곳에 그 유명한 백마사 석탑이 있다. 건

립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당대의 것이라고 추

정될 뿐이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낙양시도 성벽을 철거해놓

았다. 도시 안에서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고도

의 풍취는 남아 있지 않아 백마사를 제외하고는 이

렇다 할 유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12세기에 금의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수가 지어놓

은 낙양성은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 뒤에 송은 수도

를 항주로 옮겼다. 원부터 명대, 청대에 걸쳐 북경

이 수도가 되면서, 낙양은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

제대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다운

유적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시내에서 교외로 나

가면 훌륭한 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비로서 고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용문석굴

이다.

아! 용문석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룽멘龍門석굴 입구에

도착하였다. 낙양의 남쪽 향산 기슭에는 이하 이수

가 흐르고 그 건너편 우왕이 개척했다는 용문산에

는 중국 3대 석굴의  하나인 용문석굴이 있다. 용문

석굴사는 낙양 시가지에서 14킬로미터 지점이며 이

하 기슭에 동서로 석회암 암산 1킬로미터 길이의 낭

떨어지에 약 2,100여개의 石龕이 조영되어 있다.

용문석굴 2,100여개 중 3분의1은 선비족 탁발씨의

北魏시대에, 그 나머지는 당나라 때 만들어 졌다. 

북위는 산서성 대동 운강에 거대한 규모의 석굴을

조영했는데 494년 낙양으로 천도하고 이곳 용문에

운강석굴에 준하는 대석굴사를 조영하였다. 

원래 북위는 북방의 유목민족 선비족으로 태무제는

중국의 북방을 통일하고 398년 평성-산서성 대동

에 왕도를 수립하였으며 유교 사상도 존중했으나,

불교에 높은 관심을 가져 효문제와 선무제 때 대대

적인 불사조영을 하였으며 그 신심은 이곳 낙양에

까지 옮겨오면서도 계속되었다.

결국 중국의 3대 석굴로 운강석굴, 룽멘석굴, 돈황

석굴이 있는데 돈황석굴을 제외하고 두 곳은 석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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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위시대 조영된 것이다. 

일본에서 활약하는 중국계 역사소설가 진순신이 지은 위 책에 나오는 룽멘석굴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그

대로 인용하여 봅니다.

낙양 시 남쪽으로 13km, 伊河의 양쪽 벼랑에 석굴이 뚫려 있다. 이수 강은 남서쪽에서 흘러오는데 이 강물

이 석회암 산을 뚫어 산이 둘로 나뉜 형상이 되었다. 동쪽의 산이 향산이고, 서쪽의 산이 용문산이다. 남쪽

에서 낙양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용문을 지나가야 한다. 낙양에서 보면 이것은 천연의 요새라 할 수 있

다. 좁고, 또 강이라 지키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곳은 ‘문’이라는 생각

이 든다. 그렇지만 용문이라는 명칭은 동한에 이르러 사용된 것으로 춘추전국시대에는 이곳을 ‘궐새’라고

불렀다. ‘궐’은 장벽을 가리키는 말로 궁전의 문을 뜻한다. ‘새’ 란 글자 그대로 요새를 뜻한다. 수도 낙양의

남쪽을 지키는 곳이었다는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강의 명칭이 이수이기 때문에 ‘이궐’이라고 부르기

도 했다. 이수 강이 양쪽으로 산을 낀 문처럼 좁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문은 옛날에는 전쟁터였지만, 지금은 잊혀진 과거의 일이고 다만 훌륭한 조각들이 새겨진 석굴

로 알려져 있다. 귀중한 불교 유적이 많아 당연히 이곳은 국보로 지정되었다.

북위는 494년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했다. 산서성 大同에서는 수도의 외곽이었던 운강에 석굴사원을 만

들었는데 낙양으로 옮기고 나서도 그 외곽인 용문에 석굴사원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용문석굴은 운강석굴

의 속편에 해당된다. 용문 주변은 돌이 아주 단단해 조각하기에 적당하다. 돈황의 명사산에 있는 돌은 깨

지기 쉬워 석불을 만들 수가 없다. 대신 벽화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불상을 만들어와야했다. 용문이 돈황

과 다른 것은 산에 있는 돌에 불상을 실제로 새겼다는 점이다. 그 대신 돈황처럼 현란한 벽화는 찾아볼 수

없다. 돈황이 중국회화의 보고라면 용문은 중국조각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용문석굴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은 고양동이다. 북위의 귀족들이 발원해 공예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굴안에는 빽빽하게 빈틈없이 작

은 감실들을 파놓았다. 돈황과 마찬가지로 보살상들이 줄지어 나란히 가부좌 자세로 있다.

조각 외에도 용문은 ‘글씨’의 보고이기도 하다. 연대를 적어 놓기 위해 동굴안팎에 문자를 새겼으며 그 가

운데 명필도 적지 않다. ‘용문 20품’은 후세 사람들이 훌륭한 필적을 스무 개 골라놓은 것인데 그 가운데 열

아홉 개가 고양동 안에 새겨져 있다. 고양동이나 그 주변의 작은 동굴은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었지만

북위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규모 석굴사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북위는 선비족의 탁발부족이 세운 왕조로, 그들이 한족의 고향과 같은 중원으로 몰려들었으니 어떻게 해

서든지 민족간의 융화를 이루어야만 했다. 성도 한인식으로 바꾸고, 한족과 결혼하는 것을 장려했으며, 호

인의 옷차림과 말을 금지하는 과감한 정책을 취했다. 민족간의 융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그 정신적인 지도

원리로 불교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컸다. 북위가 낙양에 불교사원을 1367개나 지었다는 건 그만큼

불교 장려에 힘써 노력했다는 증거다. 북위가 용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석굴사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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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초의 계획은 너무 방대해 현실적이지 않

았다. 계획을 축소해서 지은 것이 빈양동이라는 세

개의 석굴이다. 원래 북위시대에 완성한 것은 가운

데 있는 석굴로 나중의 두 개는 수에서 당대에 걸

쳐 계속해서 조각을 더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중앙 석굴의 본전에 있는 석가모니상은 높

이 8.4m로 제자 둘과 보살 둘이 따르고 있다. 손바

닥이 크고, 전체분위기가 너그러운 느낌이 든다.

세부가 정교한 것으로 보아 황실의 힘으로 만들어

진듯하다.

북위말기의 석굴에는 연화동이 있다. 천장이 커다랗

고 선명한 연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석굴에는 천장 외에도 얕은 부조

로 두 제자상을 멋지게 새겨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당대 초기의 것으로 잠계사라는 커다란 석굴이 있

는데 이곳의 보살상은 풍만해서 북위시대와는 다른

조각양식을 볼 수 있다. 당대에 들어서 부터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석굴을 만들어가는 것 외에도 미완

성 석굴을 보완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용문의 명필

가운데서도 특히 유명한 저수량이 쓴 ‘이궐불감비’

는 641년에 세워진 것이다.

조각이 많기로는 680년이 유명하다. 석굴안의 남북

쪽벽에 빽빽하게 새겨진 작은 불상의 수는 실제로 1

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 석굴의 바깥에는

관음보살상이 있는데 얼굴의 반 정도가 파손되었지

만 정병을 든손이나 전체적인 자세가 우아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용문석굴의 대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봉선사

일 것이다. 이것은 용문최대의 석굴이기도 하다. 당

의 고종이 675년에는 그 앞에 목조 지붕이 드리워

져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현재는 모든 조각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형태로 남아 있다.

중앙에 있는 비로자나불상은 참으로 단정하다. 측

천무후와 인상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높

이는 17m남짓으로 용모가 수려하다. 본존의 양쪽으

로 제자 둘과 보살 둘이 새겨져있고, 양쪽 벽에 천

왕과 역사상이 있다. 천왕은 마귀를 밟고있는데, 관

광객이 천왕과 역사의 발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무스름해졌다.

측천무후 시대는 용문에 석굴을 만드는 최고 전성

기였다. 8세기가 되어 현종때 에 이르러서는 점차

불상을 조각하는 일이 드물어졌다. 그 무렵에는 서

산의 벼랑이 석굴로 가득 차 더 이상 조각할 수 있

는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현종 때에는 동산에 석

굴을 만들었다.

동산에는 석굴이 그다지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간경사 석굴이다. 동산의 석굴 형식은 서산의 석굴

과는 약간 다르다. 서산 봉선사의 대불만 해도 본

존은 석굴의 뒷면 벽에 조각되어 있는데 동산에서

는 독립된 상으로 중앙에 안치되어 있다. 간경사 석

굴은 측천무후의 후기때 만들어진 것으로, 천장에

새겨진 비천상이 굉장히 훌륭하며, 본존은 아미타

불이다. 사방의 벽에는 나한상 29개가 새겨져있다.

하나하나 표정이 다르고 성격이 잘 표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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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살아 있는 듯 생생해서 조각가의 인간관이 잘나타나 있다.

盧舍那佛은 태양의 의미이고,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태양처럼 계속 비추어주는 존재라고 한다. 무측천을

모델로 하였다는 봉선사의 노차나불은 무측천이 化粧料를 봉사하여 3년6개월에 걸쳐 조영했다. 일본 古

都 나라에 있는 東大寺 목조 대불도 이 단정한 대불하고 기품이 있는 노차나불을 염두에 두고 8세기 전반

에 만들었다. 룽멘석굴에 있는 盧舍那佛은 멀리서 보면 인물이 고운 부처님이었으나 가까이 바라보면 어

딘가 위엄이 있고, 독하게 보이는 면이 있었다. 중국에서 청나라 서태후, 한나라 여치와 함께 중국 3대 악

녀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무측천을 모델로 하여서 그런가하고 짐작해 보았다. 룽멘석굴은 2001년 사막한

가운데 있는 돈황석굴을 보았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석굴 앞쪽으로 이하가 흐르고 있어 부처의 나라 佛國

같은 분위기가 더 있고, 운치가 있었다. 무리지어 있는 불상들을 보면 우리 경주 석굴암의 부처님은 무척

외로워 보였다.  

향산거사 백거이의 흔적,

백원을 찾아서

백거이의 장한가를 익히 알고 있던 최홍림회원이

백거이 묘는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

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30분 가량을 걸

어서 룽멘석굴 반대편에 있는 백거이의 묘로 가보

았다. 백거이의 묘 白園은 향산 중턱에 있고, 용문

석굴의 이하 강너 건너편에 있다. 우리나라 수원

백씨들이 세운 비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씨 집

안의 시조인 것같다. 부근에 싱가폴 백씨들이 세

운 비석도 있다.

백거이가 자신의 호를 ‘향산거사’라 했다. 말년에 이곳에 향산사를 세우고 황하의 지류 이하가 흘러가는 언

덕에서 용문 석굴사를 바라보면서 여생을 보냈다. 백거이는 용문의 풍경을 사랑했다. 그는 18년이라는 오

랜 세월 동안 낙양에 살면서 향산을 자주 찾았다. 향산의 스님들도 많이 사귀었으며, 그가 향산사의 경장

을 늘려 짓고 새로 꾸몄다고도 한다.

백거이는 772년에 낙양에서 태어나 낙양에서 노후를 지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846년에 7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던 용문의 향산에 묻혔다. 지금도 동산에 백거이의 묘가 있

다. 묘지의 지형이 중국의 악기 琵琶를 닮았다 해서 비파묘라고도 부르는데, 백거이의 명시 ‘비파행’이 있

다.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뒷부분이 잘려 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백거이의 묘의 터는 비파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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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언덕이지만 그곳에 오르면 과연 백거이가 잠

들기에 어울리는 장소였음을 느낄 수 있다. 

백원을 둘러보기를 정말 잘하였다. 돌아와서 백거

이-백낙천에 대해 찾아보았다.

유병례교수가 지은 ‘서리맞은 단풍잎, 봄꽃보다 붉

어라(뿌리와 이파리 출판사)’에 백거이의 시가 많이

나와있다. 유교수는 백거이시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었다. 백거이는 두보, 이백과 함께

당나라 3대 시인이고, 그의 시는 오늘 약 3,800수가

전한다.

백거이의 <開龍門八節石灘>은 70을 바라보는 나이

의 필자가 음미할만한 시이다.

백거이 나이 73세 되던 해에 사재를 털어서 마을 주

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험난한 팔절탄八節灘 확

장공사를 하였다. 팔절탄은 뤄양 룽멘산 부근에 있

는 여울인데, 워낙 물길이 좁고 험난하여 밤이면 이

곳을 지나던 배들이 전복되기 일쑤고, 추운 겨울이

면 이곳을 맨발로 건너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좁

은 팔절탄을 파고 확장하여 암초를 제거하고 험난

한 물살을 잔잔하게 만든 것이다.

어디선가 보았던 윌 앨런 드롬굴Will Allen Drom-

goole의 '다리 놓는 노인'Bridge Builder이라는 시가

연상됩니다.

일흔세 살 늙은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

험난한 물길 순탄하게 넓혀주리라 맹세했지

七十三翁旦暮身, 誓開險路作通津

야밤 지나던 배 이제는 더 이상 전복되지 않을 거고

아침에 찬물 건너던 종아리 이제는 고통 면하리라

夜舟過此傾覆, 朝脛從今免苦辛

십 리 울부짓던 거센 물결 은하처럼 고요해지고

감옥처럼 차가운 물결 봄날처럼 따듯해지리라

十里叱灘變河漢, 八寒陰獄化陽春

내 몸은 없어져도 이 마음은 길이 남으리니

남몰래 자비 베풀어 후세 사람에게 주노라

我身雖歿心長在, 暗施慈悲與後人

한 노인이 기나긴 길을 내려가는데,

저녁 어스름이 내렸네.

잿빛 저녁은 추웠고,

앞에는 물줄기가 느릿느릿 흐르는

깊고 넓은 시내가 있었네.

황혼을 지나온 노인에게

물이 흐르는 시내는 두렵지 않았지.

그런데 그는 강 저편에 무사히 다다르자

다리를 놓기 시작했네.

옆에 있던 순례자가 말했지.

“노인장, 공연히 다리 놓느라

힘을 빼고 계시는군요.

여정이 끝날 테니

노인장은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않을 거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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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길에서 백거이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만

도 상당한 수확이다. 유병례 교수의 위 책 제4부 늙

음, 그 완성의 미학에 백거이의 시에 대해 여러 편

소개되어 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가까이 해야 할 시

인이다.

백거이가 이하강을 사이에 두고 룽멘석굴의 비로차

나불 등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 정경은 정말로 운

치가 있고, 여운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내리는

날에는 속세를 떠나 佛國에 와있는 분위기마져 있

었을 것이다. 멀리 한국에서 온 필자는 그러한 호사

는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애송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

서’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나 읊조리면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백제, 고구려 멸망 당시의 당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 고구려 멸망

시진핑이 중국몽을 거론할 때 漢唐盛世 그 증 당나

라를 모델로 하고 있다.

중국 한족들은 당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생

각하고 있는 듯하다. 

무측천이 황제라 일컫기 전 당나라 3세 고종은 부

왕 태종의 사망 후에도 그 위세를 등에 업고 나름

업적을 쌓기도 했다. 흔히 당태종과 무측천을 用人

無私를 한 황제라고 한다. 당태종이나 무측천이 한

족이 아니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胡人도 많

이 등용을 하였다. 현종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양귀

비도 한족이 아니라 호인출신이라한다. 안록산도

胡旋舞에도 능하였다. 결국 안록산, 사사명의 안사

의 난도 역시 서역출신 장군을 중용한 결과 무력이

막강하였지만 東突厥 통치에 이어 서돌궐을 멸망

시켰고, 태종 때의 공신 長孫無忌 등이 죽음을 당하

였다.  

그 당나라는 신라와 나당연합을 하여 백제, 고구려

를 멸망시키기도 하였다. 

신라와 연합하여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663년

일본에서 건너온 군대를 백촌강 (백마강의 하류)에

서 격파하여 당의 위세를 떨쳤다.

668년에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 때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이 많은 신하들과 함께

당나라에 끌려와 포로의 몸으로 땅에 엎드려 머리

를 들지 못하고, 고종의 질책을 받았다. 무측천이 고

종을 뒤에서 호령하였던 시기였다. 

깊고 넓은 시내를 건너 왔는데

어째서 저녁 무렵, 이렇게 다리를 놓으시는거요?”

다리를 놓던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들고 말했네.

“선한 친구여, 내가 오늘 지나온 길을 

뒤따르는 이들이 있소.

어느 젊은 이의 발이 이 길에 닿게 될 거요.

이 거센 물결이 내게는 별것 아니었으나,

아직 머리 검은 이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소.

그 또한 땅거미 속에서 이 길을 건너야 할 터이니.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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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여황제 무측천의 주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마

찬가지로 백제왕이나 충신들, 고구려의 많은 포로

가 되어 비참한 노예취급을 받았다. 궁녀 등 여인들

의 신세도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낙양성 뤄양의 남쪽은 룽먼산, 북쪽은 베이망 北邙

山산이라고 하였는데, 그들도 모두 北邙山에 묻혀

고혼이 되었을 것이다. 

북망산의 본래 이름이 망산이었는데 낙양 북쪽에

있다하여 흔히 북망산이라 부른다. 광의의 북망산

은 이로부터 정주까지 100여 km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중국의 속담에 “소주와 항주에 살다 북망

산에 묻힌다”는 말이 있을 만큼 천하의 명당으로 불

리는 곳이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아들로 당나라에

항복해 호의호식한 연남생, 역시 당나라에 항복해

백제 부흥을 꿈꾸었던 흑치상지도 이곳에 묻혔으니

우리 역사와도 인연이 깊은 곳이다.

낙양의 북망산은 도처에 무덤이 즐비해 ‘소가 누을

곳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사서에 이름이 오

르내리는 유명 인사의 것만해도 6천 여기에 달하는

데 이를 망산능묘군 邙山陵墓群이라 부른다. 

남도민요 성주풀이의 한 대목 ‘낙양성 십리허에 높

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

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에 나오는 낙양

성도 이곳을 배경으로 한 노래이다.

嵩山 소림사로

용문석굴 외에도 낙양에서 하루 만에 돌아볼 수 있

는 유적지는 등봉현에 있는 중악묘와 소림사를 들

수 있다. 등봉현에는 중국에서 성스러운 산으로 알

려져 있는 숭산이 있다.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13  페이지 289



290•제35호 부산법조

뤄양에서 숭산 소림사로 가는 길에 황하를 바라 볼

수 있었다.

대황하는 허난성에서 중악 숭산에 부딪혀 동북쪽으

로 방향을 틀고, 그 이전 진섬협곡을 남하한 황하는

서악화산에 부딪혀 동쪽으로 방향을 트는 황하의

유로라고 한다. 허난성의 황하연변 숭산은 중국 사

람들이 상고시대부터 섬겨오는 天神의 산이고, 황

하의 河神의 산이라고 한다.

숭산은 동서남북의 聖山 오악 중 중심이 되는 중악

이며 흔히 역사가들은 이곳을 중화사상•天命사상

의 발원지로 말한다. 중악에는 하늘을 받드는 천단

이 있다.

요•순•우 임금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치산치수를

전개했고, 周의 무왕이 太公望을 이끌고 포악한 임

금 은나라 紂를 허난성 牧野에서 치고 천하통치의

기반을 닦은 것도 숭산일대라고 한다. 허난성 대황

하는 몇십년 아득한 채 흐르다가 큰비라도 오거나

하면 몸통을 이리저리 휘젓고 방향을 바꾼다고 한

다. (김원경.시가 있는 중국역사산책3. 민족문화사)

중국 송대 시인 蘇軾 (자 소동파)이 지었다는 선시

‘녹는 눈 위에 남긴 기러기 발자국 雪泥鴻爪’가 있

다. 널리 알려진 시이고, 필자도 평소에 깊히 음미

하고 있었다.

김원경 교수의 위 책에 소식 시인이 허난성 繩池 三

門峽을 지나며 황하연변에서 지었다한다. 황하의

물이 기러기가 남긴 발자국이라고 그냥 둘리는 없

을 것이다.

소림사에 들러기 전에 永泰사-효문제의 영태 공주

를 위해 건립하였다-사찰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

였고, 곡차라고 하나 도수가 낮은 술이 나왔었다. 

일행들 모두 숭산 아래에 이르러 케이블카를 타고

숭산에 올라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올라가

서 벼랑사이로 나있는 가파른 돌산 길을 걸어면서

숭산을 조금 알게 되었다. 숭산은 규모가 굉장히 웅

장하고 규모가 엄청나게 큰 산이었다. 앞서 중국 오

악 가운데  중악 숭산이 가장 기가 세다고 하더니

얼핏 보아도 명불허전이었다. 깊은 바다에서 솟아

올랐는지 산정상 부근에 있는 바위에 파도 무늬 (波

痕)가 많이 보였다. 

소림사라고 하면 권법으로 유명한 절로 알고 있고,

달마대사와의 인연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 현지

인간의 한평생이 무엇과 같은 지 아느냐          

人生到處知何似

녹은 눈 위를 밟고 있는 기러기 발자국 같네      

應似飛鴻踏雪泥

눈 위에 우연히 몇 개의 발자국 남기고서         

泥上偶然留指瓜

기러기 날아가면 동인지 서인지 어찌 헤아리겠나 

鴻飛那復計東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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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와서 보았더니 소림사 자체보다는 소림사의

배경이 된 숭산이 더 유명하였다. 허난성의 중악 숭

산은 낙양과 정주를 잇는 삼각형의 정점 남쪽에 있

다. 중국에서는 태산을 동악, 화산을 서악이라 하며,

이곳 숭산은 중악이라 한다. 불교의 4대명산 또는

성산으로도 널리 알려진 산이었다.

잠간 다녀왔고, 글이 짧아 숭산을 묘사할만한 능력

이 없었는데, 김원경 교수의 위 책에 송대 구양수 시

인이 숭산에 오르면서 지은 시가 있어 인용해본다.

숭산은 산줄기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태실

산으로 봉우리가 36개 있다고 한다. 하 왕조를 열었

던 전설적인 성인 우는 처 두명에게 태실산과 소실

산에게 각각 살게 했다고 한다. 우는 황하의 치수공

사에 성공해서 비로소 세습왕조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 전설까지 들어보니 역시 이 주변이 중국문명

의 발상지라는 말이 과히 名不虛傳이었다. 숭산을

기리는 도교의 사당이 중악묘인데, 우리 여정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소림사가 불교사원이라는 점은 새삼 설명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가 이곳에서

9년동안이나 면벽 수행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소림사라는 절 이름은 소실산의 기슭인

소림에 세워졌기 때문에 붙여졌다. 말하자면 이곳

은 선종의 발상지인 셈이다. 소림사는 495년에 효

문제가 인도의 승려 발타를 위해 세운 절이다. 그곳

으로 남북조 시대 남조의 梁에게 실망한 인도의 승

려달마가 찾아온 것이다. 

소림사의 무승들이 당태종 이세민의 집권과정에 무

공을 세워 도왔기 때문에 왕조의 보호를 받아 최성

기를 맞게 되었다. 소림사경내에 있는 답에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적었다는 ‘民’자의 글씨도 있었다.

바라다 보여도 이르지 못하고      

望望不可到

가도 가도 굴곡의 바위 언덕길     

行行何曲盤

언덕에 오르니 다시 숲이 가리고    

一徑林杪出

천길 벼랑 끝에 보이는 이 구름뿐   

天涯雲下看

아지랑이 명멸하는 저녁 노을에      

烟嵐羊明滅

붉은 해는 봉우리 끝에 길게 사라진다. 

落照出峯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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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웅이라는 중국 판사 출신 법률가가 지은 ‘禪의

黃金時代’라는 책에 중국 당나라가 중국선종불교의

전성기라고 하고 많은 선사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 있다.

당나라에 선종불교가 극성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고, 소림사가 무술을 전공하게 된데에

도 이런 유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유감스럽게도 소림사의 가람은 청나라시대 한민족

이 반청복명의 거점으로 미움을 받아 거의 소실되

었다. 그뒤 청나라 멸망 후  군벌항쟁기 1928년에 석

우삼 石友三이라는 군벌에게 파괴되어 불타버리고

옛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맨 뒤쪽에 있었던

천불전과 백의전 곧 관음당만이 다행스럽게 불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둘 다 명대에 지어진 건물

이다. 천불전은 건물이 비뚤어지기 시작해서 수리

하고 있다.

소림사라고 하면 권법이나 무술로 유명한데 그 시

작은 천불전에서 이루어졌다 한다. 또 소림사는 경

내에 비석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塔林이 있는데 이곳은 역대 소림

사 승려들의 묘지다. 주지급들의 훌륭한 탑도 있으

며, 승려 몇 명이 함께 묻힌 공동묘지도 있다.

소림사 앞쪽에 소림약국이라고 소림사에서 경영하

는 약국이 있어 특이했다. 약사인 최홍림회원이 약

을 구입하는 것같았다. 

공산혁명시기나 문화혁명시기에 소림사는 박해를

받아 그런지 지금도 화려하게 장식한 사찰은 아니

었다. 소림사에 무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 TV

에서 보던 무술시범도 보여주었다. 허난성 숭산일대

를 중국사람들의 정신과 역사를 연 땅이라고 일컫

는 황하지대를 시에 담은 劉希夷  유희이의 시‘ 머

리 센 노인을 보고 슬퍼하며’(代悲白頭翁)가 있다.

그 시 가운데 절묘하게 대구가 되어 있는 年年歲歲

花相似, 歲歲年年人不同은 널리 회자되고 있다. 해

마다 피는 꽃은 비슷하여도, 해마다 사람은 자꾸 바

뀐다. 유한한 생명을 타고 난 인간의 엄숙한 숙명을

꽃의 유구함에 적절하게 비유 하였다. 하지만 이번

해에 피어있는 이 꽃도 지난해 피었던 그 꽃은 아닐

것이다.

焦作市 윈타이 云台山으로
2016.11.7.-정주-자오쭤시

정저우 鄭州에 있는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고, 홍지

회 회원 최병대교수님이 도착하였다. 베이찡에서

회의를 마치고 멀리 정저우까지 혼자서 대륙을 헤

매어 찾아와 합류하였다. 대단히 열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서 바라본 정저우 시

가지를 보아도 상당히 큰 도시였다.

현재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는 夏,商,管,鄭,韓 등

다섯 왕조가 도읍으로 삼아 중국 8대고도의 하나로

불린다. 정저우는 위치상 ‘중원의 중원’에 있어 역대

로 교통의 요지였다. 중국의 지도에서 정주를 찾아

보면 정저우를 원의 중심으로 산서성 태원, 하북성

석가장, 산동성 제남, 강소성 남경, 안휘성 합비, 호

북성 무한 섬서성 서안이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통팔달의 위치에 있어 ‘중

국 철도의 심장’ 또는 ‘중국 교통의 사거리’로 불리

고 현재도 고속철도가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유일

한 도시이였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계획표에 나와있는대로 자오쭤

시焦作市 윈타이 云台山으로 출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허난성(河南省) 자오쭤시(焦作市, 초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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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우현(修武县, 수무현) 경내에 위치한 산으로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이다. 주봉 수유봉(茱

萸峰)은 해발 1,304m이며 경내에 한헌제(汉献帝)의

피서대(避暑台)가 있다. 또한 위진(魏晋) 시대의 죽

림칠현(竹林七贤)이 은거하던 장소이며 수많은 명

인 묵객(墨客)의 비각(碑刻), 문물 등 풍부한 문화가

스며있다.

2004.2 UNESCO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

며 2007.5 국가 66개 5A급 여유경구의 하나로 지정

되었다한다. 

운대산은 높이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산 전체의

영역이 넓고 규모가 적지 않고 많은 계곡과 기암괴

석이 돋보이는 산이었다. 산입구에 들어가는 길에

입장하는 사람의 수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지하철입구 표검사하는 시설처럼 되어 있었다. 

죽림칠현이 살았던 시절에 은둔하기에 적합하였을

협곡이나 동굴도 많이 있었다. 산의 극히 일부만 산

책하였는데도 산의 위엄은 상당하였고, 높지는 않

았지만 걷기는 그리는 만만치 않았다. 

내려오면서 하산주라 할까 술을 한잔하면서 최홍림

회장이 안주를 샀는데, 가이더에게 물어보았더니

당나귀 고기라고 하였다. 생전 처음 당나귀 고기를

먹어 보았다. 

정저우에서 시안으로

중국횡단철도(TCR)를 타고

정저우에서 중국고속열차를 타고 시안으로 돌아왔

는데 고속열차가 내부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

고, 속도도 우리 KTX보다 훨씬 빨랐다. 중앙일보 중

국연구소에서 기획한 책 ‘중국의 반격’에 ‘세계시장

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는 중국 고속철도’라는

제하에 구체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중국 고

속철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일본 가와사키, 독일 지멘스, 프

랑스 알스툼 등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들여오기 시

작했다. 6년 만인 2010년에 시속 380km로 내달릴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급 고속철도 기술을 자체 개

발했다. 세계 고속철도 제작업계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짝퉁 아니야?”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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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고속철도 공사에 매진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는 무조건 고속전철을

깔았다. 2010년 말에는 1000km가 넘는 우한(武漢)-광저우(廣州)노선을 개통했고, 2011년 상반기에는 정저

우(鄭州)-시안노선, 상하이-베이징 노선을 각각 개통했다. 여기에 헤이룽장(黑龍江)하얼빈에서 창춘(長

春), 선양(瀋陽)까지 연결했고, 곧 베이징까지 이어졌다.

지금 중국 고속철도의 길이는 1만8000km정도다. 전 세계 고속철도의 절반이상이 중국에 깔려 있다.

이전에 페루의 리마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를 연결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중

국이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러한 저력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몇 달전에는 베이징-상하이 구간을

운행하는 중국고속철이 9월부터 시속 350km시대를 연다고 신문보도가 있었다. 최신 개발된 고속철 ‘푸싱

(復興)호 7편을 투입한다고 했다. 현재 최고운행 속도는 후진타오 시대 개발된 허세(和諧)호의 시속300km

이다.

이창주 씨가 지은 ‘일대일로의 모든 것’(서해문집 출판사)에 의하면 이번 여행에서 우리 일행이 탔던 고속

철이 바로 중국횡단철도(TCR)이었다.

장쑤성(江蘇省) 렌윈강(連雲港)에서 출발하여 황투공원과 허시후이랑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노

선이었다. 중국 장쑤성 바다가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중국횡단철도(TCR)는 중국의 일대일

로 계획의 대표적인 로선의 하나였다.

차제에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대당공정에 대해 읽은 자료도 인용해봅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대당공정

중국의 최고통치자는 외교와 국내정치에서 추구할 목표와 이념을 제시하고 있어 왔고, 그 모델을 역사 속

에서 찾아 고사 성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모택동이 “大破代立(크게 부수고 크게 세운다)”라는 패권적 외교 전략을 썼고, 등소평은 “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남몰래 실력을 쌓으며 때를 기다린다)”를 외쳤다면, 강택민은 “有所作爲

(필요한 일에는 적극 참여한다)였다. 胡錦濤는 ‘和平崛起(평화롭게 발전한다)‘와 ’和諧사회의 추구”를 내걸

었다. 習近平은 대외적으로 ‘主動作爲(해야 할 일은 주동적으로 한다)를, 대내적으로 중화자손의 공통된

꿈(中國夢)으로 ’중화부흥‘을 제시하여 한족을 포함한 56개 다민족 국가의 통일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사회

통합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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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시진핑은 여러 차례에 거친 그의 연설내용

들을 보면 秦통일 후 盛唐까지를 간혹 지목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주로 당을 모델로 삼았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성당은 중화민족이 세계를 앞서 영

도하던(領先于世界的中華民族)시대였고, 이런 국

세는 다민족의 화합과 협력이 전제된 것이라 보고

있는 듯하다.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실크로드경제띠와 21세기해상

실크로드<絲綢之路經濟帶 和 21世紀海上絲綢之

路>라는 경제동맥을 건설하여 대당제국시기 70여

개국이 조공하듯이 세계각국이 중국을 찾게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정책 목표를 大唐工程이

라 지칭하기도 한다.

2017.10.25. 시진핑 집권2기가 출범하였고, 중국은

시진핑의 천하가 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 사

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겠다(奮發有爲·분발유위)'는 공세적

중국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시진핑은 트

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

했다. 그는 또 6·25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 지도층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만 쳐다보지

말고, 중국이 우리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를 의식하고, 우리의 생존 전략을 더 고민해야 할

때다.

서안에서 부산으로 
2016.11.8.

홍지회 회원들이 좋은 여행코스를 선택하여 중국을

알려면 반드시 가보아야 할 화산, 뤄양, 룽멘석불,

숭산, 정저우 등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수고하신 홍지회 조옥영 회장, 설종국 총무, 허선희

총무보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홍지회 회원님들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많이 받은 사

람들이라 이번 여행 길에 나설 수도 있었으니 다음

에 가실 분들을 위해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여야 하

겠습니다.

소동파는 우리 삶을 눈위의 기러기 발자국 鴻爪이

라고 읊었습니다. 우리 회의 이름자체가 鴻志會입

니다. 이나라 이 사회를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하고

가야할지 鴻志를 가져보기도 합시다.

그 일환으로 우리 회원분들이 중국을 알아야 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라고 명백하게 인식하기로

합시다.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13  페이지 295



폴란드 
자동차 여행

글● 이태원 변호사 

쇼팽의 나라

폴란드

아침 7시 이른 새벽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은 뒤 공항 환

전소로 가서 가지고 온 유로를 즈위티로 환전했다. 아침도 먹어야 하고 바로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려면 현지 화폐가 필요했

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서는 미리 통행권을 구입하여 창에 붙이고 다니는 시스

템이라 국도와 고속도로가 아무데서나 쉽게 연결됐지만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

구간 마다 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통하지 아니고서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이다. 1 즈위티는 대략 우리돈 300원정도이지만 한국에서 유로를 가지고와서

급한대로 공항에서 환전을 하다보니 약간 비싸게 환전을 한 셈이다.

한국에서 렌트카를 예약할 때 현지 로칼 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에서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었던 대로 공항 2층으로 가서 렌트카 수속을 했다. 인터넷에서 받았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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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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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예약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었지만 약간 고액

의 카드 디파짓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별

수 없이 600유로정도의 돈이 결재한 카드에서 예치

금으로 잡혔으나 나중에 렌트카를 무사히 반환한

후에 모두 돌려받았다. 허츠 에이비스 등 이전까지

이용하던 국제적 규모의 업체와 달리 현지 지역 업

체를 이용한 경우라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다른 문

제는 없었다. 렌트카를 찾으러 지하 주차장으로 가

니 날렵한 느낌이 드는 신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행거리를 보니 아직 1만킬로도 지나지 않은 상태

였다. 한국에서 가지고온 톰톰 네비게이션을 장착

하고 앞 뒤 거울을 맞추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폴란드는 나라 전체가 쇼팽을 기념하는 것처럼 공

항의 이름부터도 "바르샤바 쇼팽 공항(Warsaw

Chopin Airport,  Lotnisko Chopina Warszawa)"으로

시작한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프레드릭 쇼

팽(Frederic Chopin, 1810~1839)은 바르샤바 근교

에서 프랑스인 아버지 니콜라 쇼팽과 폴란드인 어

머니 유스티나 크자노프스카 사이에서 태어났다.

쇼팽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폴란드로 이주한 프랑

스인이었고, 어머니는 폴란드인이었기 때문에, 엄

밀한 의미에서 쇼팽의 모국은 폴란드지만 쇼팽의

조국 즉, 할아버지의 나라는 프랑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쇼팽은 바르샤바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

터 집에서 쓰던 폴란드어로 말하고 생각했을 뿐 아

니라, 쇼팽은 1826년 바르샤바 음악원에 입학하였

으며, 1829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발표하고 빈에

서 연주회를 열어 이름을 떨치자, 유럽 여러 나라로

음악공부와 연주 여행을 떠났는데 1830년 프랑스

로 떠날 때 폴란드의 흙을 가슴에 품고 갈 정도였다.

프랑스에 있으면서도 당시 3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

던 폴란드의 독립을 그 누구보다도 바랐고 바르샤

바에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위한 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누구보다도 지지했으며 사후에 그의 몸은 프

랑스에 묻혔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심장만은 바르

샤바 성십자성당에 묻히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의

전통 춤곡인 마주르카(Mazurka)를 자신의 음악에

도입하고 폴란드식 클래식 음악인 폴로네즈(Polon-

aise)를 많이 작곡하여 자신이 폴란드인임을 음악적

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볼 때 쇼팽은 분

명 폴란드 사람이다. 그래서 인지 쇼팽의 폴란드식

발음이 호핀임에도 폴란드인들은 그냥 쇼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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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 같다.

바르샤바에는 쇼팽 박물관이 있지만 그 말고도 도

시 곳곳에 쇼팽의 흔적이 있어서 바르샤바라는 도

시 전체가 쇼팽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쇼팽과

관련지어 특별히 가볼만한 곳은 역동적이고 시적인

쇼팽 동상이 있는 와지엔키 공원(Łazienki

Krolewskie)이다. 와지엔키 공원의 아름답고 오래된

숲길은 쉬거나 걷기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와지엔키 공원의 쇼팽 동상은 거의 한 세기 전인

192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쇼팽 사후 40년인 1889

년에 벌써 쇼팽 동상 건립이 제안되었지만 당시 러

시아정부가 바르샤바를 관할했던 탓에 추진하지 못

하다가, 나라를 되찾은 후 쇼팽 조각 콘테스트가 열

렸다. 여러 작품중 흔들리는 버드나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쇼팽의 모습을 담은 동상이 최종 선

정되어 지금의 와지엔키 공원에 설치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바르샤바를 점령했을 때

그 동상을 폭파시켜버렸다. 현재의 동상은 전쟁이

끝난 후 1958년이 되어서야 남은 파편을 어렵게 찾

아 복원한 것이다. 

쇼팽 동상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 다음

해인 1959년부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일요일 오

후 12시와 4시에 두 차례 이 특별한 쇼팽 동상 아래

에서 쇼팽의 음악만이 연주되는 쇼팽 콘서트가 개

최되고 있다. 지금은 10월이라서 쇼팽 동상을 지켜

보며 나만의 콘서트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 쇼팽 동

상이 자리한 곳에 하얀 천막이 설치되고 그랜드피

아노가 놓이고, 피아니스트들이 쇼팽 음악을 연주하

게 되면 쇼팽 동상은 미리 콘서트를 예견하고 만들

어진 듯이 아주 딱 맞는 분위기가 되어 자연스레 연

주자들을 돌아보며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을 연

출해 주는것 같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쇼팽의 피아

노곡을 상상하며 잠시 여행의 피로를 치유해본다.

종교적 수도

체스토호바

바르샤바 시내를 벗어나 폴란드의 농촌으로 차를

달렸다. 차창밖으로 차례로 펼쳐지는 폴란드의 전

원풍경은 풍요롭다. 푸른 숲과 드넓은 초지가 끊임

없이 전개되고 달리고 달려도 높은 산은 보이지 않

는다. 폴란드라는 국명은 Po와 land의 합성어로 평

원(pole)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족적으로는 슬라브

족의 일파로 중세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뒤따라서

가장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에 속하는데 평원

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폴라브족(Polab)으로 묶

을 수 있다. 차창 좌우에 펼쳐진 넓고 비옥한 들판

을 보며 천혜의 자연환경이 한 나라의 성립과 발전

에 끼치는 영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었다.

바르샤바에서 3시간 정도 차를 달려 체스트호바에

도착했다. 체스토호바는 폴란드 남부의 바르타

(Warta) 강 유역에 있는 도시로, ‘빛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야스나 고라(Jasna Gora)라고 부르

고 정식명칭으로 ‘성 바울로 은수자회 수도원’이 있

는 곳이어서 세계각지에서 해마다 4~5백만의 방문

객이 모여드는 순례와 관광의 중심지다. 야스나 고

라 수도원에는 유명한 검은 성모(마돈나)의 초상화

가 모셔져 있는데 ‘검은 마돈나’(Czarna Madonna)

는 많은 기적을 행하여 폴란드의 여왕으로 숭배되

고 있다.

폴란드는 가톨릭 신자가 국민의 90%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폴란드는 10세기 후반에 가톨릭을 받아들

였는데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임으

로써 종교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이후 같은 슬라브

족끼리 동ㆍ서로 갈라져서 패권다툼을 벌이는 계기

가 된다. 처음에는 폴란드왕국과 리투아니아의 연

합으로 폴란드가 잠시 우위를 차지했으나 프로이센

에 이은 강력한 독일과 제정 러시아의 등장으로 폴

란드는 수세에 몰렸고 결국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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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틈바구니에서 여러 번 분할통치를 받게 되고 한때 유럽의 역사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야스나 고라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폴란드 가톨릭 최고의 성지로서 국가의 독립과 안정을 염원하

는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으니 야스나 고라가 있는 체스트호바는 폴란드의 정신적(종교적) 수도

라고 부를 만하다. 

수도원 좌측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앞서 가고 있다. 길 양측에 만국기가 게양된 곳

으로 걸어가니 수도원 중앙에 야스나 고라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있는 종탑이 보인다. 수도원 서쪽문을 지

나 중정에 들어서자 바실리카 성당이 나오고 바실리카 성당 앞쪽으로 나가니 수도원의 입구인 정문이 서

있다. 돌로된 문 중앙 벽에 ‘검은 마돈나’를 본 뜬 마리아의 초상이 있고 맨 위에 날개 달린 대천사 미카엘

의 석상이 칼을 들고 있다. 성당안으로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

당 내부는 백색 주조에 금빛이 가미된 바로크 양식이고 기둥은 자줏빛이다. 천장에는 마리아 행적을 기록

한 프레스코화가 있고 천장에서 제단으로 이어지는 은빛 장식은 눈이 부시도록 현란하고 대리석의 주 제

단은 황금색 조명을 받아 빛난다. 바실리카 성당과 벽을 맞댄 옆건물이 수도원의 핵심 건물인 ‘검은 마돈

나’의 채플이다. 처음 목조 성전으로 출발한 채플은 여러 번 증축, 개장을 거쳐 바로크로 양식으로 바뀌었

다. 채플의 ‘검은 마돈나’를 모신 제단 부분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쇠창살로 격리되어 있고 공개가 되지 않

는 동안이면 성화는 은으로 만든 덮개로 덮이게 된다. 덮개가 열리는 시간에 북과 트럼펫 팡파르에 맞춰

덮개가 천천히 올라가는 장면도 볼만한 구경꺼리라고 한다.

‘검은 마돈나’의 채플에 보관된 초상화를 바깥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성당 중앙 외벽에 벽화로 만들어

놓고 있다. 원화를 그대로 복제한 사본이고 실물 초상화는 아니지만 약간 검은 형태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

고 있다. 다들 "검은 성모상"이라 부르지만 폴란드인들은 단지 체스토호바 성모상(Matka Boska Czesto-

chowska)이라고만 부르는데 성모의 얼굴과 손 색깔이 검은 것은 초상을 보관하고 있던 성당을 화재로부

터 구해 내면서 그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13  페이지 299



300•제35호 부산법조

성모상은 동방 정교회의 성화상에서 잘 알려진 보

편적이고 전통적인 형상 즉, 호데게트리아

(Hodegetria)의 구도를 하고 있다. 호데게트리아란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란 뜻으로 그림에서 마리아

는 안고 있는 예수를 오른 손으로 가리켜서 자신에

게 오는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 즉, 구세주임을 알리

고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백합 문장이 있는 겉옷

을 입고 있고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는 왼손

으로 복음서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앞을 향해 뻗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당은 초기에 간소한 목조 건축이었는데 성모상에

대한 신앙이 두터워지면서 여러 차례 증축으로 규

모가 크게 확장되었고 17세기 중반에는 수도원 주

위에 성벽이 쳐지고 아울러 전투장비까지 갖추어

‘성모 마리아 요새’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1655년에

는 4만 명의 스웨덴 군대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바르샤바와 크라쿠프까지 점령당했던

전쟁에서 아우구스틴 코르데츠키(Augustyn Ko-

rdecki) 신부의 영도로 끝까지 수도원을 지켜냄으로

써 폴란드 국민사이에 검은 성모의 기적이라는 믿

음을 주었고 국난을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듬

해 폴란드 국왕은 성모 마리아를 폴란드 여왕으로

선언하고 야스나 고라를 국가의 정신적 수도로 지

정하였다. 그 후에도 성모는 환자의 치유 기적까지

보여주며 폴란드 분할기간 내내 통일 기원의 표상

이었고 1920년 바르샤바를 공격하려던 소련군을 물

리쳐 ‘비스와 강의 기적’을 보였으며 나치 점령과 냉

전 중 저항의 중심이 되었다.

수도원 중정 앞마당의 계단을 통해 수도원 성벽 위

에 설치된 방어 테라스로 올라갔다. 수도원을 일주

하는 4각형 구조의 성채를 한 바퀴 돌면 견고한 성

벽과 높은 감시탑 등을 갖춰 그 자체로 훌륭한 요새

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의 전모가 드러난다. 정 사

각형 가까운 네 모서리마다 예리하게 밖으로 돌출

된 마름모꼴의 방어거점을 두고 있으며 방벽 안쪽

에는 성당과 수도원, 병기고 등 여러 건물이 둘러싸

여 있고  밖에는 푸른 나무가 무성하다.

넓은 공원을 이룬 앞쪽의 붉은 성벽위에는 밖으로

돌출돼 행사 때 의식이 진행되는 야외제단이 있다.

높은 철주에 케이블로 매달린 모습으로 설치되어

화려하게 장식된 제단 아래로 시원하게 펼쳐진 잔

디밭에는 미사 때 쓰였던 하얀색 의자가 줄지어 배

치되어 있다. 3월3일의 폴란드여왕 마리아축제, 8

월15일의 성모승천 대축제, 8월26일의 쳉스토호바

성모축제, 12월8일의 성모 마리아의 수태축제도 모

두 이곳에서 진행되는데 나치 독일의 점령 중 히틀

러는 야스나 구라의 순례를 금지시켰으나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9월 8일, 성모 마리아 탄생축일을

기해 백 오십만의 인파가 언덕 일대를 가득 메웠다

고 한다. 성벽 동남 모퉁이 돌출 부분에는 스웨덴 전

쟁에서 수도원을 지킨 코르데츠키 신부의 동상이

서있으며 북쪽 모퉁이 돌출 부분에는 동쪽 광장을

바라보며 오른 손을 높이 든 요한 바오로 2세의 동

상이 서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78년 10월 16일

폴란드인으론 처음으로 교황에 선출된 일은 폴란드

현대사에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여 동유럽, 소비

에트 체제가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단초가 됐다. 교

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부터 네 번에 걸쳐 야

스나 구라를 방문함으로서 2차 대전 후 동서 분단

질서를 바꾸게 되었는데 특히, 1991년 이곳에서 집

전한 제6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미사에

는 35만 명의 젊은 신도가 모였으며 기간 중 참가한

숫자만도 160만에 달했다고 한다. 

정원에 내려와 한동안 다시 성모상을 살펴보다가

수도원 서쪽으로 가니 당시 무기고였던 부분까지

합쳐 박물관으로 된 건물이고 그 아래 지하실에는

기념품매점이 있는데 의외로 규모가 작다. 모퉁이

돌출 부분으로 올라가니 스웨덴 군과 전투하던 시

절의 대포 3문이 전시돼 있어 당시 수도원이 정말

로 치열한 격전의 요새였음을 잘 대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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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아우슈비츠

오시비엥침

나치 독일이 2차세계 대전 당시 세운 유태인 강제 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곳이 아우슈비츠다. 지금

의 폴란드는 당시 독일식 지명이던 아우슈비츠를 오시비엥침(Oswiecim)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곳에 박

물관을 만들어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된 이름은 '아우슈

비츠-비르케나우 나치 독일 강제 말살 수용소 (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

termination Camp)'이다. 즉,  1940년에 세워진 제 1수용소가 ‘아우슈비츠’이며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

해 1941년에 지어진 제 2수용소가 '비르케나우'이다. 이 두 수용소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제 2수용소

는 제1수용소와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다.

수용소에서 희생된 이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치의 인종말살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히틀러는 민족우월주의에 빠져 아리안족의 순수혈

통 보전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이에 해가 된다는 죄목으로 가장 혐오시한 유대인들을 처단하고 나치 젊

은 장교와 금발 독일처녀의 우생학적 결혼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2차 세계 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

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민족의 숙원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인종차별주의는 원래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결과로써 그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처음 수용소에 도착한 희생자들은 남자, 여자와 아이로 분류되고 다시 남자들도 건강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분류됐다. 그중 건강한 남자들은 주로 제1수용소에 수감되었고, 노인이나 아이 등 노

동력이 없는 이들은 거대한 제2수용소로 보내졌고 거기에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가스실로 보내졌다. 제1

수용소로 보내진 이들도 물론 오래 살아남지 못했고 대부분이 고된 노동과 굶주림으로 몇 개월 내에 목숨

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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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비엥침으로 가는 길 주변은 대부분 평야, 한적

한 시골집들이었다. 오시비엥침이 가까워지자 기찻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황량한 분위기의 오시비엥

침역이 나타났는데 역사는 너무 조용했고 겉모습은

한적한 우리 시골 역사와 비슷했다. 오시비엥침역

에는 모든 유럽 국가들, 저 멀리로는 노르웨이의 오

슬로(Oslo), 남쪽에 있는 그리스에서도 유대인들을

태운 기차가 들어왔을 것이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

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아우슈비츠 수용

소로 끌려왔기 때문에 아우슈비츠까지 오는 도중,

열차 안에서 사망한 이들도 더없이 많았다. 

제1수용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차료 10즈워티를

받았다. 이미 많은 차량이 넓은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박물관으로 걸

어갔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3시 이후에 입장하면 개인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는 투어를 이용해야 한다. 투어를 이용할

경우 30 즈워티의 투어비를 지불해야 한다. 입장료

는 무료라고 하지만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리면 안

되고 무료라고 하더라도 무료 입장권을 사야만 한

다. 입장권을 내고 입장을 하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다가오더니 집사람의 가방이 너무 크다고 입장불가

라고 말했다. 그냥 보통의 크기의 핸드백으로 별 문

제가 없어 보이는 데도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 나중

에 입장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니 들고 들어갈 수 있

는 가방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뒤로 매는 배낭식 가

방은 크기와 무관하게 들고 들어갈 수 없고 옆으로

메는 가방의 경우, 정확한 규격은 30x20x10cm였다.

A4 크기 이하의 것은 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서 백

팩을 메고서 관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

기 어려웠고 짐을 맡기는 곳이 출입구 옆에 없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개인에게 입장료를 안 받기는

하지만 매표소에서 무료 입장권을 사와야 하는 것

도 불편하기 그지없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제1수용소 입구 문위에 아우슈비

츠 수용소 때문에 유명해진 글귀가 보인다. '노동을

하면 자유롭게 된다(Arbeit macht Frei)'라는 글씨인

데 자세히 보면 제일 앞 단어의 세번째 알파벳 'B' 모

양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거꾸로 뒤집

힌 B이다. 당시 이 글자를 새겼던 희생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저항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노동

으로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이며 기만이

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강제 노동을 해도

자유는 없었고 죽음만 주어졌기에. 

수용소 안쪽으로 들어가니 희생자들을 수용하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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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각 동 사이에는 망루로 된 감시초소가 만들어져 있고 밖에는 몇 겹의 철조

망이 세워져 있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하게끔 고압의 전기가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건물안에는 희

생자들이 이곳으로 끌려올 때 신었던 신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가방, 잘려진 머리카락, 안경 등이 각 방마

다 끝도 없이 쌓여져 있어 충격을 준다. 다른 건물로 차례로 이동해 안으로 들어가자 당시의 잔혹함이 기

록된 문서, 현장을 찍은 사진, 전범재판 등의 증거 등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곳의 존재 이유와 당시 희

생자들이 겪었던 당시의 참상들을 전해주고 있다. 샤워실을 가장한 가스실 등 차마 눈으로 지켜보기가 힘

들 정도였고 건물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소각로는 희생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끝에 마지막으로 보내진 장소라서 그런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독일은 종전 후 뼈아픈 역사를

철저히 반성을 하고 세계에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침에 숙소를 나설 때만 해도 날이 좀 흐렸는데 막상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푸르

던 하늘이 사라지고 날마저 어두워진 채 비극적인 현장에 있노라니 어쩐지 더욱 슬픈 분위기가 만들어졌

다. 여행의 큰 묘미는 우선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을 꼽을 수 있을 것인데 이곳은 흥미롭다거나 재미있었

다고는 말할 수 없는 곳이다. 사실 이곳을 거닐던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서 기분 좋게 구경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폴란드 여행시 이 수용소만은 한 번쯤 꼭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슬프고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곳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여행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수도

크라쿠프

오시비엥침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도시는 폴란드의 크라쿠프(Krokow)이다. 17세기

초, 바르샤바(Warsaw)가 새로운 수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던 곳인데 오시비엥침에서

50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폴란드는 중부유럽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와 벨라루스, 북쪽으로 리투아니아, 러시아, 발트 해와 마주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 포위된 형국의 지리적

인 위치와 넓은 평야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수많은 침략전쟁의 대상이 되었으니 자연히 국경선도 역

사적으로 여러 차례 바뀔 수밖에 없었다. 중세 폴란드 왕국은 원래 지금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좀 더 동쪽으로 확장된 넓은 영토를 가졌었고 지금 서쪽으로 확장된 폴란드 영토는 2차 대

전 후 독일의 패망으로 독일에서 편입된 곳이 대부분이다. 크라쿠프는 그런 폴란드 왕국 최전성기의 수도

로서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과 더불어 중부 유럽의 로마를 꿈꾸는 문화의 중심지였다. 

크라쿠프(Krakow)는 16세기 말 스웨덴을 견제할 전략적인 목적으로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변방도시 바르

샤바로 천도하면서 폴란드 제 2의 도시로 전락되어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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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국토 대부분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여 국민 6명

중 1명이 희생되는 절망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크라쿠프는 전쟁 중 독일군 사령부가 있었던 까닭

에 다른 도시와 달리 나치의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

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다행히 연합군 측도 문화적

으로 가치가 높은 이곳의 공격을 자제한 덕분에 중

세 때 건축된 300개가 넘는 역사적인 건축물, 50여

개의 교회, 30여개의 박물관 등 세계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크라쿠프 구시가지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세워진 건물이 하나도 없이 아직까

지도 중세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특

별한 지역이다. 

크라쿠프로 들어오는 길가에 유유히 흐르는 비스와

강과 바벨성이 보인다. 크라쿠프 구시가지에서 크

라쿠프 중앙시장 광장 주변 길가에 있는 주차공간

에 코인을 넣고 주차를 했다. 저녁8시부터 아침 8시

까지는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크라쿠프 구시가지 둘레에는 녹지가 있어

산책하기에 좋고 자연스럽게 외부와의 경계 구실을

해준다. 수목 터널 형태의 오솔길을 이리저리 거닐

다가 구시가지 안으로 들어갔고 과거로 여행을 떠

나는 즐거운 기분을 만끽하는 사이 넓은 크라쿠프

중앙광장(Rynk glowny)이 나타났다. 유럽의 중세

광장중에서는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다음으로

넓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귀족들의 사교장으로 활용

됐고, 지금도 옛 크라쿠프 귀족들의 저택이 줄지어

있는 광장 주변은 노천 까페의 천국이다. 

다음날 오전에는 다시 녹지를 통과해 구 시가로 들

어가는 초입인 플로리안 게이트와 망루 쪽으로 향

했다. 플로리안 게이트는 중세시대 3km에 이르는

바비칸 성벽의 8개 문중 유일하게 남은 성문이다.

플로리안 게이트에서 곧게 뻗어 내려가면 크라쿠프

중앙시장 광장(Rynek Głowny)에 이르는데 길가

에는 각종 상점과 카페, 식당이 밀집해 있어서 생동

감이 넘친다. 가게에 들러 추억이 될만한 소중한 기

념품을 사고 중앙시장 광장에 이르러 직물회관, 구

시청사 탑, 성 마리아 성당 등을 촘촘히 돌아봤다.

어제 외관만 잠깐 본 직물 회관(Sukiennice)은 광장

의 정중앙에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상아

색 건물이다. 크라쿠프 중앙시장 광장의 랜드마크

라고 할 수 있는 명소로 13세기경 중앙시장 광장이

형성될 때부터 함께했다는 아주 역사가 깊은 건물

이다. 당시 직물과 의류를 거래했던 곳이니 간단히

말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2층은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1층에는

각종 직물, 기념품, 수공예품을 팔고 있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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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재래시장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직물회관 옆에는 옛 시청건물의 탑이 남아있고 직물 회관 앞에

폴란드의 민족시인 아담 미츠키에비치(Adam Mickiewiczowi) 동상 당당히 서있고 그 옆으로는 13세기에 건

립된 고딕 양식의 성모 마리아 성당(St. Mary's Basilica)이 있어 크라쿠프 구시가지 어디에서나 보일 만큼

우뚝 솟은 쌍둥이 첨탑을 자랑하고 있다.

광장 주변의 역사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예쁘게 치장한 상점과 카페에도 들리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남

쪽으로 내려갔다. 제법 숲이 울창한 공원을 지나니 높은 언덕 위 빨간 벽돌의 성벽이 보이기 시작한다. 바

로 바벨성(Wawel Royal Castle)이다. 바벨이라고 불리게 된 연원에는 용의 동굴인 석회암동굴에서 유래했

다거나 비스와 강이름에서 유래했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나 어쨋든 성경에 나오는 "바벨(Babel)"탑

과도 발음이 비슷해서 매우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 것은 사실이다. 

성벽을 따라 올라가 바벨성 입구에 도착했다.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탁 트인 전경이 가장 먼저 나의 동공을

자극한다. 아주 높지는 않아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덕분에 성벽 위로는 크라쿠프 시내, 아래로는 잔잔한 비스와 강과 잘 정돈된 공원이 보인다. 바벨성에는 11

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폴란드 왕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뒤에는 바벨 대성당이 있다. 바벨성은 광

활하다는 느낌이 떠오를 만큼 넓고 푸른 정원이 앞쪽으로 어우러져 있다. 바벨성의 정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역시 눈으로 보는 즐거운 느낌까지 담기에는 사람의 눈보다 카메라가 많이 부족

하다. 바벨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바벨성 모형 앞으로 다가갔다. 모형 주위는 언제나 사진을 찍으

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다행히 모형이 있는 위치에서 지그문트 종탑을 중심으로 한 대성당과 바벨성

이 푸른 정원 뒤로 펼쳐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겼다.

바벨성 앞쪽을 내려가 오래된 성벽 위에 서니 높은 언덕에 위치한 덕분인지 크라쿠프 시내가 한 눈에 보이

고 그 앞으로는 한 굽이 돌아 잔잔하게 흐르는 비스와 강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진다. 비스와 강에 한가

로이 떠있는 유람선을 바라보며 언덕을 따라 걸으니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시원함에 날아갈 듯하다.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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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히 내려다보이는 바벨성 밑에 잘 정돈된 공원에

는 관광객이 모여 있고 그 앞에 용이 살았다고 전하

는 동굴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바벨성 밑에는 용이 살았는데, 양과

처녀를 잡아먹으며 농민들을 괴롭혔다. 많은 용감

한 기사들이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했는데 크라쿠

스(Krakus)라는 소년이 골칫거리인 사악한 용을 없

애겠다고 나섰다. 한낱 구두수선 견습공에 불과한

크라쿠스가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힘이 아니라 기지를 발휘해서 용을

처치했다. 크라쿠스는 죽은 양 한 마리를 구해 배를

갈라 몸 안에 유황을 넣은 후 다시 봉하고 밤에 용

이 사는 동굴 입구에 가져다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에 잠에서 깬 용은 예상대로 죽은 양을 덥석 집어

먹었고, 곧 뱃속에서 불이 나자 강물을 삼켜 뱃속 불

을 끄려고 했지만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크라쿠스

는 영웅이 되어 공주와 결혼하여 왕국을 물려받았

고, 용의 동굴 위에 성을 세운 후, 그 도시를 크라쿠

스의 이름을 딴 "크라쿠프(Krakow)"로 부르기 시작

했다고 한다.

이렇게 크라쿠프라는 도시가 생기는 데 결정적 역

할을 한 용은 폴란드말로 "바벨 용(Smok Wawelski,

Wawel Dragon)"이라 불리는데. 지금은 바벨 성과

크라쿠프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바벨 성 안 건물

에도 초록색 용 머리가 여기저기 달려 있고, 바벨 성

아래 용의 동굴 입구에는 입에서 불이 뿜어내는 용

의 동상도 세워졌다. 

바벨 용은 기념품가게는 물론 도시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도시의 가장 중요한 상징임

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한 도시를 여행을 하면서 그 도시의

명소를 모두 훑어보기는 힘이 드는 까닭에 여유로

운 가운데 무언가 낯선 새로움을 만나는 것이 여행

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이틀 머물면서 크

라쿠프를 여행하더라도 이 도시에서 용이 가지는

의미를 자연히 알게 되었다면 크라쿠프 여행의 진

면목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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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의 파리

바르샤바

폴란드의 여러 소도시를 돌고 돌아서 밤늦게 바르

샤바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구시가지 인근의 아

파트 숙소에서 일어나 차를 몰고 바르샤바의 최대

매력인 구시가지로 가서 입구에 마련된 노변 주차

장에 차를 주차하고 바르샤바 역사지구로 걸어갔다.

구시가지 초입에는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천도

한 지그문트 3세의 바사 기둥(Kolumna Zygmunta III

Wazy)을 중심으로 넓은 광장이 나오고 뒤로는 바르

샤바 왕궁(Zamek Królewski w Warszawie)의 붉은

벽돌 색깔의 지붕 등이 인상적이다. 마치 타임머신

을 타고 중세로 되돌아간 착각에 빠져 들게 만든다.

바르샤바는 1611년 크라쿠프에서 천도하여 폴란드

의 수도가 되었고 이후 발전하여 북쪽의 파리로 불

리며 폴란드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대

전이 끝나가던 1944년 독일군 점령하의 바르샤바의

시민들은 독일군을 상대로 두 달여에 걸친 시가전

을 벌였으며, 독일군의 보복으로 도시는 철저히 파

괴되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는 종전 후 시민들의

땀방울로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복원되어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건물의 양식부터 벽돌 하

나 틀리지 않고 오랜 세월을 버틴 것처럼 바랜 색감

을 칠하고 자연적인 균열까지 넣어서 정교하게 작

업하여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느껴지도록 만든 새

것들이 큰 감동을 가져다줬다. 

바르샤바 역사지구 안쪽 골목길을 들어가자 14세기

양식의 성 요한 성당이 나오고 수많은 카페와 노점

상들로 붐비는 시장 광장(Old Town Market Place)

에 이른다. 광장 사방에는 중세풍의 건물들이 줄지

어 늘어서 있고 중앙에는 인어 동상이 서 있다. 현

지에서 시렌카(Syrenka)라고 하는 인어 동상은 가

슴을 드러낸 예쁜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손에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바르샤바를 수호한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옛날 폴란드 해협 근처를 헤

엄쳐가던 인어가 바르샤바 근처에서 욕심 많은 뱃

사람에게 붙잡혔고 인어의 미모와 노랫소리에 마음

을 빼앗긴 바르샤바의 한 어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인어를 풀어줬고, 그 후로 인어는 감사한 마음에 칼

과 방패를 들고 바르샤바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네모반듯한 광장안 중세풍의 건물앞으로 예

쁜 카페들이 들어서있는 모습은 마치 동화속에 나

오는 도시같다는 생각을 준다. 잠시 광장에서 여유

롭게 지내다가 광장 바깥으로 통하는 골목으로 들

어가니 비슷한 건축양식의 주택들이 연이어 나타났

다. 주택들 끝자락에는 폴란드 영욕의 역사를 담은

중세의 성터와 유적들이 복원되어 있는데 구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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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성곽도 모두 새로 쌓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 않거나 걸으면서 쉬고 있는 성벽에 서서 바라보

는 성 밖 풍경은 고졸한 멋이 있다. 바르샤바 구시가

위로 계속 걸어가 그 끝에 있는 퀴리부인 생가에 위

치한 박물관을 관람하고 다시 광장으로 돌아 왔다.

구시가지의 광장을 나와 남쪽으로 내려가니 근엄한

복장의 근위병과 두 마리의 사자상이 지키고 있는

라지비우 궁전이 나타난다. 광장 중앙의 말을 탄 동

상이 눈에 띄는 라지비우 궁전은 원래 라지비우가

의 저택이었는데 왕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지

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어 현재는 대통령 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어서 쇼팽의 심장이 묻혀있는 성십

자가교회와 바르샤바 대학이 보인다. 바르샤바 대

학은 11개 학과가 있는 가장 오래된 종합대학으로

1818년에 쇼팽이 다녔단 음악학교 자리에 세워졌다.

대학이라고 알려주는 거창하고 요란한 정문은 따로

없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오고 가는 모습에 캠퍼스

임을 저절로 느끼게 해준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깔끔하게 손질된 정원 여기저기 벤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앉아 조용하게 책을 읽는 젊은이들

의 학구열에 엄숙한 분위기마저 전해진다. 바르샤

바 대학을 지나 계속 전진하니 우측에 지동설로 유

명한 코페르니쿠스 동상이 우뚝 솟아있고 더 내려

가니 유명한 쇼팽박물관으로 가는 소로가 나온다. 

다시 차를 찾아 타고 푸른 유리로 된 큰 건물에 에

메랄드빛 기둥 장식이 덧붙여 있는 탓에 유난히 눈

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는 폴란드의 대법원(Sąd

Najwyższy) 건물로 가서 나치점령하의 1944년 바

르샤바에서 일어난 폴란드인들의 반나치 저항운동

을 기념하여 세운 바르샤바 봉기 기념비(Pomnik

Powstania Warszawskiego)를 방문했다. 폴란드인

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인데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질 무렵에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시민군이 무장하여 바르샤바

를 탈환했지만 이내 독일군에게 진압당했다. 독일

이 소련군에 쫓겨 바르샤바를 떠날 때 도시가 철저

히 파괴될 정도로 보복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이후 진주한 소련군마저도 바르샤바 봉기군을 색출

한 뒤 처벌하였다.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요량

으로 신시가지에 들어가니 시내 어느 곳에서나 눈

에 띄는 높은 건물이 보인다. 소위 문화과학 궁전인

데 그 안에는 과학 아카데미, 텔레비전 방송국, 외

국문화 교류협회, 영화관, 콘서트홀 등이 있다. 스탈

린의 선물로 1955년 축조된 건물인데 스탈린의 독

재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 하여 ‘소련이 세운 바르

샤바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바르샤바 대학 근처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한 낮의

느긋한 여유를 부렸다가 대통령궁을 지나 숙소로

돌아가는데 카틴 숲 학살사건(Katyn Forest Mas-

sacre)을 추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10일 러시아로

가던중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 일행이 전원 사망한

비행기 추락 사건의 사진 전시를 하는 것이 눈에 띄

었다. 이들은 비행기 사고가 러시아의 음모라고 주

장하면서 아울러 스탈린 치하의 카틴숲 학살사건에

대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무언의 시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1943년 4월 13일 러시아의 스몰렌스크 근교에 있는

카틴 숲에서 소련 비밀경찰에 의하여 학살된 뒤 집

단 매장된 4,100여 구의 시신이 독일군에 의해 발견

되었다. 희생자들은 독일과의 비밀협정으로 소련의

폴란드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폴란드군의 장교와

경찰·대학교수·성직자·의사 등이었다. 소련은 독일

군의 만행이라고 우겼으나, 독일측의 조사로 1940

년 봄 소련이 행한 학살임이 입증되었고 제2차 세

계대전 후 미국의회에서도 진상이 조사되었다.

1992년 소련 붕괴 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카틴숲

학살은 폴란드가 다시는 소련에 대항할 수 없도록

엘리트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로 이루

어졌음이 드러났다. 스탈린이 지시한 명령서에는

폴란드군 장교, 지식인, 예술가, 노동자, 성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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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된 2만 1,768명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카틴숲사건이 소련이 자행한 일임을 인정

하면서도 국가적으로 책임질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금까지 폴란드와 반목하고 있다.

전시중인 사진을 보면서 문득 스탈린이 연해주에서 살던 우리 동포들에게 저지른 만행이 카틴숲사건과 같

은 아픈 역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탈린은 소련에서 활동하던 우리의 독립군에 대하여 자유시

참변을 일으킨데 이어서 장차 연해주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영토반환 분쟁을 대비해 1937년부터 1939년 사

이에 연해주에 살고 있던 17만명의 한민족(조선족)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중앙아시아로 강

제 이주시켰다. 나라 잃은 민족이 열차에 짐짝처럼 던져져 몇날 며칠을 울며불며 처참하게 실려가 황량한

사막에 버려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인류적 참사다. 연해주는 원래 고조선때

부터 우리의 영토였고 이후 청의 건국으로 한때 잃어버렸지만 구한말 동포들의 자연적인 이주로 인해 다

시 우리 영토로 회복되었을 땅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사흘만인 1948년 8월 18일에 이승만 초대 대통

령은 가장 먼저 역사적인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 정식으로 통보했으니 통일만 되었으면 당연히 러시아에게

도 연해주 반환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조지아(Georgia) 출신인데 조지아는 원래 러시아어식 이름인 그루지야(Gruziya)란 국호를 사용해

왔으나 소련에서 독립 후 러시아와 반목하면서 대외적으로 영어 이름인 조지아로 자국 국명을 표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나라다. 조지아 는 1921년 스탈린의 붉은 군대가 그루지야를 침공하여 소련에 합병시켰

던 사실을 비난하고 최근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출생지인 조지

아 고리시 중앙 광장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스탈린 동상이 우뚝 서있다고 한다. 소련에 합병당한 조그

만 나라에서 태어난 스탈린이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국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말살하는 만행

을 세계각지에서 스스럼없이 저질렀음에도 아직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잔인한 스탈린의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르샤바의 하늘은 우리의 서울 하늘처럼 참으로 푸르렀다. 도

시란 그 시민들이 가진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의미가 커진다는 느낌이 든다. 스탈린이 연해주의 한국인 17

만명을 사지로 내몬 사건은 카틴숲사건보다 더욱 잔혹한 제노사이드라고 평가받아야 당연함에도 불구하

고 과연 우리의 역사는 바르샤바 사람들처럼 강제이주사건의 진상조사라도 한 번 외쳐본 사실이 있는지

자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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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읽고’
글● 홍광식 변호사 

1.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의 범죄자

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6년 가량 걸친 일본과의 전란을 거치고도, 반성하지 못했다. 왜란 때 영의

정이셨던 서애 유성룡선생은 그때의 경험을 懲毖錄이라는 책으로 남기셨다. 서애선생께서는 ‘詩經’

에 ‘내가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懲) 뒤에 患難이 없도록 조신한다(毖)’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

로 내가 ‘징비록’을 저술한 까닭이라고 하셨다. 조선은 1626년 이미 청나라와의 정묘호란도 경험한

나라였다. 그런데도 1636년 병자호란에 대해 방비도 못하고, 나라 안의 다툼으로 전란을 자초하였

다. 어찌 이렇게 나라를 운영한 지도자나 지도세력이 있었는가, 너무나 한심한 생각을 들었다.광해

군 때 시인 권필權韠1)의 아래와 같은 ‘우국시憂國詩’는 병자호란을 예상이나 한 듯한 내용이다.

누가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

여러 개들 저리 사납게 다투는고 

작은 놈 꼭 죽겠구나 큰 놈도 다치겠구나

도둑은 노리다가 그 틈을 타는데

주인은 그냥 무릎 안고 한밤에 울고

담마저 비에 무너져 갖가지 근심판이네

우리나라 지도층에 대해 ‘국내 싸움에는 귀신, 국제 싸움에는 등신’ 이라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은 우리또래들의 젊은 시절 많이 읽힌 소설 ‘飛虎’의 저자인 김광주씨의 아들입니다. 

10여년 전 임진왜란에 관련된 소설 ‘칼의 노래’를 지었는데, 근자에 ‘남한산성’을 지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출간된 이래 출판을 거듭하여 백쇄에 이르렀고, 최근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1) 권필시인은 광해군 당시 권신 이이첨등에게 대들었다가 친국을 당하여 杖毒으로 사망한 저항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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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 百刷에 대한 인터뷰내용

병자호란에 관한 김훈의 역사소설 남한산성이 백쇄가 출판되고 인터뷰한 “정의·도덕, 모호한 관

념들이 사회 발전 가로막아”라는 제하의 글을 보았다.

7일 서울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에서『남한산성』100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 소설가 김훈.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은 정말로 썩어빠진 질문들이라고

생각한다.” 

장편 『남한산성』100쇄 기념 간담

문봉선 그림 보탠 한정판 펴내“

주적 논쟁, 병자호란 때 떠올려”

소설가 김훈(69)이 최근 정치권에서 있었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7일 장

편 『남한산성』 100쇄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1636년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남한산성』은 청

나라의 침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척화파와 그 반대편 주화파 간의 내부 분란을 비중 있게 다룬

작품이다. 2007년 초판이 나왔다. 김씨는 지금의 한국 상황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소설을 쓸 당시 가장 나를 괴롭혔던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언어와 관념의 문제였는데 그게 현대

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강한 무력을 가진 군사적 정치적 실체로

이미 싸움과 대화의 대상인데 이를 두고 벌이는 주적 논쟁이 마치 병자호란 때의 무지몽롱하고

관념적인 주화-척화 논쟁을 연상시킨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정의나 도덕, 모호한 관념들이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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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론’을 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돈된 견해는 없다”면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조선시대 북

학파처럼 우리 자신을 전환해 나가는 데 우리 삶의 길이 있다”고 했다. 작품 속에서 여성을 사물처럼

다룬다는 여성주의 시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성을 생명체로 묘사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어떤 역할이

나 기능을 가진 인격체로 묘사하는 데 매우 서툴다”며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

다”라고 말했다. 출판사 학고재는 『남한산성』 100쇄를 아트 에디션으로 꾸몄다. 보통 소설보다 가로·세

로 4~5㎝ 큰 양장본 판형에 한국화가 문봉선 화백의 그림 27점을 보탰다. 특별판을 기획한 손철주 학

고재 고문은 “화풍과 소설이 잘 어우러진다고 판단해 문 화백에게 그림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5000

부 한정판. 4만3000원.  

이전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의 孤寂한 상황을 비롯하여 전란 당시 상황을 적은 ‘칼의 노래’도 많

은 독자들의 심경을 울렸다. 그때 칼의 노래를 읽고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하자 시간이 없다면서 지도

자는 이순신장군의 외로이 싸우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던 기사가 기억이 난다. 우

리나라, 우리 사회가 상황을 직시하고 소신이 뚜렷한 작가라는 이미지가 있다.

병자호란이 발발할 당시 우리 지도층들이 국제정세 나아가 청나라의 상황을 너무나 몰랐던 것같다. 그

당시 청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 라는 책이 나와 한권 지니고 있었는데, 이번

에 같이 읽어보았다. 그 내용도 서머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명장 임경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패전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자료를 모아보았다.

2. 김훈의 남한산성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서 가운데 가슴에 남아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봅니다. 

옛터가 먼 병자년의 겨울을 흔들어 깨워, 나는 세계악에 짓밟히는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하였다. 그 갇힌 성 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고, 치욕과 자존은 다르

지 않았다. 말로써 정의를 다툴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

으며, 살아 있는 동안의 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다 받아

내지 못할진대, 땅 위로 뻗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리. 신생의 길

은 죽음 속으로 뻗어있었다. 임금은 서문으로 나와서 삼전도에서 투

항했다. 길은 땅 위로 뻗어 있으므로 나는 삼전도로 가는 임금의 발

걸음을 연민하지 않는다. 

김훈씨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속에 오래된 DNA를 보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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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종 홍타이지의 기세, 

상황과 조선에 보낸 경고문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젊은 칸의 나라는 말먼지 속에서 강성했다. 칸은 요동을 차지했고, 북경을 포위해서 명의 목젖을

눌렀다. 명의 숨통이 거의 끊어져 갈 무렵 칸은 조선 임금에게 국서를 보내어, 명의 연호를 버리

고 명에 대한 사대를 청으로 바꿀 것과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군신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

했다. 머리를 길게 땋고 양가죽 옷을 걸친 사신의 호위 군사를 부려서 칸의 국서를 수레 위에 받

들어 왔다. 칸의 문장은 거침없고 꾸밈이 없었으며, 창으로 범을 찌르듯 달려들었다. 그 문장은 번

뜩이는 눈매에서 나온 듯했다.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김은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또 내가 칙으로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함은 내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명을 황제라 칭하면서 너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

라. 또 너희가 나를 도적이며 오랑캐라고 부른다는데, 네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서 비단옷을 걸치

고 기와지붕 밑에 앉아서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

하늘의 뜻이 땅 위의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

라에 들어앉아서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서 비롯하며, 천하가 너에게

서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

너의 아들과 대신을 나에게 보내 기뻐서 스스로 따르는 뜻을 보여라. 너희의 두려움을 내 모르지

않거니와, 작은 두려움을 끝내 두려워하면 마침내 큰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임금이

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너의 아들이 준수하고 총명하며, 대신들의 문장이 곱고 범절이 반

듯해서 옥같이 맑다하니 가까이 두려한다.

내 어여삐 쓰다듬고 가르쳐서 너희의 충심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날에 마땅히 좋은 옷을 입혀서

돌려 보내겠다.

대저 천자의 법도는 무위를 가벼이 드러내지 않고, 말먼지와 눈보라는 내 본래 즐기는 바가 아니

다. 내가 너희의 궁벽한 강토를 짓밟아 네 백성들의 시체와 울음 속에서 나의 위엄을 드러낸다하

여도 그것을 어찌 상서롭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먼 동쪽의 강들이 얼기를 기다려서 군마를 이끌고 건너가야 하는 수고를 끼

밖으로 싸우기 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은 자들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쳤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다.

성 아래로 강물이 흘러와 성은 세계에 닿아 있었고, 모든 봄들은 새로웠다. 슬픔이 나를 옥죄는 동안,

서둘러 작은 이야기를 지어서 내 조국의 성에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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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말라. 너의 좁은 골짜기의 아둔함을 나는 멀리서 근심한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전란, 피하지 못한 조선의 지도층

홍타이지의 선봉으로 왔던 장수 용골대가 보낸 문서내용과 조선의 대응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승지가 당상의 뒷전에 꿇어앉아 용골대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너희가 선비의 나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리 무례하냐.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 관아는 비어 있었고, 지방 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

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너희 신료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

땅히 나와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이 예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다.

너희 군신이 그 춥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그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다.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 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는구나.

敵前에서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헌의 논쟁-적전에서 벌어진 소모적인 논쟁-

이조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

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글

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길을 트게 하소서,

예조판서 김상헌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

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

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

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

러므로 화,전,수는 다르지 않사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

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14•제35호 부산법조

네가 기어이 나를 동쪽으로 부르는구나. 너희가 산성에 진을 치고 있다하나, 나는 대로를 따라 너에게로 갈

것이니 너희들의 깊은 산성은 편안할 것이다. 너는 또 강화도로 가려느냐. 너의 강토를 다 내주고 바다 건너

작은 섬에 숨어서 한 조각 방석 위에 화로를 끼고 앉아 임금 노릇을 하려느냐. 너희 나라가 유신들을 길러서

그 뜻이 개결하고 몸이 청아하고 말이 준절하다 하나 너희가 벼루로 성을 쌓고 붓으로 창을 삼아 내 군마를

막으려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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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

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김상현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이오.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헌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 예판이 화해할수 있는 때와 화해할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마라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 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 하겠나이까.

김상헌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 이판의 말은 몽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이고 화가 말이며 수는 실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

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

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

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최명길은 계속 말했다.

- 전하, 그만 할 일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옵소서. 장마가 지면 물이 한 골로 모이듯 말도

한 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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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사세를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

세가 말과 맞지 않으면 산목숨이 어느 쪽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상헌은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헌

은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상헌을 충렬의 반열에 올리시더라도 신의 뜻을 따라주시옵소서.

김상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 묘당의 말들이 그동안 화친을 배척해 온 것은 말이 쏠린 것이 아니옵고 강토를 보전하고 군부를 지

키려는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것이옵니다.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을 것이온데, 명길이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호구에 던지려 하니 명길이

과연 전하의 신하이옵니까?

임금이 다시 주먹으로 서안을 내리쳤다.

- 이러지들 마라. 그만 하라지 않느야

영의정 김류의 한심한 태도

신료들은 입을 다물었다. 영의정 김류는 말없이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

이 떨어져 내렸다. 성첩에서 다시 총소리가 두어 번 터졌다. 임금이 김류에게 물었다.

- 영상은 어찌 말이 없는가?

김류가 이마를 마루에 대고 말했다.

- 말을 하기에는 이판이나 예판의 자리가 편안할 것이옵니다. 신은 참람하게도 체찰사의 직을 겸하여

군부를 총괄하고 있으니 소견이 있다 한들 어찌 전과 화의 일을 아뢸 수 아뢸 수 있겠사옵니까. 

최명길이 말했다.

- 영상의 말이 한가하여 태평연월인 듯하옵니다. 전하, 적들이 성을 깨뜨리려 덤벼들면 사세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전하, 늦추어야 할 일이 있고 당겨야 할 일이 있는 것이옵니다. 적의 공성을 늦

추시고, 늦추시는 일을 당기옵소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우선 신들을 적진에 보내 말길을 열게 하

소서, 지금 묘당이라 해도 오활한 유자의 찌꺼기들이 옵고 비국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헛된 말들은

소리가 크고 한 골로 쏠리는 법이옵니다. 중론을 묻지 마시고 오직 전하의 성단으로 결행하소서,

김상헌이 말했다.

- 명길의 몸에 군은이 깊어서 그 품계가 당상인데, 어가를 추운 산속에 모셔놓고 어찌 임금에게 성단,

두 글자를 들이미는 것이옵니까. 화친은 불가하옵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크

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 자를 먼저 꺼내 보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 올 것이옵니다. 무도한 문서를 성안에 들인 수문장을 벌하시고 적의 문서를 불살라 군

병들을 격발케 하옵소서. 애통해 하시는 교지를 성밖으로 내보내 삼남과 양서의 군사를 서둘러 부르셔

야 하옵니다. 이백 년 종사가 신민을 가르쳐서 길렀으니 반드시 의분하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

입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 상헌의 답답함이 저러하옵니다.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길을 끊어야 하는 것이겠사옵니

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울 터인데, 의를 세운다고 이를 버려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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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겠습니까?

김상헌이 말했다.

- 지금 묘당의 일을 성 안의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조정이 화친하려는 기색을 보이면 성첩은 스

스로 무너질 것이옵니다. 화 자를 깃발로 내걸고 군병을 격발시키며 창의의 군사를 불러 모을 수

있겠사옵니까. 명길의 말은 의도 아니고 이도 아니옵니다. 명길은 울면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곡하

려는 자이옵니다.

최명길이 또 입을 열었다.

- 웃으면서 곡을 할 줄 알아야......

임금의 뒷자리에서 최명길은 고개를 돌려 서장대 담장 너머로 삼전도 쪽을 바라보았다. 거여 마

천의 들은 인기척이 얼어붙었고, 강 언저리에는 희뿌연 눈보라가 일었다. 바람이 부는지 청의 기

병이 이동하는지 멀어서 알 수 없었다. 하얀 길들이 갈라지고 이어지면서 들판을 건너가 송파나

루에 닿고 있었는데, 길들이 나루에 닿는 먼 끝은 흐려져서 보이지않았다. 김류가 읽어 내려가는

임금의 교지를 들으면서 최명길은 울음같은 말들을 참아 내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삼전도 쪽 들

길이 점점 흐려졌다.

..전하, 지금 성 안에는 말먼지가 자욱하고 성 밖 또한 말 먼지가 자욱하니 삶의 길은 어디로 뻗어

있는 것이며, 이 성이 대체 돌로 쌓은 성이옵니까, 말로 쌓은 성이옵니까. 적에게 닿는 저 하얀 들

길이 비록 가까우나 한없이 멀고, 성밖에 오직 죽음이 있다 해도 삶의 길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뻗어 있고 그 반대는 아닐 것이며, 삶은 돌이킬 수 없고 죽음 또한 돌이킬 수 없을진대 저 먼 길을

다 건너가야 비로소 삶의 자리에 닿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길을 다 건너갈 때까지 전하, 옥체

를 보전하시어 재세하시옵소서. 세상에 머물러주시옵소서....

바람에 교지 두루마리가 감겼다. 비장이 달려와 종이를 폈다. 김류는 목청을 쓸어내리고 계속 읽

어 나갔다.

조정이 가난하여 너희들의 추위를 덮어주지 못하니 나의 부덕이다. 너희들이 이 외로운 산속에서

얇은 옷에 떨고 거친 밥에 주리며, 살이 얼어 터지고 발가락이 빠지는 추위에 알몸을 드러낸채 성

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온몸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프다.

김상헌은 최명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상헌은 고개를 숙이고 김류가 읽는 임금의 교지에 귀

를 기울였다. 성 밖의 창의를 부르는 격서와 성 안의 군병을 쓰다듬는 교지를 작성하라는 어명이

내린지 나흘만에 정원이 글을 닦아 올렸고, 임금은 다시 글을 예조에 내려 김상헌이 마지막으로

다듬어낸 문장이었다. 바늘 끝으로 온몸이 찔리듯이 아프다는 임금의 말에 김상헌은 온몸이 바늘

로 찔리듯이 아팠다. 김상헌은 눈을 들어 남쪽 성벽 너머로 검단산 쪽을 바라보았다. 삼남의 창의

가 당도하는 날 이배재 고개에서 검단산까지 능선 길이 열리고, 산위의 봉화와 성 안의 봉화가 서

로 응답하는 모습이 김상헌의 머리에 떠올랐다. 검단산 쪽 산악은 남문에서 겨우 십 리 안쪽이라

했지만, 산줄기들이 포개져 멀고 가까움을 가늠할 수 없었다. 십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십리는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김상헌은 생각했다. 생각은 겹친 산줄기로 포개져 어두워졌다. 검단산에

서 이배재 고개까지, 이배재고개에서 갈마치 고개를 지나 판교까지 능선 아래로 이어져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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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도 겹친 산줄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의 길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어 세상의 길과 맞닿게 해서 마음과 세상이 한 줄로 이어지는 자리에서 삶의 길은 열릴 것이므

로, 군사를 앞세워 치고 나가는 출성과 마음을 앞세워 나가는 출성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먼 산줄기

를 바라보면서 김상헌은 생각했다.

임금의 어깨가 더욱 흔들렸다. 내관들이 임금 곁으로 다가갔다. 내관은 임금 양쪽에서 머뭇거리기만

할뿐, 흔들리는 임금의 어깨에 손대지 못했다. 최명길이 말했다.

-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치욕은 죽음보다 가벼운 것이

옵니다. 군병들이 기한을 견디듯이 전하께서도 견디고 계시니 종사의 힘이옵니다. 전하, 부디 더 큰 것

들도 견디어 주소서.

성밖의 홍타이지가 바라본 조선조정의 행태

성안을 살피던 칸이 눈에 힘을 주며 찌푸렸다. 멀리 행궁마당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다. 뭔가 펄럭

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칸이 용골대에게 물었다.

- 저것이 무엇이냐?

용골대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골대가 정명수에게 물었다.

- 저것이 무엇이냐?

정명수가 대답했다.

- 조선국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명을 향해 원단의 예행하는 것이옵니다.

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 무어라. 명에게..... 북경쪽으로.....

대청 황제 칸이 이역만리 조선땅에 와 일월 성신의 신년을 영접하는 봉우리 아래에서, 갇힌 성 안의 조

선 국왕이 명에게 예를 올리고 있었다. 용골대는 무참했다. 칸의 진노가 떨어질 듯 등줄기가 시렸다. 용

골대가 단 앞에 엎드렸다.

- 폐하, 소장의 무능이옵니다.

- 뭐, 그렇기야 하겠느냐. 저들이 제 짓을 하는 것이겠지.

- 지금 포를 쏴서 헤쳐버릴까 하옵니다.

- 사정거리가 닿겠느냐?

- 홍이포는 닿고도 남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칸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개가 칸의 신발을 핥았다. 칸이 개의 대가리를 쓰다듬었다.

개가 벌건 아가리를 벌려서 하품했다. 칸이 빙그레 웃었다.

- 쏘지 마라. 저들이 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 폐하께서도 신들의 예를 받고 계시옵니다.

- 쏘지 마라. 정초에 화약 냄새는 상서롭지 못하다.

- 신은 차마 볼 수가 없나이다.

- 냅둬라 저들을 살려서 대면하려 한다. 발포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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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마당이 조용해질 때까지 칸은 성안을 내려다 보았다

성안에서 바라본 홍타이지의 동태, 홍타이지가 이해할 수 없는 조선지도층 

임금이 무도를 마치고 다시 북경을 향해 절했다. 종친과 신료들이 임글을 따라서 절했다. 절을 마

치고 남쪽으로 돌아 앉을 때, 최명길은 망월봉 꼭대기에서 펄럭거리는 황색 일산을 보았다. 최명

길이 김상헌의 소매를 당겼다.

- 저 꼭대기에 누런 게 보이시오?

김상헌이 실눈을 뜨고 망월봉을 바라보았다.

- 황색 일산이구려.

임금과 신료들이 일제히 망월봉 쪽을 바라보았다. 일산둘에서 펄럭이는 팔색 깃발도 보였다. 저

물녘에 일산이 걷혔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조선이었다. 송파강은 날마다 부풀었다. 물비늘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

며 칸은 답답했다. 저처럼 외지고 오목한 나라에 어여쁘고 단정한 삶의 길이 없지 않을 터인데,

기를 쓰고 스스로 강자의 적이 됨으로써 멀리있는 황제를 기어이 불러들이는 까닭을 칸은 알 수

없었고 물을 수도 없었다. 스스로 강자의 적이 되는 처연하고 강개한 자리에서 돌연 아무런 적대

행위도 하지 않는 그 적막을 칸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압록강을 건너서 송파강에 당도하기까지 행

군대열 앞에 조선 군대는 단 한 번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대처를 지날때에도 관아와 마을에는 인

기척이 없었다. 조선의 누런 개들이 낯선 행군대열을 향해 짖어 댈 뿐이었다. 도성과 강토를 다

비워놓고 군신이 언 강 위로 수레를 밀고 당기며 산성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내다보지 않

으니, 맞겠다는 것인지 돌아서겠다는 것인지, 싸우겠다는 것인지 달아나겠다는 것인지, 지키겠다

는 것인지 내주겠다는 것인지, 버티겠다는 것인지 주저앉겠다는 것인지, 따르겠다는 것인지 거스

르겠다는 것인지 칸은 알 수 없었다.

조선 조정이 황제가 성 밑에까지 온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

고 있는지 칸은 알지 못했다. 황제가 이미 왔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선이 염탐질로 황제

가 온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보다는 이쪽에서 넌지시 알리는 것이 황제다우리라고 칸은 생각했다.

칸은 늘 말했다. 

- 말을 접지 말라. 말을 구기지 말라. 말을 펴서 내질러라. 

칸의 뜻에 따라 글을 짓는 일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한관들은 다음날 아침에 문서를

올렸다.

네가 기어이 나의 적이 되어 거듭 거스르고 어긋나 환란을 자초하니, 너의 아둔함 조차도 나의 부

덕일진대, 나는 그것을 괴로워하며 여러 강을 건너 멀리 내려와 너에게 다다랐다.

나의 선대 황제 이래로 너희 군신이 준절하고 고매한 말로 나를 능멸하고 방자한 침월로 나를 적

대함이 자심하였다. 이제 내가 군사를 이끌고 너의 담 밑에 당도하였는데, 네가 돌구멍 속으로 들

어가 문을 닫아걸고 싸우려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몸뚱이는 다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을 굴속으로 처박은 형국으로 천하를 외면하고 삶을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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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려 하나, 내가 너를 놓아주겠느냐. 땅 위에 삶을 세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또 구걸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훔칠 수는 없고 거저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명을 아비로 섬겨, 나의 화포 앞에서 너의 아비에게 보이는 춤을 추더구나. 네가 지금 거꾸로 매

달린 위난을 당해도 너의 아비가 너의 춤을 어여삐 여기지 않고 너를 구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느냐. 지금처럼 돌구멍 속에 처박혀 있어라.

너는 싸우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돌담을 타 넘어 들어가 하늘이 내리는 승부를 알려주마.

너는 지키기를 원하느냐. 너의 지킴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의 성을 가두어 주겠다.

너는 내가 군사를 돌이켜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삶은 거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너는 그 돌구멍 속에 한 세상을 차려서 누리기를 원하느냐. 삶은 거저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

미 말했다.

너는 살기를 원하느냐. 성문을 열고 조심스레 걸어서 내 앞으로 나오라. 너의 도모하는 바가 무엇인지

를 말하라. 내가 다 듣고 너의 뜻을 펴게 해주겠다. 너는 두려워 말고 말하라.

조선 국왕의 회신

소방은 바다 쪽으로 치우친 궁벽한 산골로, 시문과 담론에 스스로 눈이 멀어 천명의 순환에 닿지 못했

고 천하의 형세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캄캄한 두메에서 오직 명을 아비로 섬겨왔는데, 그 섬김의 지

극함은 황제께서 망월봉에 오르시어 친히 보신 바와 같습니다.

소방의 몽매함은 그러하옵고, 이제 밝고 우뚝한 황극이 있는 곳을 벼락 맞듯이 깨달았으니, 새로운 섬

김으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옵니다. 

소방의 군신들이 들불처럼 휘몰아오는 황군의 위무를 차마 영접하지 못하고 우선 몸을 피해 산성으로

들어왔으나 어찌 감히 대국에 맞서려는 뜻이 있겠나이까. 쫓기는 작은 짐승이 굴속으로 숨어든 일을

황제께서 기어이 군사를 움직여 꾸짖으신다면, 소방은 황제의 은덕에 닿지 못하여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옵니다.

또 성벽에서 닭싸움하듯 소소한 다툼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또한 한 줄기 허술한 돌담을 지켜보려는

미망이었을 뿐 어찌 황제의 군사에 대적할 뜻이 었었겠나이까. 

황제께서 친히 여러 강을 건너시어 이 궁벽한 산골로 내려오시니, 오셔서 소방의 죄를 물으시더라도

복되고 또 기뻐서 달려 나가 배알하려 하나 황제의 크신 노여움과 깊으신 근심이 또한 두려워서 소방

은 차마 나아가지 못하고 돌담 안에서 머리를 조아릴 뿐이옵니다.

이제 스스로 새로워지고 기뻐서 따르려는 소방의 뜻이 돌담 안에서 시들지 않도록 살펴주시옵고, 모든

생령들의 살고자 하는 기운을 거두어서 기르시는 황제의 천하에 소방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들이 일찍 식었고 노복은 잠들었다. 붓끝이 얼어서 종이가 서석거렸다. 연지에 고인 묵즙에도 살얼

음이 잡혔다. 최명길은 곱은 손을 비볐다. 붓끝의 얼음을 털어 내고 다시 묵즙을 찍어서 최명길은 써나

갔다. 붓끝이 자주 굳었고, 글은 더 디게 나아갔다.

황제께서 끝내 노여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군사의 힘으로 다스리신다면 소방은 말길이 끊어지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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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다하여 스스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천명을 이미 받들어 운영하시는 황제께서 시체

로 가득 찬 이 작은 성을 취하신들 그것을 어찌 패왕의 사업이라 하겠나이까.

황제의 깃발 아래 만물이 소생하고 스스로 자라서 아름다워지는 것일진대, 황제의 품에 들고자

하는 소방이 황제의 깃발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이 돌담 안에서 말라 죽는다면 그 또한 황제의 근

심이 아니겠나이까. 하늘과 사람이 함께 귀의 하는곳에 소방 또한 의지하려 하오니 길을 열어주

시옵소서....

- 상헌은 제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적들이 성벽을 넘어 들어오면 세상

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온데, 상헌이 말하는 근본은 태평한 세월의 것이옵니다. 세상이 모두 불타

고 무너진 풀밭에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터인데, 그 꽃은 반드시 상헌의 넋일 것이옵니다. 상헌

은 과연 백이이오나, 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으 초라한 세상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고자 하옵니다.

전하의 성단으로,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칸 홍타이지의 통고

칸이 문한관 세 명을 불러들였다. 조선의 국서를 접수한 문한관 두 명을 처형한 뒤, 문신들은 칸

의 군막 둘레에 대죄하고 있었다. 칸은 남한산성으로 들여보낼 문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일렀다.

너를 따르려는 너의 기쁨을 참되게 드러내 보여라. 내가 너의 기쁨의 참됨을 알게 하라. 내가 너

의 선생의 참됨을 알게하라. 나로 하여금 알게하면 너의 왕 노릇을 빼앗지 않겠다. 너와 너의 세

자 그리고 신하들은 성문을 열고 산길을 걸어서 내 앞으로 나와 얼굴을 보이고 나의 조칙을 받으

라. 내 앞에 오기 전에 먼저 너의 신하들 중에서 나에게 거역하고 맞서기를 극언했던 자들을 네

손으로 묶어서 나에게 보내라. 네가 나에게 보낸 문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돌려 보낸다.....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적어 올리라고 칸은 명했다. 칸은 말했다.

- 글을 곧게 써라. 그래야 저들이 알아듣는다.

문한관이 글을 지어 올렸다.

........네가 사특한 입질과 기름진 붓질로 몽롱한 문장을 지어서 나를 속이려 하니 나를 따르겠다는

너의 기쁨이 대체 무엇이냐. 너의 문서는 돌려보낸다. ... 너의 신하들 중에서 나를 적대하고 능멸

해서 결국 너를 그 돌구멍 속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너의 눈으로 찾아내고, 너의 손으로 묶고 너의

군사에게 끌리게 해서 나에게 보내라. 죽여서 그 머리를 높이 걸어 너희 나라의 후세 만대를 가르

치려 한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성을 깨뜨리는 날에 나는 내손으로 너의 성을 뒤져 그 자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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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겠다. 그날, 나는 너의 성 안에 살아 있는 모든자들에게 나를 능멸한 죄를 묻게 될 것이다.

- 전하, 적들이 이리도 무도하나 스스로 망할 것이옵니다. 오직 성심을 굳게 하소서.

조선 지도층이 몰랐던 청나라 홍이포의 위력

포격이 뜸해졌다. 망월봉 위에서 푸른 화약 연기가 길게 흘러갔다. 병조판서 이성구가 아뢰었다.

- 지금 터지는 화포는 홍이포라는 것이옵니다. 홍이포는 길이가 두 장 반에 무게는 삼천 근이고, 포탄

은 수박만 한데, 곧게 오십 리를 날아가 표적을 맞춘다 하니 천하에 장한 무기옵니다.

다시 포탄이 날아와 행궁 마당에 떨어졌다. 행전 기둥이 흔들리면서 기와가 흘러내렸다. 마당이 패였

고 흙이 튀었다.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다. 이성구는 또 말했다.

- 신미년에 진위사를 따라 북경에 다녀온 역관이 전하기를, 중원에서 서양은 구만 리 상격으로 걸어서

삼 년이 걸리는데, 그 서쪽 끝에 화란이라는 나라가 있다 하옵니다. 화란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서 홍이

라 일컫는데, 홍이들은 화포를 만들어 명에게 팔았고, 청이 다시 명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옵니다.

칸이 군사를 조선에 놓고 곧 돌아가리라는 말을 서문 대장이 묘당에 올렸다. 칸이 돌아가고 나면 말길

은 아주 끊기고 성 밖은 용골대의 세상이 될 것이므로, 칸이 돌아가기 전에 성 밖으로 나아갈 길을 열

어야 한다고 최명길은 말했다. 살려는 뜻은 나에게 있고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칸이 돌아가거나

돌아가지 않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김상헌은 말했다. 칸이 온 것과 칸이 돌아가는 것은 똑

같이 두려운 일이라고 김류는 말했다. 마당에들뜬 흙을 바라보면서 임금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3. 그 당시 청나라의 상황-오랑캐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

만주족의 성장 나아가 청나라를 건국할 당시의 상황부터 상세하게 서술한

장한식이 지은 ‘오랑캐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라는 책이 나와있다. 물론 병

자호란 당시에 청나라의 사정을 알기 어려웠겠지만 국제정세 동아시아의

상황을 알려는 노력도 없었던 것 같다. 

‘오랑캐 홍타이지 천하를 얻다’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청나라가 건국될 당시까지의 만주족의 상황

한민족과 같은 줄기에서 비롯됐지만 여진족은 오랜 기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살아왔다. 기

후가 거친 북방에서 기마와 사냥을 일상화했던 여진족은 한반도 사람보다 더 모질고 강인한 성품을 갖

게 됐고, 조선 관리의 눈에도 특이하게 비춰졌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여진족의 인구는 한민족의 10분

의 1정도에 그쳤고 경제력도 약했지만 군사측면에서는 克强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926년 발해

가 멸망한 이후 200년간 거란족의 지배를 받았지만 1115년 아구타(阿骨打)라는 영웅이 나타나 대제국

금을 세우는 실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중국 북방을 지배했던 금나라가 1234년 몽골에 망한 이후 여진족은 나라 없는 설움을 톡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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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았다. 원과 명의 분할통제정책에 걸려들어 통합된 정치조직을 세우지 못한 채 소규모 부락단

위로 갈래갈래 찢어져 살아야 했다. 그 결과 여진족은 수백 년 간 조선과 명의 변경을 약탈하거나

원조를 받으며 살아가는 따분한 시절을 보냈다.

조선과 청이 중국을 보는 시각

양쪽 지도부간 ‘집단사유의 차이’가 있었고, 특히 중국을 보는 시각과 전략이 정반대였다. 조선의

지배층이 즐거이 명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면 민주의 지도부는 반대로 명을 정벌하

고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키웠다. 조선은 중국을 하늘로 보고 섬기려한 반면 만주족은 정복할 땅

으로 지배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충효의 유교이념이 구현되는 예의지국을 건설함으로써 작은 중화가 되기를 희망했던 조선은 오

랑캐이면서도 오랑캐 근성을 버린 이른바 順夷, 착한 오랑캐 였다. 스스로를 좁은 울타리에 가뒀

던 탓에 조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잠재능력 이하로 작아지고 약해져갔다.

반면 만주족은 100배가 넘는 인구에다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던 명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격차에 기가 죽지도 않았다. 逆夷,나쁜 오랑캐를 자처했던 만주족은 스스로를 작지만 강한 족속

으로 단련시켰던 까닭에 어느 순간 조선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성장 했던 것이다. 두려워

할 만한 상대를 겁내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 바로 ‘나쁜 오랑캐 정신’ 이다. 이웃대국이 굴

기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이념이기도 하다.

‘아이신교 홍타이지’의 등장 

같은 오랑캐였지만 순이였던 조선과 180도 다른 꿈을 키웠던 역이, 만주족의 결단은 오늘의 우리

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그런데 만주족이 견지한 오랑캐 정신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용략

이 뛰어난 지도자의 선구자적 역할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 지도자는 이 책의 주인공인 ‘아이신교

로 홍타이지’ 이다. 병자호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들판에서 조선 왕을

무릎 꿇렸다. 그 결과 홍타이지는 ‘한반도 정복자’ 라는,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인물로 스

스로 자리매김하였다. 민주족이 흥국의 탄탄대로를 걷던 시절, 명과 조선이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병자호란의 실패는 이데올로기가 국가발전과 민족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도전을 불허하는 목적으로 변질됐을 때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

례이다.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근본 원인에 대한 개안은 오늘날에도 지혜가 되기 마련이다. 

조선의 지배사상인 성리학은 중의경리 즉 의로움을 중시하고 이익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핵심이

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보다 가난하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한다. 이는 곧 돈벌이가 주목적인 상공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경제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선의 건국이념 역시 ‘농자천하지대본’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농본주의였다. 농업지주가 중심세력

이었으니 이들은 피지배층이 농사에 전념하는 것을 최선으로 간주하였다. 기말이반본이라는 구호

는 ‘말업을 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는 뜻이니 사농공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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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한판 대결은 불가피하였다. 1593년 한반도가 조일전쟁 와중일 때 만주 땅에서도 큰 전쟁이 벌

어졌다. 해서여진 4부와 몽골의 코르친 부족등 ‘9개 부족연합군’ 3만 명이 만주구룬을 공격한 것이다.

누르하치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적의 숫자는 많았

지만 연대가 느슨하였기 때문이다. 제각기 자신들의 군대는 뒤로 피한 채 다른 부족군대가 건주를 공

격해 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누르하치는 적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타격하였다. 만주구

룬의 철기군단은 집중을 유지한 채 각개격파 전술로 9개 부족을 차례로 박살냈다. 누르하치란 이름이

전만주 땅을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이후 여진의 여러 부족과 코르친 등 일부 몽골족까지 누르하치를 두려워하며 그의 리더십에 복종하게

된다. 1599년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의 하나인 하다부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즈음 누르하치는

1만 5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700필의 말을 소유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상태였다. 갓 마흔을 넘긴 연부역강한 시절 누르하치의 기세는 욱일승천 아침 해가 하늘로 치솟는 것

처럼 왕성하였다. 

1616년 1월 1일은 만주인들의 8.15였다.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고 판단한 누르하치는 스스로 한의 지위

에 올라 ‘만주독립국’을 개창하였다. 국호는 12~13세기 중국 북방을 지배했던 금나라를 잇는다는 의미

에서 대금으로 지었다. 연호는 천명이라 하여 누르하치는 천명한으로 불린다. 여진족으로서는 아구타

의 금나라가 1234년 몽골에 망한 지 382년 만의 쾌거였다.

누르하치는 무순에 이어 창하를 빼앗는 등 요동 변경을 짓밟기 시작하였다. 화가 난 명나라는 ‘오랑캐

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총반격에 나섰다. 1619년 3월 후금 수도 허투알라의 서쪽, 무순의 동쪽에

위치한 사르후에서 명군 8만 8천, 조선군 1만 3천, 예허부족군 2천 명 등 도합 10만 여명의 연합군이 6

만 명의 후금군과 대회전을 벌였다. 명과 후금이 국운을 걸고 벌인 사르후 전투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

고 기다리고 있던 후금의 대승으로 끝났다. 조명 연합군은 수적으로 우세하였지만 4개 방면으로 분산

돼 공격한 반면, 후금군은 빠른 기동력과 정보력에 힘입어 언제나 우월한 병력으로 ‘흩어진 적’을 각개

격파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후금의 전사자는 2백 명에 불과했던 반면 명은 4만 6천명의 병력을 잃고 참패함으로써 요동지배권을

상실하고 요하서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당시의 최신무기로 무장한 조선의 조총부대와 만주 철기부

대가 정면 대결한 싸움에서 구식 기병대가 승리한 점도 이채롭다. 누르하치는 승세를 타서 1619년 6월

에 개원, 7월에 철령을 무너뜨렸다. 곧이어 1619년 8월에 예허부족을 멸망시켜 여진족 통일을 완수한

다음에는 일정기간 명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황을 주시하였다. 

1626년 정월, 누르하치는 요하를 건너 중국 본토를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원성을 공격하였다. 그

러나 영원성에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명나라 장수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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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환이다. 원숭환은 1619년 문과에 급제했지만 늘 병서를 읽고 퇴직한 병사들과 교유하는 등

무장이 되기를 꿈꿨던 인물이다. 

원숭환은 상황이 무르익자 11문의 홍이포를 쏘도록 지휘하였다. 당시 최신무기였던 홍이포의 성

능과 위력을 알지 못했던 후금군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대포 소리가

날 때마다 집중전을 펼치던 후금군들이 한 무리씩 쓰러졌다. 용맹하기로 이름 높던 팔기군도 두

려움에 떨며 진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애당초 칼과 창, 화살로 신식대포를 당할 수는 없었

다. 포탄에 맞아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지자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후금군이 밀리기 시작하였

다. 쌍방이 젖 먹던 힘까지 싸우길 닷새 마침내 홍이포 한 방이 대한의 황룡기를 때렸고 누르하치

도 파편에 상처를 입어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이 원숭환의 이름을 높인 ‘영원성 대첩’

이다. 누르하치는 수도 심양으로 퇴각해 한탄하였다.

청태종 홍타이지의 등장

신생국의 성패는 대부분 2세 때 결정된다. 수나라는 양제, 진나라는 2세 호해 때문에 망했다. 반

면 ‘태종’ 이라는 묘호가 붙은 탁월한 2세들이 등장한 왕조는 그 수명을 오래 누렸다. 당 태종 이

세민, 조선 태종 이방원등은 창업주를 능가하는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어린 국가를 반석 위에 올

려놓았다.

사실 동양역사에서 태종들의 집권과정은 대체로 순탄하지 못했다. 권력승계의 제도화가 확립되

지 못한 상황에서 태조의 여러 아들들은 후계를 놓고 골육상쟁을 벌이기 일쑤였고 최종 승자가 2

세군주가 되어 ‘태종’으로 불렸던 것이다. 당 태종은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되었고, 조선 태

종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치르면서 여러 형제를 해쳤다. 애초 후계자가 아니었다가 실력으로 권

좌를 차지한 만큼 집권과정의 약점을 뛰어난 정치성과로 보완하였다. 

“또 너희 나라에서 오고간 문서를 입수해 보니 흔히 우리군대를 도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너

희 군신이 평소에 우리 군대를 도적이라 불러 왔기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자를 도적이라 한다고 들었다. 우리가 정말로 도적이라면 너는 왜 사로

잡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입과 혀로만 욕을 한단 말인가...”

이름으로 조선국왕에게 보낸 국서의 일부이다.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비하

하고 자신을 도적이라 부르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황제인 나를 도적이라니, 용서

할 수 없다...” 라며 가벼이 흥분하지 않는다. 조선의 비난과 욕설에 같은 말로 응수할 생각이 없

다. 오히려 스스로를 도적에 비유하며 반박하는 여유를 부린다. “그래 내가 도적이라고 하자. 그

렇다면 너, 조선 임금은 왜 도적을 체포하지 않는가?” 라며 조롱할 뿐이다.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12만 8천 대군으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서울을 점령하고는 왕의 항

복을 받아냈다. 이듬해 1월 30일 삼전도들판에서 조선 인조 이종은 홍타이지의 단하에 무릎을 꿇

고 번신이 되겠노라고 맹세하여 목숨과 사직을 보존하였다. 이종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홍타이지

는 ‘5천년 역사에서 한반도를 친정해 왕을 무릎 꿇린 유일한 외국군주’ 가 되었다. 이로써 홍타이

지는 한국사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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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타이지는 어떤 인물일까? 앞에서 든 도적이 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았다. 홍타이지는 분명 도적이었

다. 그러나 시시한 도둑이 아니라 ‘천하를 훔친 도적’이다. 그는 사방으로 군대를 찔러 넣어 사람과 가

축, 재물을 헤아릴 수 없이 빼앗았지만 약탈로 이룩한 부를 지배층의 사치스런 삶에 허비한 것이 아니

라 새롭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밑천으로 활용하였다. 덕분에 홍타이지는 ‘작은 도적’ 이 아니라, ‘천

하의 대도’가 될 수 있었다.

후금 국내의 한족 반발을 달래고 원숭환과의 일시적 휴전으로 시간을 벌어 놓은 뒤 홍타이지는 조선을

두드리기로 결심한다. 조선이 ‘타타’의 대상이 된 것은 순전히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빼앗지 않으면 굶

어 죽고 얼어죽을 판인데 원숭환이 버티고 있는 요서를 넘기 힘들어지자 방향을 동쪽으로 튼 것이다

홍타이지 집권 넉달 만인 1627년 1월에 서둘러 조선을 침공하였으니 바로 정묘호란이다. 명과의 교역

이 끊긴 상황에서 식량과 소금, 의복 등을 조선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욕구가 개전의 최대 배경이 됐다.

이괄의 난-전란 전 내전

육부 중에서도 병부의 설치의 의미는 지대하였다. 병부는 한의 명령을 받아서 전체 팔기의 군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특히 전시에는 주장을 세워 팔기병 모두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는 팔기의 각 버일러

들이 나눠 갖고 있던 군지휘권을 한으로 집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636년 황제국 대청으로 바꾸면서는 문관을 폐지하고 내삼원을 설립하였다. 내삼원은 황제의 명령을

기록하고 상주문을 관장하는 내국사원, 외교문서와 칙유, 제문을 관장하는 내비서원, 사서와 경서를 황

제와 황자, 친왕들에게 해설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내홍문원으로 조직되었다. 각 원의 장관에는 대학사

를 임명하고 그 아래 학사와 주사등 관원을 두어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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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1624년 1월에 일어난 ‘이괄의 난’ 잔당들이 후금에 망명해 와서는 길잡이를 자처하며 공격을 부추

긴 것도 개전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괄의 난이 남긴 피해자는 컸다. 이괄 자신이 씩씩한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 또한 뛰어난 무장이었

다. 그런 엘리트 장교집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반란에 가담한 장교에게 사형 외 다른 처벌이 없

던 것이 조선의 법도였다. 장교만이 아니라 노련한 중간 간부와 숙련병들도 수없이 죽임을 당하였다. 최신무

기로 무장했던 조총병, 산악지형에 익숙한 조선의 기마병, 막강한 돌파력을 자랑하던 항왜병 모두가 날아가

버렸다. 이괄이 이끌던 1만여 군대는 임진왜란을 치르고 1619년 만주에 1만 3천 명을 파병했다가 절반 이상

을 상실한 조선이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최강의 정예병력이었다. 

(만주국에 중국식 제도를 적극 이식하면서도 홍타이지는 언관은 설치하지 않았다. 언관의 일부 장점에도 불

구하고 그 역할에 따른 국론분열, 당파성심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과 명의

당파 싸움은 언관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심화된 측면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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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후 표준어가 된 북경 관화, 만다린은 요동한인들의 말을 기반으

로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요동한어’는 만주족과 오랜 접촉과정에서 만주족 단어와 억양이 상당

부분 가미됐고 만주족도 쉽게 구사할 수 있어 표준 한어로 채택됐다고 풀이된다. 소수의 만주족

이 100배나 되는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충직한 한인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였으니, 요

동한인들을 우대함으로써 만주족의 대변자, 대리인 역할을 하게 한 홍타이지의 전략은 성공적으

로 집행된 셈이다.

여진, 만주의 유래

홍타이지, 누루하치-세상을 보는 넓은 눈에다 문화적 소양과 교양까지 갖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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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족의 족명 여진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스스로는 ‘주르신’으로 지칭했지만 중국인들이 ‘계

집녀’를 붙여 만든 멸칭이 여진이다. 중국을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당한 피해를 분풀이하듯 멸칭을 만

들어 붙였으니 흉악한 노에라는 뜻을 담은 흉노, 몽매하고 고루하다는 의미인 몽고 등이 유사사례다.

그랬던 만큼 여진족 스스로는 여진이라는 한자 민족명을 좋아 하지않았다.

특히 여진족 남자에게 최대 모욕은 ‘아녀자 같다’는 말이었으니 ‘진짜 계집’이란 의미를 담은 중국식 민

족명에 심한 거부감마저 갖고 있었다. 누르하치가 힘을 키워가던 1590년대부터 ‘건주여진’을 ‘만주’라

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만주라는 명칭의 기원은 티벳불교의 만주사리, 즉 문수사

리보살에서 나왔다고 ‘만주원류고’는 밝히고 있다.

홍타이지는 1632년 만주족 학자인 다르가이 등에게 문자개량을 명하였다. 홍타이지는 글자에 권점,

즉 동그라미와 점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내놓았다. 만주문자 창제와 개량 과정을 보

면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단순히 전투에만 능한 장수형군주가 아니라 조선의 세종대왕 못지않게 학

습량이 많고 사고가 깊은 인물임을 거듭 실감할 수 있다. 당대 조선의 사대부들은 만주국 지도자를 ‘짐

승같은 오랑캐’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세상을 보는 넓은 눈에다 문화적 소양과 교양까지 갖춘 비범한

인물들로서 배울 점이 많았다. 

“금과 남송이 합의하여 양국이 화해를 한 뒤 금나라 무장사신단이 남송 황제의 국서를 갖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금군 17명이 북으로 향하는 도중 화북평원의 자주에서 옛 북송의 장군 이간이 이끈 2,000

명의 보병대를 만났다. 17명의 금 중기병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양국이 이미 화해를 했고 남송 황제

의 국서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으니 길을 비켜 달라 하였다. 그러나 북송군 잔당은 그들을 죽이려 하였

다. 그러자 17명의 금군은 잠시 뒤로 물러나 좌(5명), 중간(7명), 우(5명) 5:7:5의 대열로 북송군에게 돌

격하였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북송군 2,000명은 처참하게 죽어갔다. 금군은 북송군 2,000여 명 가

운데 절반 이상을 도륙한 뒤 다시 북으로 항하였다. 반면 17명의 금군 중 단 한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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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년 이후 영원성 인근의 명나라 군진은 대거 홍이포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명나라는 16세기 말,

몸에 붉은 털을 지녔다는 뜻으로 ‘홍모이’ 또는 ‘홍이’로 불렀던 네덜란드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이

보유한 켈버린포, 즉 홍이포의 위력을 알게 되었다. 명나라가 홍이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

을 준 사람은 독일 출신의 신부 ‘아담 살’이다 아담 살과 cflsalf했던 예부상서 서광계등의 노력으로 홍

이포를 수입해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1618년 홍이포를 수입해서 1621년에 복제품을 자체 제

작할 수 있게 된 명군은 홍이포를 실전 배치하여 전쟁에서 사용하게 된다. 특히 1626년 영원성 전투에

서 재미를 본 이후 대대적으로 홍이포를 자체 생산하였다. 1629년 북경의 병부에서 아담 살의 기술자

문을 받아 서광계 감독하에 홍이포 400문을 제작하였고 양광총독 왕존덕도 500문을 제작해 그 가운

데 175문을 중앙정부로 보내기도 하였다. 

공유덕과 경중명의 귀순으로 불안하게 유지되어 왔던 명과 후금의 군사적 균형은 깨졌다. 후금은 기존

철기의 돌파력에 홍이포와 수군까지 확보함으로써 군사 역량이 훨씬 배가 되었던 것이다.

자체 수군을 확보한 덕분에 후금이 요서나 내몽골 방면으로 군대를 보낼 경우에도 명의 수군에게 뒤를

찔릴 위험이 없어졌다. 이 점 역시 중원 정복전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3년 후인 1636년 겨울, 홍타이

지가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도모하기로 결심한 데는 조선 왕이 강화도로 달아나더라도 공유덕의 수군

을 통해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큰 배경이 되었다. 사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된 것은 공유

덕의 수군이 적극 활동한 결과이다. 강화도가 적에게 떨어져 왕실과 대신의 가족들이 포로가 되면서

왕은 남한산성 농성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수군을 거느린 공유덕의 후금 귀순은 조

선의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된 셈이다.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세운 대원은 흔히 90년 만에 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

르다. 1368년 여름, 명나라 주원장의 군대에 밀려 고려 여인 기황후의 남편인 순제 토곤테무르는 대도

를 포기하고 여름수도인 북쪽 상도로 피하였다.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상도를 수도로 몽골고원에서 명

나라와 병존하며 원나라, 즉 몽골제국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다만 중원에서 쫒겨 간 몽골제국을 북원

이라고 불러 앞 시기와 구분한다. 참고로 토곤테무르와 기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황태자 아유시리다라

가 북원의 2대 황제가 되었으니 묘호는 소종이었다.

명나라 시기에도 몽골인들은 북경과 중원을 빼앗긴 탓에 국토가 축소되긴 했지만 원나라는 계속되고 있

다고 여겼다. 나라가 망하고 황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다. 북원의 역사는 그 자체가 책 한 권을 쓰

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므로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 다만 명나라 치세 동안 중원을 회복

하지는 못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원이 대부분의 기간동안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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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황제 즉위식 때 축하사절로 참석한 조선의 사신 나덕헌과 이확 등은 만, 몽, 한의 귀족들이 일제히 존

호를 올릴 때 함께 절하기를 거부하였다. 조선은 명을 종주국으로 삼는 만큼 또 다른 황제는 인정할 수 없다

는 논리에서였다. 열 받은 만주국 관리들이 조선사신단을 집단구타한 뒤 목을 베려하자 홍타이지는 “하찮은

분노 때문에 사신을 죽여 정묘년 맹약을 위반했다는 구실을 주지 않겠다”며 수하들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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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화에서 보듯이 홍타이지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신중한 성품의 소유자이니 한마디로 대인의

풍모를 지녔다고 하겠다. 하지만 황제 즉위식이라는 축제를 망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적

지 않았다. 귀국하는 조선 사신단에게 보낸 국서에서 조선 왕을 책망하는 한편 인질을 보내고 사

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또한 잘 계산된 행마이니, 장차 조선을 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국서를 묵살한 채 공식회답조차 보내지 않았다. 훼손된 황제의 권위를 살리기 위

해서라도 청은 조선을 손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병자호란이라는 조선의 대재앙은 홍타이지가 내몽골 전역을 통합하고 새로운 천하체제를 설계

할 당시 이미 태동하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내몽골을 복속시키고 황제 위에 오른 1636년이 저물

기 전, 명나라의 최측근인 조선 정벌에 나섬으로써 기존의 동아시아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판짜기에 나섰던 것이다.

명나라 하북성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군사들이 9월에 귀국하고 불과 석 달 뒤인 1636년 12

월에 홍타이지는 조선을 친다. 병자호란이다. 당시 중원에서 확보한 산더미 같은 강탈물 덕분에

청의 재정은 나쁘지 않았기에 굳이 조선을 약탈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서둘러 전

단을 연 것은 ‘새 황제의 권위 회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컸다고 하겠다. 이는 ‘책 속의 책-병자

호란, 피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전쟁’에 상세히 다룬다.

홍승주와의 영원성전투

조정의 재촉에 밀려 홍승주는 본의 아니게 청군과의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1641년 7월

홍승주를 비롯한 13만 명의 명나라 대군은 금주성 인근 송산성에 집결하였다. 8월에 양측 간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처음엔 명군이 이겨 청군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패전 소식이 심양으로 전해지자 홍타이지는 친히 3천 명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엿새 밤낮으로 250

킬로미터를 달려 8월 19일 송산에 도착하였다. 당시 청나라 기록에는 “황제께서는 다급히 채비를

하고 행군에 나섰는데 흐르는 코피가 멈추지않아 그릇으로 받아냈다.”고 적었다. 황제의 참전으

로 사기가 오른 청군은 명군의 후방을 찔러 퇴로를 차단하고 군량미와 건초의 공급루트마저 끊

어버렸다. 포위된 명군은 군심이 동요하였고 오삼계 등이 야밤을 틈타 군사를 이끌고 후방거점인

영원성으로 달아나려다 도중에 청군의 매복에 걸려 대패하였다.

홍타이지의 借刀殺人策- 이자성등 농민반란의 활용

나는 홍타이지가 명의 숨통을 자기 손으로 끊기 보다는 도적떼를 활용하는 借刀殺人의 계책을

썼다고 본다. 만주국이 정통 한족왕조를 직접 타멸한다면 한족의 반발이 클 터였다. 그런 만큼 홍

타이지는 도적 군대로 하여금 명을 쓰러뜨리게 한 뒤 도적떼를 몰아내고 중원을 삼킨다는 2단계

작전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홍타이지가 수시로 입관전쟁을 벌인 것은 막대한 재물을 취하는 한

편, 천하를 뒤흔들어 도적떼를 부식시키기 위한 일석이조의 전략이었다고 하겠다.

부산지방변호사회•329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23  페이지 329



만주측이 보기에 조선은 ‘오랑캐 주제에 스스로를 중화로 착각해 명나라를 편들고, 같은 오랑캐를 적

대시하는 한심한 나라’였다. 만주국의 주관심사는 중원 공략이었던 만큼 후방의 조선과는 가능한 문제

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조선-만주 외교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고 양국 관계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증오의 심화로 이어졌다.

만주국의 요구가 지나쳤던 탓도 있지만 조선이 군력이 약한데도 상대를 오랑캐로 얕보며 적대 입장으

로 일관한 것도 큰 요인이었다. 외교가 실패한 틈을 비집고 전쟁의 싹은 자라나고 있었다.

사도제찰사 김시양과 부원수 정충신이 김대건을 의주에 잡아둔 뒤 상소를 올렸다. ‘1년 동안 군사를 동

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년간 세폐를 보내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내용이었다. ‘세상일을 통

쾌하게 하려고만 하면 후회가 따르는 법’이라며 절교 재고를 촉구하였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당시 조선에서 대만주 강경론자, 결전론자는 거의 모두가 문신들이었다. 겨울

이 되어 강이 얼면 적이 올 것인데 척화파 문신들은 철기의 창칼을 붓대로 막을 것처럼 개전론을 서슴

없이 내뱉고 있었다. 문장으로 호통치고 질타하면 놀란 오랑캐가 반성이라도 할 것처럼 경쟁적으로 자

극적인 언사를 내뱉어 ‘이름’만 높였던 것이다. 반면 장수들 대다수는 강화론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싸

움에 익숙한 장수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조선의 군력으로는 만주의 철기병을 결코 막을 수 없

다는 사실을.. 그런 만큼 무인들은 외교를 통해 쓸데없는 갈등이 풀리기를 바랐다. 까짓것 황제를 칭한

다면 들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무인들의 솔직한 생각이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에 농성할 때에도 장수와 병사들은 청과의 화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고집불통 척화파 문신들을 베어버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인들은

대개 호전적인 반면 문안들은 화평론자가 많다. 전쟁이 벌어지면 무인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때 조선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조선 지도부의 집단심리

330•제35호 부산법조

애당초 민주족 지도부는 조선을 자신들과 손잡을 수 있는 잠재적 동지로 간주하였다. 중원의 한족에 차별받

고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는 ‘오랑캐’라는 연대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이 비록 명나라를 지극정성으로 섬

기는 듯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를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만주와 몽골이 힘을 합쳐 중원을 정복하는 과정에

조선이 동참할 수 있거나 적어도 중립은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명에

찰싹 달라붙어 필요 이상으로 자신들을 적대시 하는데 열을 받았다. 특히 홍타이지는 조선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조선도 대륙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었을 터인데, 망해가는 명에는 일편단심이면서 상승세의 만주국을 철저히

무시했던 이유는 뭘까? 나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조선 지도부의 집단심리가 국제질서의 격변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 거대한 중국이 하찮은 오랑캐에게 망할 리가 있겠나?’ 하는 희망 섞인 집착이 객관적

인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말이다. 중국이 한동안 힘들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오랑캐를 쓸어버리고 부활할 것이라

는 헛된 기대를 명이 망하는 순간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바라는 대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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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언론의 대책없는 정치 개입은 조선의 큰 약점이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외교정책을 이른

바 춘추대의에 입각한 화이론으로만 풀려고 하니 ‘오랑캐와의 화평’은 애초부터 설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 등 언론삼사의 소장파 언관들이 ‘준비 없는 결전론’을 주도하였

다. 기관 간의 선명성 경쟁을 벌여가며 ‘오랑캐 배척론’을 선동하는 언론의 강한 힘은 정책입안자

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수준을 넘어 왕도 눈치를 봐야할 정도였다.

청나라에서는 우리 조선의 사정, 의도를 모두 읽고 있었던 것이었다.

처음 최명길은 김상헌을 꽁하는 옹고집쟁이로 알았고, 김상헌은 최명길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

었다 하는 비겁한 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의연한 태도에 둘은 서로 존경을 했다. 

둘의 방법은 달랐으나 나라를 위하는 충성은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4. 병자호란 당시 칼을 써보지 못한 비운의 명장- 병자호란과 임경업 (민중서원)-

병자호란과 관련하여 임경업장군이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길목인 의주의 백마산성에 주둔하고 있었고, 도원수 김자점

이 병력을 지원하였더라면 전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앞서 본바와 같은 홍타이지라는 인물, 누루하찌, 홍타이지

가 활약하던 청나라의 사정을 알아보고는 조선은 상대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청나라의 국력 특히 康熙,雍正,乾隆 三代에 걸친 세

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번성을 누렸던 사실을 알고는 발흥

하던 시기 청나라의 국력도 결코 만만치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331

최명길의 주장 사흘 뒤인 1636년 9월 8일, 비변사는 심양으로 역관을 보내 청의 내부 사정을 탐문하자

고 주청했다. 결기를 내세워 이름을 얻는 언론과 달리 국정을 책임진 비변사로서는 찜찜하고 불안했던

것이다. 왕도 비변사의 제의를 받아 들였다. 이즈음 명 황제가 보낸 칙사가 ‘청의 실정을 알아보라’고

말한 데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오달제등 젊은 척화신료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간첩을

쓰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 이라며 비판했다. 더 나아가 청에 사절을 보내는 것은 위로는 명을 배반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으로 대책없는 명분론이었다.

“너희나라가 산성을 많이 쌓는다는데 만약 내가 큰 길로 곧바로 한양으로 향해도 산성으로 나를 막을

것인가? 너희가 믿는 것은 강화도인데 만약 내가 팔도를 다 유린해도 조그마한 섬 하나로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척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유신인데 그들의 붓대로 우리 군대를 물리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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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청나라와 전면전을 치룰만한 국력, 전력이 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경업이라는 장군은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임진왜란시의 이순신장군과 같이 우리들의 마

음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또래들의 청소년 시절 1970년대에 임경업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연속

극 待春夫(?)라는 이름의 사극이 방영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도 ‘임경업전’이  유행하였다. 

병자호란때 의주에 있는 백마산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도원수 김자점이 병력을 충원하여 주지 않아 청

나라 용골대 등의 군대가 침략할 때 전투도 해보지 못하여  『칼을 써보지 못한 불운의 장군』이라고 불

렸다.

비운의 명장이라는 이름은 붙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싸움에 진 장수를 명장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스스로 임경업장군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병력을 지원하지도 않았으니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에

서라도 명장으로 불러야 하겠다.

임경업장군의 유일한 시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삼척의 보검은 만권의 서적에 당하도다. (三尺龍泉萬卷書,)

하늘이 나를 냄은 어인 뜻인가.(黃泉生我意何如) 

산동에는 재상이 나고 산서에는 장수가 난다(山東宰相山西將,) 

저들이 대장부면 나 또한 대장부다.(彼丈夫兮我丈夫)』 .장군으로서의 기개와 배짱이 넘쳐흐르는 이 시

의 주인공답게 1594년 생인 임경업장군은 임진왜란이후 정유•병자 등의 外憂와 인조반정 등의 內患

을 겪은 우리 역사의 대단히 엄혹한 시대를 살았다. 민족주체성의 사표로서 현대를 사는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시켜 주고 있다. 

임경업장군의 약력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1594(선조27)~1646(인조24) 조선 인조때의 장군. 자는 영백, 호는 고송, 시호는 충민, 본관은 평택, 충

주에서 출생, 판서 정의 후손. 

그는 임진왜란이 2년째를 맞아 조선과 왜가 강화회담과 전쟁을 함께 진행하던 1594년(선조27년) 11월

2일 충주 달천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용맹하여 전쟁놀이 때는 스스로 원수가 되었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 1618년(광해군

10) 무과에 급제,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관군에 응모 출전하여 안현 싸움에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에 훈 1등을 받고 공신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때 의주부윤이 되어 청나라 군

사를 국경에서 막으려고 원병을 청했으나 김자점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남한산성이 포

위당하기에 이르렀다. 1642년(인조20) 청나라 군사가 금주를 포휘하자 임경업은 명나라와 내통하여 청

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탄로되자 명나라로 도피하였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남경을 함락하매 드

디어 청나라에  잡히었다. 청나라에서는 부귀를 약속하면서 달래었으나 굴하지 않으므로, 그 충을 가

상히 여겨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 때마침 대신 심기원의 모반사건에 임경업이 관련되었으며 인조

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인조는 그가 모반에 관련이 없음을 알고 석방하려

했으나 반대파인 김자점의 모함으로 피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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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 전후의 임경업 장군의 상황, 심경

정묘호란시에 임경업은 칼을 써보지 못한 채 항복으로 끝난 전쟁이 끝났는데,  9년후에 병자호란

에서 재현됐다.  

임경업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2년전 의주부윤으로 청북방어사를 겸하고 있었다.  후금등 북방

이민족의 침투 길목인 의주는 북방 경비의 요충이었다.  그러나 조정은 후금과 맺은 화의만 믿고

이곳에 군사를 주둔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북방의 적의 움직임은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등 불안

한 상태였다. 

『병졸없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신은 언제 또 전란과 같은 화란이 미칠지 두렵습니다.  신이 맨주

먹만 으로는 이곳을 지키기 어려우니 원컨대 만여명의 군졸만 주시면 이를 훈련, 방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시 임경업은 북방경비를 소홀히 말도록 이같이 간했다.

그러나 조정은 간신 김자점 일파의 완전 장악하에 놓여 한낱 북방장군의 간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이 청북에 부임, 부단히 적정을 살폈습니다만 반드시 2, 3년안에 또 쳐들어 올 것입니다. 그때

는 군사없는 한낱 빈 성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겁낼 것 없다. 이미 후금과는 화의가 이

뤄졌다.』는 것이 조정의 대답이었다. 

인조14년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고친 태종은 황제로 자칭하고 10만 군사로 하여금 아직도 친명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조선을 침입했다.  그러나 임경업의 휘하에는 8백명의 병졸이 고작이었다. 

임경업 장군에 대한 지나친 기대- 역사의 가정

임경업장군과 이순신장군

임경업은 같은 이조의 장군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비교되곤 한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나마

시운을 잘 타고 난 행운의 장군으로, 임경업은 불운의 장군으로 꼽힌다. 『남에는 이충무공, 북에

는 임충무공』이라는 말이 뜻하는 두 사람은 우국의 면에서나 기개있는 전락가라는 점등에서 많

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의 객관적 환경은 정반대였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임경업을 위해 가장 큰 불행은 조정에서 충무공을 비호해주던 서애 유성룡과 같은 인물이 없었

다는 점이다.  대신 반정공신을 둘러싸고 권력과 당파싸움에 몰두하던 김자점의 일파가 있을 뿐

이었다.  누구도 임경업이 군사를 청했을 때 귀를 기울인 인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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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가정은 금물이지만 처음 상소에서 군인 만여명을 의주에 주둔시켰다면 병자호란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후세 사가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또, 적이 조선을 침입한 후 지킬 병사가 없었던 적의 심장부 심양을 치기위해 유림 병졸 1만명만 주었

어도 청군이 남행을 중지하고 회군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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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인조는 전왕인 광해군보다 위인됨이 모자라 명‧청간의 줄타기 외교를 못하고 명에만 매달려

국란을 자초했다. 

임경업도 친명배청의 입장을 취했지만 이는 명에 의존하려는 소극적 입장이 아니고 명을 원조해 줌으

로써 청을 제압하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산이었다.

다시 말해 조정에는 외교능력이 있는 유능한 신하가 없었다.

이밖에 7년대란 임진왜란을 겪고 그후 이괄의 난, 정묘호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군비를 하지 않은 당

시의 상황이 임경업을 더욱 「칼을 쓰지 못한 비운의 장군」으로 만들었다. 

임경업장군의 기개-통탄스러운 최후

임경업은 병자호란에 패한 후에도 장군의 기개를 잃지 않고 의주에서 회군하는 청장(요퇴, 청태종의

조카)와 3백여기를 단번에 베었다. 

그후 청태종이 회군하면서 임경업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에서 그의 의기와 지략있는 애국심이 잘 나타

난다. 

『그대가 우리 대장 요퇴를 죽였는가.』

『그렇다. 나는 국은을 입은지 오래다. 국가를 지키는 병신이 우리 땅을 침략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

을 수 있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처음 국경을 넘을 때는 무찌르지 않았는가.』

『왜 무찌르고 싶지 않았겠나. 다만 중과부족으로 싸우다가 죽으면 국은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참은

것이다.』

이같은 임경업의 대답에 청태종은 그의 기개를 높이 평가, 목숨을 살려 주었다. 여기서 잘 나타나는 것

이 임경업의 생명에 대한 끈질긴 집념.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좀더 국은을 갚기 위해 살아야 한다

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두드러진다. 이후 병자호란에서 주전론을 주장, 척화의 전신공 익한 등이 묶

여서 끌려가자 이를 목도한 임경업이 『우리나라의 충신이요 열사인 이분들을 왜 묶었느냐』고 호통치

며 스스로 결박을 풀어준 사건은 당시 온 국민이 청군에 짓밝혔어도 임경업만은 그렇지 않았던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편,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청군은 명을 치기위해 조선이 원군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임경업은

청군과 함께 해로로 명을 치기 위해 출전했으나 미리 명에 밀지를 보내 싸울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대

포도 공포만 쏘고 활촉이 없는 화살만 명군쪽에 쏘게 했다. 그러나 이점이 발각돼 임경업은 귀국한 후

벼슬이 깍이고 명의 병졸이었던 예갑과 정주의 장사꾼 고충원의 밀고로 청나라에 끌려가는 몸이 됐다. 

그러나 임경업은 자기가 지금 끌려가 죽으면 후일 나라를 위해 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황해도

금교역에서 애첩매환과 두명의 종을 도망치게 하고 자신도 머리를 깍은 후 회암사에 들어갔다.

임경업을 놓친 대신 청태종은 임경업의 처와 친척들을 잡아다가 처만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 보냈다.  임

경업의 거처를 묻는 말에『우리 주인은 대명의 충신이고 나는 그의 아내다.  어찌 옥중에서 오랑캐의 욕

을 보며 남편의 충절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나는 남편을 따라 지하에서 만나 함께 귀신이 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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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품고 있던 칼로 자결하고 말았다. 

그동안 임경업은 친구였던 상인 이무금의 도움으로 황해를 건너 명에 도착, 청과의 전쟁을 계속

했다.  그러나 명이 패망하지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인조는 일찍부터 임경업을 가까이 하진 못했

으니 훌륭한 장수임을 깨닫고 사은특사를 파견, 임경업을 환국시켜주도록 간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김자점일파는 임경업의 새로운 세력부상을 염려, 그가 귀국하자 친국

을 시작, 이튿날 혹독한 매질로 숨지게 하고 말았다.  죽음에 임해서도 임경업은 평소와 마찬가지

로 삶에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국사가 아직 다하지 않고 또 내가 할 일이 남았거늘 어찌 나를

죽이느냐』가 최후의 부르짖음이었다.  인조도 그가 죽은 후『경업이 과연 죽었는가』할 정도로 애

석해했다.

외적의 손에 죽음을 당한 충무공에 비해 동족의 손에 죽은 임경업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명예로

운 죽음을 하지 못한 비운의 장군이었다.

이같은 임경업의 죽음은 민족의 힘을 집약하지 못했던 당시의 강약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명

으로 도망하면서까지 삶을 추구하고 친국으로 죽어 가면서도 『할일이 많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는 생명에의 집념은 의‧이를 함께 추구한 것으로 당시 의에만 치우쳤던 성리학자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임경업이 가졌던 강인한 생의 의지를 통해 추구했던 애민애국정신은 국난에 처할 때 마다 민족

의 슬기로 승화돼 현대 한국인에게도 면면히 흘러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끝으로- 피할 수 있었던 병자호란이 남긴 교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에 보이는 외침의 기록만도 무려

931회에 이르는 나라이다.

한반도는 지난 수백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어김없이 전쟁터가

되곤 하였다.

지난 세기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던 나라이었다.

청나라 학자 고염무의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멸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왕조의 멸망,

다른 하나는 중국자체의 멸망이다. 왕조의 멸망은 천자와 관료들의 책임일 뿐이나 중국자체의 멸

망에는 한 갓 필부라 할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자체의 운명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자호란을 전후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면 병자호란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 

광해군시절에 치룬 1626년 정묘호란때 발흥하는 청나라의 국세를 충분히 알았고, 알 수도 있었다. 

앞서 본바와 같이 병자호란 발발전 비변사는 심양으로 역관을 보내 청의 내부 사정을 탐문하자고

주청했다. 결기를 내세워 이름을 얻는 언론과 달리 국정을 책임진 비변사로서는 찜찜하고 불안했

던 것이다. 왕도 비변사의 제의를 받아 들였다. 그러자 오달제등 젊은 척화신료들이 들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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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와 같이 전쟁을 앞둔 나라의 지도층 선비들이 현실인식이 이러하였으니.

청나라와 전쟁을 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敵情을 알고 군사적인 대비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의

주 백마산성에 있었던 우리나라 명장 임경업에게 병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었습

니다. 

앞서본 김훈씨의 “정의·도덕, 모호한 관념들이 사회 발전 가로막아”라는 제하의 글을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베트남이 20세기에 세계적인 강대국 프랑스, 미국,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전설적인 영웅 구엔보 지압장

군이 있었다.

지압장군은 적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적군의 정신적, 심리적 상

태를 숙지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전쟁에 승리하고 미국

이 개입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었는데 장군의 상황파악 및 대비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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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개입을 결정했을 때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라고 말한 사이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은 프랑스에게 승리

한 때에 이미 예측했다. 더욱이 드골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베트남에의 개입만은 말아라고 충고는 했었지

만」라고 하면서 웃었다.

미국의 개입에 대비하여 미국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승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병사들은 베트남에서 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떨었고,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 두려워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그때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었고, 미국의 공격은 더욱 과격해졌고 희생자는 증가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저항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국민의 단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단결할 수 있도록 설득했는가 라고 묻는 나에게, 장군의

답은 시원스러웠다.

「단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안된다.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을 위하고, 모

두를 위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강대한 프랑스와 미국을 적으로 삼은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위하고, 모두를 위한다는 실로 단순

한 마음가짐이라고 意氣있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매일 생각하면

강력한 힘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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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어려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웃나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야 하고, 강대국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총체적인 국

가역량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냉철하고 기민한 외교능력,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이들의 몫이다.

지도자가 大局을 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병자

호란때 국민, 특히 아녀자들이 당하였던 비극을 곰곰이 되새게 보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밖에서는 신흥 강국 중국이 부상하여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고, 안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심각한 현실이다.

역사로서 병자호란을 돌아보는 심정이 무겁다.

우리는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당했고 때로는 큰 승전으로 그 침입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불행하

게도 우리 역사는 패전과 굴욕으로 점철돼 있다. 그 패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적 앞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먼저 무너져 내렸다. 

만약 조선이 일본과 중국의 공격 앞에서 우리끼리 당파 싸움 할 때의 그 집요함과 집념으로 맞섰

다면 침략을 능히 물리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투쟁심을 외적 앞에선 10분의 1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과는 반대로 ‘외적과 싸우는 데는 귀신, 우리끼리 싸우는 데는 등신’이 되지 못하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가 자존(自尊)을 지킬 방도도 없다.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의 범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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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그 오묘함에 대하여 김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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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그 오묘함에 대하여
-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상호관계 분석 

 죽어서 가는 곳?

가. 일반적인 믿음

(1) 먼저 시 한수를 감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단종 때의 학자로서 사육신(死六臣)의 한 사람인 성삼문(1418-

1456)의 절명시(絶命詩)입니다.

擊鼓催人命(격고최인명) : 북을 두드리는 둥 둥 둥 소리,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回頭日欲斜(회두일욕사) : 고개를 돌려보니, 해도 서산으로 지려는구나. 이제 내 죽음도 경각이다.

黃泉無一店(황천무일점) : 저승 가는 길에는 주막집 하나도 없다하니, 

今夜宿誰家(금야숙수가) : 오늘밤은 죽은 넋이라도 뉘네 집에서 묵게 될는고.

지은이가 형장(刑場)으로 끌려가면서 지은 즉흥시(卽興詩)여서, 본디 시의 제목은 없었지만 ‘절명시(絶命詩)’라

고 부릅니다.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을 절명(絶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읊었음

에도 작시(作詩)의 규칙에 어긋남이 없다하니, 그의 한문이나 한시에 대한 소양이 높음에 감탄하게 됩니다. 

(2) 서양에서는 일찍이 그리스, 로마신화시절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일반 기독교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한데 비해서, 신학자, 성경해

석자들은 뒤에서 보듯이, 말세에서의 부활론’을 기초로 천국을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그렇기는 하나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인이나 신학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동양의 고유사상에서는 사후세계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변호사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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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라는 제자의 물음에,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未知生焉知死)?”라고 답했다는 공

자님의 이야기가 단적인 예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들어온 이후 현실세계에서 사후세계로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에는 사람이 죽

은 뒤의 혼(魂. 넋)이 사후세계로 간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조상들은 후손의 제례(祭禮)를 통해 영원히 존

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의 시에서 보듯이 자연적으로 ‘사후세계로(황천으로) 가는 길’을

상정(想定)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후세계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가는 길에 꽃밭이 있다.’거나, ‘꿈에서 저 세상으

로 갈 뻔 했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 건너편 꽃밭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돌아왔다.’거나, ‘안개 속에서

걸어간다.’거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걸어간다.’는 등으로, 저승길의 이미지는 꽤 다양한 편입니다.

나. 기독교의 천국  

(1) 일반 기독교인들이 갖는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송가의 후

렴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집트)땅에서 노예생활을 해오다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땅을 떠나게 되는데,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땅을 주시기로 했습니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노하심을 받아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의 인도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십 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바로 이 세상이고, 요단강

건너 저편 즉 가나안땅은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착한 백성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

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천국으로 간 사람을 만나려면 죽어서 요단강

을 건너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위 가.항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일반 기독교인들 역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상정(想定)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

니다. 

(2) 이러한 일반 기독교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신학자, 성경 해석자들은 천국을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즉 천국은 원래는 ①‘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종말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며 안식을

취하는 곳’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가톨릭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②‘현세적 개념으로서, 하느님의 통치가 실현되어

평화가 구현된 이상적 세계질서’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천국은 ①번과 ②번 모두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는’, 이 세상에 ‘구현되는’ 개념으로서, 사후세계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은 재림, 최후의 심판, 부활, 그리고 영원

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며,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에서 부활을 기다리다가 부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후세계는 종말과 최후의 심판, 부활과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전까지, 죽어

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대기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3) 인류는 그동안 ‘사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나아가 생명의 실체를 밝히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길

을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왔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와 불교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가 사유(思惟)

부산지방변호사회•341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24  페이지 341



342•제35호 부산법조

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기독교는 신앙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1)

기독교는 전지전능하며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창조주인 절대자 하느님을 두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간

의 가장 큰 소망을 오로지 절대자에 대한 ‘믿음’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자가 주관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사후에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많은 말씀과 비

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恩惠)’라고도 합니다. ‘성령(聖靈) 체험’ -성령(하느님의 영)이 임(臨)하는(내

육신에 들어오는) 체험-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강고(强固)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진정한’, ‘강고한’ 믿음은 체험, 경험에서 얻어지는 모양입니다.2)

(4) 기독교가 이와 같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수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

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성경구절의 문언적(文言的) 의미

를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느냐?’는 것이지요. 앞서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성경구절을 처음 읽는 순

간, 그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고, 감격하여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믿음’이 생겨야 하고, 그런 ‘믿음’이나

‘성령 체험’은 분석이나 탐구로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가 수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이해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의 경전(經典) -앞으로는 그냥 불경이라고 하겠

습니다―입니다. 성경구절들의 대부분이 그 문언적(文言的) 의미를 이해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음에 비하여, 불

경의 구절들은 난해(難解)하기 짝이 없어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헤아리기조차 지난(至難)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수학적 분석을 도구로 이용하여, 불교의 기본개념들을 한번 헤아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삼국시대인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에서 공식적으로 수용된 이래로, 불교는 많

은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남겼으며, 우리나라는 불교문화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도 불교신자(信者)는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신앙적인 측면이 강한데 비하여, 불교는 사유(思惟)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우리 법

조인들이 공부하고 탐구하기에 적합합니다.

다. 공간(세계)의 수학적 분석

(1) 저가 앞서의 글에서 소개한 바 있는, [그림1]을 다시 감상(?)하시지요. 

이해의 편의와 시각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기하학적(幾何學的) 도형으로 표현한 것인데, 흠-- 우주의 오묘한 이치

가 이 간단한 그림 속에 들어있어, 가히 ‘만다라(Mandala)’에 필적할 걸작(傑作)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과, 그 상위 공간(세계)인 4차원 공간(세계)의 상호관계입니다.

1) 이 글은 저의 앞서의 글 중의 많은 부분을 되풀이하면서 보완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의 글, 친구 김진영 변호사를 추모하며-삶과 죽음과 인연의 수학
적 분석,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 제34호 2016) pp.312-333. 위 글이 추모의 글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하느라고는 하였습니다만, 혹시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위 글은 그 앞서의 글의 기본개념과 분석들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저의 그 앞서의 글의 해당부분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 제33호 2016) pp.358-395. 

2) 기독교에서의 ‘진정한’, ‘강고한’ 믿음이 체험, 경험에서 얻어지듯이, 불교에서의 ‘진정한’, ‘강고한’ 믿음도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체험, 경험으로 얻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의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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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차원 공간(세계)은 우리의 직관적인 인식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2차원 공간(세계)과, 3차

원 공간(세계)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하여 3차원 공간(세계)과, 4차원 공간(세계)의 상호관계를

추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림이 2차원 공간(세계)과 3차원 공간(세계), 나아가 2차원 공간(세계)에서의 존재와 3차원 공간(세계)에서의 존재

를 도형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 앞서의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원 공간인 면(面)과, 3차원 공간인 입체(立體)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2차원 공간인 면에서 접(接)하고 있습니다. 

2차원 공간인 면(面)에서 접한다는 이야기는, 2차원 공간인 면은 3차원 입체공간의 단면(斷面)이라는 이야기가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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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공간인

것입니다.

(3) 위에서 공간(세계) 그 자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 이번에는 각도를 바꾸어 각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도형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입체도형이 2차원 공간 즉 평면에 들어오게 되면, 입체도형

은 2차원 평면도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3차원 입체도형이, 2차원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

(斷面)’이 바로 그 2차원 평면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림의 왼쪽 윗부분에 있는 작

은 도형은, 짧은 원뿔과 긴 원뿔의 밑면을 서로 붙여서 만든 도형

(앞으로는 ‘양원뿔’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의 정면모습입니다. 위 양원뿔은 3차원 입체공간에 존재하는 3차원 입체

도형이므로, 3차원 입체공간인 직육면체의 내부에다 ‘위에서 비스듬하게 내려다 본 모습’으로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2차원 공간 즉 평면에 들어오게 되면, 양원뿔이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斷面)’이 생길 것인데, 이 단면이 2차원 평면도형입니다. 

그림의 점 I, J, K, L을 연결하는 노란색 직사각형(2차원 평면공간입니다)에 있는, 빗금 친 초록색 타원형-그림에서

는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으나, 이는 그림상으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원(圓)형입니다―이 바로 그 단면입니다.

앞으로는 ‘빗금 원(圓)’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니 한결 쉽군요.

(4) 이제 양원뿔이 3차원 입체공간의 내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노란색 2차원 평면공간을 통과하는 과정

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여러 모양의 2차원 평면도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관찰해보기로 하지요. 양원뿔

이 2차원 평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원뿔이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 즉 ‘빗금 원’이 순차적으로 바

뀌어가는 모양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단면이 하나의 ‘점(點)’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점이 ‘원형(圓形)’으로 바뀌면서 차츰 커지다가 최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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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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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으

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양원뿔이 비스듬하게, 또는 옆으로 누워서, 거기다 이런 자세와 방향까

지 이리저리 바꾸어가면서 2차원 평면을 통과할 경우에 만들어지는 ‘단면’은, 그야말로 온갖 형태의 도형이 될 것

입니다.3)

(5) 위에서 공간(세계) 그 자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차원 공간인 면은 3차원 입체공간의 단면(斷面)이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앞서의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원 평면공간(세계)은 3차원 입체공간(세계)의 단면(斷面)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2차원 공간(세계)은 3차원 공간(세계)의 그림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로 돌아가, 2차원 공간(세계)과 3차원 공간(세계)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살

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과 그 상위의 4차원 공간(세계)간의 상호관계를 추론해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은, 4차원 공간(세계)의 단면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말은 3차원 공간(세계)은

4차원 공간(세계)의 그림자라는 심오(深奧)한 뜻을 가진 말이 됩니다.  

(6) 한편 위에서 각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의 상호관계에 대해 도형-공간에서의 ‘존재’를 기하학적으로 표

현한 것입니다-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역시, 2차원 공간인 면에서의 각종 평면도형들은 3차원 입체공간에 존재하

는 각종 입체도형들의 단면(斷面)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2차원 공간(세계)에서의 각종 평면도형들은 3차원 공간(세계)에서의 각종 입체도형들의 그림자

라는 말이 되겠지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로 돌아가, 2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과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

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기초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에서의 존재들과 4차원 공간(세계)에서의 존재들

의 상호관계를 추론해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에서의 존재들은, 4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의 단면이라는 이야기

가 되고, 이 말은 3차원 공간(세계)에서의 존재들은 4차원 공간(세계)에서의 ‘무언가’(존재)들의 그림자라는 심오하

기 짝이 없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 관련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라. 본질과 실존의 상호관계

(1) 위의 수학적 분석을 도구로 사용하여 불교의 기본개념들을 헤아려보기에 앞서서, 먼저 불경 이외의 다른 예문(例

文)을 가지고, 혹시 위의 분석에 오류(誤謬)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 차원의 공간이나 하위 차원

3) 3차원 공간의 입체도형(존재)들의 형태와, 그들이 2차원 공간으로 내려오는 방향과 자세에 따라, 그들의 단면인 2차원 공간의 평면도형(존재)들의 
모양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본문의 설명과 같이 2차원 공간의 평면도형이 ‘원형’이 되는 것은, 3차원 공간의 입체도형이 ‘양원뿔’이나 ‘공’ 즉 구(球)
형태인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3차원 공간의 입체도형들의 형태에 따라서, 2차원 공간의 평면도형들은 ‘사각형, 육각형’ 등 온갖 규칙적인 다각형과 불
규칙한 형태의 도형이 될 것입니다. 

344•제35호 부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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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 풀끼에, 實存主義, 박은수 번역, 1976(정음사, 正音文庫 114) pp. 17-18.

의 도형(존재)들이, 그 바로상위 차원의 공간이나 그 바로상위 차원의 도형(존재)들의 단면(斷面)이라는 것은, 수학

의 엄밀성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림자’라는 표현입니다. 무미건조한 단면(斷面)이라는 용어를, 직관적으로 와 닿는 ‘그림자’라는 말로 바

꾸어 표현한 것인데 -물론 저의 앞서의 글에서 보듯이 그에 대한 논거는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함에 무리는

없는지? 다른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고자하는 것입니다. 

플라톤(BC427-BC347)의 동굴의 비유를 예문으로 골랐습니다. 4)

『이 세계의 허망한 특질을 강조하려고 플라톤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쓰고 있다(공화국 Ⅶ). 사람들이 태어나면

서부터 사슬에 묶여 갇혀 있는 동굴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안쪽 벽을 향해 있고, 입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물

건들의 그림자를 햇빛이 그 벽 위에 비춘다. 이 그림자들밖엔 아는 것이 없는 가엾은 포로들은 그것을 유일한 

현실로 알고 있어, 설사 누가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해를, 아니 자기들이 그 그림자를 바라보던 실물들을 보여

주더라도, 눈이 부시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려면, 그래서 그것들이 실재를

이루고 있으며, 동굴 안의 광경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려면, 그들은 오랜 교육을 받

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이 밝혀낸, 감각 세계 또는 실존들의 세계와, 관념 세계 또는 본질들의 세계 사이의 관계의 이미지

이다.  

관념 세계의 본질들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실존하지 않는다. 그림자들의 실제가 다 제 윤곽을 그려내는

실물들과 빛에서 말미암듯이, 실존자들의 존재도 다 제가 속하는 본질들에서 말미암는다.』

(2) 먼저 서양철학내지 사상사에서의 플라톤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서양철학의 사조(思潮)는 『본질주의-실존주의-본질주의적 실존주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질은 한 존

재가 무엇인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보통으로는 같은 종류의 모든 존재가 공통되게 지니고 있는 특질(이른바 보편

적 특질)들만을 문제 삼습니다. 이 본질을 실현시키는 것이 실존인데, 실존하는 무수한 개체들로 늘어날 수 있는

고유한 본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일 때’ 본질과 실존의 어느 쪽에 윗자리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고전철학은 19세기까지만 해

도, 본질이 앞섬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 실존을 앞세우게 되었던 것인데, 20세

기에 이르러 이 반대되는 두 이론을 보다 적절하게 종합하려는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에 있어서는’ 실존이 본질에 앞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가치가 그의 실존, 즉 있다는 사실‘만’에 달려있

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 즉 그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내지 사상사적 흐름에서, 플라톤은 본질 철학의 전형(典型) 그 자체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플라톤

은 감각 세계와 관념 세계(이데아의 세계)를 구별하는데, 감각 세계는 실존들의 세계라고, 관념 세계 또는 이데아

의 세계는 본질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실존들의 세계 또는 감각 세계는 이데아의 반영,

관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덧없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관념 세계의 본질들은 변함없고, 영원하며,

필연적인 것으로서, 이 본질들만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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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위의 수학적 분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형상화해보기로 하지요. 

위 비유에서의 ‘동굴 바깥’은 [그림1]의 점 A, B, C, D, E, F, G, H를 연결하는 직육면체로서 3차원 입체공간이고, ‘입

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물건들 즉 실물들’은 그림의 ‘양원뿔’에 해당됩니다.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갇혀 있는

‘동굴 안’은 그림의 점 I, J, K, L을 연결하는 ‘노란색 직사각형’으로서 2차원 평면공간이고, ‘동굴의 벽에 지는 사람

들과 물건들의 그림자’는 그림의 ‘빗금 원’에 해당됩니다. 

위의 수학적 분석에서 보았듯이 ‘빗금 원’은 ‘양원뿔’의 단면(斷面)으로서, 저가 ‘그림자’란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톤도 ‘빗금 원’을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군요! 플라톤은 한발 더 나아가 ‘환상’이란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흠. ‘그림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위의 예문에 비해 불경은 훨씬 난해(難解)하나, 위의 수학적 분석과 표현이 난해한 구절들을 형상화함으로써 이해

하기 쉽도록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위의 수학적 분석을 도구로

이용하여, 불교의 기본개념들을 헤아려보려고 합니다.     

설명의 순서는 먼저 수학적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형상화하고, 그 아래에서 이에 해당되는 불경

의 구절이나 해설, 큰스님들의 법문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불교의 이해

가. 불생불멸(不生不滅)

(1) 수학적 분석의 ‘양원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2차원 공간 즉 평면에 들어오게 되면, ‘양원뿔’이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

는 ‘단면(斷面)’, 다른 표현으로는 ‘그림자’, 기하학적인 도형으로는 2차원 평면도형인 ‘빗금 원’이 생긴다고 하였습

니다. 따라서 ‘양원뿔’은 위의 ‘단면’, ‘그림자’, ‘빗금 원’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위의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양원뿔’은 관념 세계 또는 이데아의 세계인바, 변함없고 영원하며 필연적인 것으로서, 이 세계만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 불교에서는 이 ‘양원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 큰 스님

들의 법문과 해설을 그대로 옮겨놓겠습니다. 

• 선가(禪家)에서의 '깨달음'의 경지는 불립문자(不立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고 하여

‘언어문자로 형상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깨달음’의 높은 경지를 말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립문자(不立文字)’를 선(禪)의 선다운 생명력으로 하면서도, 선사(禪師)들은 말로써 후학을 가르쳤고,

수많은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  인간 본유의 불성을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 ‘한 물건’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성철 스님(1912-1993)의 법문

이다. “한 물건이 있으니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항상 있었고, 천지가 다 없어진 후에도 항상 있다. 천지가 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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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글에서 소개되는 불경의 구절이나 스님들의 법문, 해설은 주로 다음 2권의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청, 이 멋고, 초판, 1998(불교영상회보사). 
성철 스님의 법문들의 출처는, 산은 산 물은 물, 23쇄, 1993(밀알기획실). 이 글에서 소개되는 불경의 구절이나 법문들의 구체적인 해당 페이지는 적시
하지 않겠습니다. 꼭 위 책이 아니더라도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으므로, 해당 페이지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입니다. 

생기고 만번 부서져도 이 물건은 털끝만치도 변동 없이 항상 있다. 크기로 말하면 가없는 허공의 몇 억만배가

되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래서 이 물건의 크기를 큰 바다에 비유하면 시방의 넓고 넓은 허공은 바다가운데

에 있는 조그마한 물거품과 같다. 이 물건은 모든 명상(名相)과 분별을 떠난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라는 이름

도 붙일 수 없지만 부득이해서 절대라는 것이다. 한 물건이라는 이름도 지을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한 물

건(-物)이란 이름으로 표현하니, 한 물건이란 이름을 붙일 때 벌써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물건을 깨친

사람은 부처라 하여 생사고를 영원히 벗어나서 미래가 다하도록 자유자재한 것이다.”5)

• 여기서의 ‘한 물건’은 조사 스님들의 말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불성이다. 이름을 붙이기가 불가능하여(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관념과 개념의 테두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짐짓 ‘한 물건’이라했을 뿐 지금까지

많은 경전과 조사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등장했던 ‘불성’이니 ‘진여’니 하는 것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세계다.

불광회(佛光會)의 법주인 광덕(光德) 스님(1938-1999)은 ‘선관책진(禪關策進)’의 서문에서 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불성은 진리 자체이다. 근원적 생명, 실존을 말한다. 법성(法性)이라고도 하고 진여(眞如)

이라고도 하며, 진면목(眞面目), 주인공(主人公), 일물자(一物者) 그 밖의 여러 가지말로 표현된다. 근원적 불성

을 불성이니 진여니 여러 가지로 이름 지어 불러보는 것이지만 불성 그 자체를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불성은

존재 밖의 것이며 사유로 이를 수 없으며 비유와 논리로 그려볼 수 없는 근원적인 주체적 절대적 실존이기 때

문이다. 범부들의 인식이나 논리라는 허구로 잡을 수 없는 진실자이다.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진아(內在的 眞我), 이것을 육조 혜능(六祖 慧能)은 자성이라 해도 좋고 본래면목이

라 해도 좋다고 했어. 누구나 중생은 내면적으로 진아를 구족(具足)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진아는 이 세상

에 태어나는 따위의 것이 아니라서 죽지도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서 우주적 바탕이 되어 있는 근

원적 자아야. 그렇다면 마음을 제외한 부처는 존재치 않지.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생명체야. 

• 현재의 종정이신 진제(眞際. 1934~) 스님은 기회만 있으면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부모

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라고 이르십니다.

(3) 불생불멸(不生不滅)

• 일체 만법이 나지도 않고(一切法不生) 

일체 만법이 없어지지도 않는다(一切法不滅). 

만약 이렇게 알 것 같으면(若能如是解) 

모든 부처가 항상 나타나 있다(諸佛常現前).

이것은 화엄경(華嚴經)에 있는 말씀인데 불교의 골수입니다. 결국 팔만대장경이 그리 많고 많지만 한 마디로

축소를 하면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생불멸이 불교의 근본원리고, 부처님이 뭘 깨쳤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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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하면 불생불멸을 깨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팔만대장경이 다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  불생불멸(不生不滅), 이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며 불타(佛陀)의 대각자체(大覺自體 · 큰 깨달음 그 자체)이어서

일체불법(一切佛法)이 이 불생불멸(不生不滅)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만물 전체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입니다. 나는 자는 반드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생자필멸 아

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어째서 모든 것이 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는가? 

이것을 참으로 바로 알려면 마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도를 확철히 깨쳐서 일체가 나

지도 않고 일체가 없어지지도 않는 이 도리를 바로 알면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모두 다 의심 안할래야 안할 수 없습니다. 

•  영원토록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것이 진여본성(眞如本性)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법칙(因果法則)은 색공(色空)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임을 깨달아 시간(時間)의 구속 속에서 시간의 지배자가 되

어야 한다. 

•  물 한 그릇이 얼음 한 그릇, 얼음 한 그릇이 물 한 그릇이어서 증감이 없으며, 물이 곧 얼음이오 얼음이 곧 물

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불생불멸(不生不滅), 불증불감(不增不減)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그냥 불교원리를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서 알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성철 스님)가 한가

지 예로서 불교의 근본원리인 불생불멸의 원리를 상대성이론, 등가원리에서 입증하여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것은 허황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4) 상주법계(常住法界)

• 그런데 모든 것이 일체만법이 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상주불멸(常

住不滅)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인 이 우주를 상주법계(常住法界)라고 합니다. 항상 머물러있는 법

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나.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니--

(1) 수학적 분석의 ‘빗금 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2차원 평면도형인 ‘빗금 원’은,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2차원 공간 즉 평면에 들어올 때, ‘양원뿔’이 평

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여 생기는 ‘단면(斷面)’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그림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단면’, ‘그림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것은 ‘양원뿔’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빗금 원’은 감각 세계로서, 관념 세계 또는 이데아의 세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덧없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원 공간(세계)은 3차원 공간(세계)의 단면(斷面)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2차원 공간

(세계)은 3차원 공간(세계)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2차원은 3차원의 그림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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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Lonard Mlodinow), 유클리드의 창: 기하학 이야기《EUCLID'S WINDOW: The Story of Geometry from Parallel Lines to Hyper-
space》, 전대호 옮김, 8쇄, 2013(까치글방) p.237.

7) 레오나르드 믈로디노프(Lonard Mlodinow), p.237.

(세계)은 4차원 공간(세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위 차원의 도형(존재)들 역시, 바로상위 차원 도형(존재)들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2차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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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원의 무언가의 그림자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분석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공간과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거나, 『공간과 시간은 사실

상 존재하지 않으며, 무언가 보다 복잡한 것의 근사치일 뿐이다』라는, 일부 끈 이론(string theory) 학자들의 귀결과

맥이 닿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6)

(4) 같은 결론은 다른 측면에서도 도출(導出)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힘이, 공간의 성질 내지 속성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공간의 성질 내지 속성이,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 즉

물질과 에너지의 속성을 결정하는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이 있으면 (중력에 의하여, 저가 덧붙인 것임) 공간이 휘어져 -그리고 시간

도 휘어져- 기하학이 변형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끈 이론에 의하면 오히려 공간이 물질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간의 가장 기초적인 속성들 -예를 들면 차원의 수- 이 자연의 법칙들 및 우리의 우

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속성을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그 차원들과 그 차원들의 위상학(topology)이 그 안

에 존재하는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7)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간과 시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세계 역시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5) 이제 불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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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와

도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觀)할지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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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면, 거기에 매달리는 탐심(貪心)도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현실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수행을 통해 자기 본

부산지방변호사회•349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24  페이지 349



성을 깨닫는다면, 그로서 한 순간에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듯이, 현실에서와 나와 본

래의 나가 같은 것이고, 인간이 본래 부처이며, 이 몸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부처의 세계이

며, 부처의 세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치로 수행을 통하여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면, 불교 궁

극의 목표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남’을 이루게 됩니다. 

• 금강경에서는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니, 모든 형상 있는 것이 상(相) 아님을 알면 곧 여래를 볼 것이

니라.’고 하였습니다. 원각경에서는 ‘이것이 모두 헛된 것인 줄 알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며, 몸과 마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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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경(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극락정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 극락정토는 아득한 우주 어느 곳에 물

리적으로 실재하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절대적 유심론의 입장에서면 일체만상은 마음이 자아낸 것이므로 마음이 없는 곳에 물리적 실재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체가 공한 것을 깨달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곧 극락정토가 된다.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임을 깨

닫기 위한 길, 그것이 곧 수행이요 참선이다.  

• “변천하면 환상이요, 불변이라야 실상이다. 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까닭에 환상이라고

한다.” 구산(1910-1983)은 범부가 흔히 ‘이 세상’이라 부르는 것.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것을 ‘환상’이라고 떨쳐

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떨쳐버리면 대체 무엇이 남아 참‘나’라고 할 것인가? “생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는 마음을 찾아 깨치는 그때에 육도고해가 사라진다.”

다. 현실 이대로가 극락

(1) 수학적 분석에서의 ‘양원뿔’과 ‘빗금 원’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2차원 공간 즉 평면에 들어오게 되면, ‘양원뿔’이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

는 ‘단면(斷面)’, 다른 표현으로는 ‘그림자’, 기하학적인 도형으로는 2차원 평면도형인 ‘빗금 원’이 생긴다고 하였습

니다. 

그런데 ‘빗금 원’은 ‘양원뿔’의 ‘단면(斷面)’으로서, ‘양원뿔’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빗금 원’과 ‘양원뿔’의 실체는 하

나인 것이지요!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2) [그림1]의 점 I, J, K, L을 연결하는 노란색 직사각형(2차원 평면공간입니다.)에 있는 ‘빗금 원’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보기로 하지요. 

세밀히 분석해보면, 이 ‘빗금 원’은 그 자체로는 2차원 평면도형 즉 가로와 세로만 있는 도형입니다. 그런데 가로

와 세로만 있는 2차원 공간(세계)에서는, ‘빗금 원’은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色)에

해당됩니다.

한편 이 ‘빗금 원’은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2차원 평면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斷面)이라고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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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3차원 입체도형의 단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빗금 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

으나 다만 높이가 0인 도형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구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3차원 공간(세계)에서는,

이 ‘빗금 원’은 ‘위치(位置)’만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빗금 원’은 ‘양원뿔’의 ‘단면(斷面)’으로서, ‘양원뿔’의 일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빗금 원’과 ‘양

원뿔’의 실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불교의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현실 이대로가 극락’이라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형상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어렵다구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3)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물질이 빈것과 다르지 않고, 빈것이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며, 물질이 곧 비었고, 빈것이 곧 물질이니,

감각과 생각과 행함과 의식도 모두 이와 같으니라.

• 우리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 합니다. 색(色)이란 것은 유형을 말하고 공(空)이

란 것은 무형을 말합니다. 그러니 유형이 즉 무형이고 무형이 즉 유형이라 하니 이것도 또 곤란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유형이 무형으로 서로 통하겠습니까? 바위하고 허공하고 통할 수 있습니까?  

• 그런데 이 불생불멸 · 불증불감 · 색즉시공 · 공즉시색을 불교에서는 중도법문(中道法門 중도의 가르침)이라 합

니다. 

부처님이 처음 성불(成佛)하신 후 녹야원(塵野園)으로 오비구(五比丘)를 찾아가서 제일 첫 말씀으로 「중도를 정

등각(正等覺)했다. 즉 중도를 바로 깨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라는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입니다.

• 중도란 무엇인가? 양변(兩邊)을 여윈 것 즉 상대를 떠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양변(兩邊)이 대립되어 있지 않습

니까? 지금 말한 생멸(生滅), 생과 멸이 양변 즉 상(相)인 것입니다. 생과 멸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런 양변을 떠

난 것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 중도는 상대양변(相對兩邊)을 떠나서 그 상대양변

이 융합하는 바로 모순이 융합되는 세계를 중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모순이 융합되는 것입니다. 흔히 「중도(中

道)를 중간이다」하는데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불교의 근본이 어느 곳에 있느냐하면 불생불멸에 있는데 그것이 중도법문입니

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융합하는 세계, 그것을 4차원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

게 되는가. 

불교에서는 무애업계(無碍法界)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애업계라는 것은 양변(兩邊) 상대(相對)를 떠나서 서

로서로 거리낌이 없이 통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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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 이대로가 극락

• 깨닫고 나면 현실 그대로가 곧 극락이며, 지금 이자리가 곧 부처의 세계라는 것을 선사들은 입을 모아 증언한

다. 서암 스님(1914-2003)은 원래 이 자리가 곧 부처의 세계라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 보여주고 있다. 한 생

각 일어나면 지옥이요, 한 생각 돌이키면 극락이요, 정토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생명 그 자체이다 ---극락

도, 영원한 생명 그 자체도 지금 이 자리의 현실 속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이나 사유로 증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보물에 접근하는 길, 그 보물이 보물임을 아는 지혜, 그것이 선(禪)이다.

• 불교의 근본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데에 있습니다. 현실 그대로가 극락세계이고 현실 이대로가 해탈입

니다.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방편설입니다. 부처 아닌 것을 갖다가 부처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본래 부처고 현실 이대로가 절대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중생이니 사바

세계니 하면서 고(苦)의 타령을 하는가, 대낮에 밝은 광명이 비쳐도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명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본래 부처요, 현실 이대로가 해탈이지만 마음의 눈을 뜨지 않

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분명히 뜨면 광명을 찾을 것 없고 부처를 따로 구할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섬기자 이것입니다. 서로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섬기자

는 것입니다.  

• 극락세계란 어떤 곳일까요? 宗正(성철 스님)=바로 깨치고 바로 알아 나갈 것 같으면 앉은 자리, 선 자리 그대

로가 절대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현실이 절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를 먼 데 가서 찾을 것이 아니고 현실 이대로가 상주불멸(常住不滅)한 절대세계(絶對世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살면 상대생멸의 세계이며, 마음의 눈을 뜨고 살면 모두가 불생불멸의 절대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생불멸의 세계, 절대 영원한 세계를 저 먼 곳으로 찾아가서 살려고 하지 맙

시다.  

• 다음은 성철 스님이 1981년 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7대 종정에 취임하는 식전에서 남기신 법어(法語)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짤막한 법문만을 전한 채 끝내 종정 추대식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큰스님

의 법문을 여기에 옮겨 놓는다.  

圓覺(원각)이 普照(보조)하니, 寂滅(적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萬物(만물)은 觀音(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妙音(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眞理(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아 時會大衆(시회대중)은 알겠는가...... 

山(산)은 山(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뚜렷이 깨달음 널리 비치니, 고요함과 없어짐이 둘 아니로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마다 묘한 이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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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에 관하여는 홍광식 변호사님의 ‘行行本處 행행본처 至至發處 지지발처’, 부산지방변호사회소식 제88호, 2016(부산지방변호사회) pp.23-24. 참조.
위 글에서는 불교학자 이기영(1922-1996) 박사님이 청담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장으로 써 보내드렸다는 글귀가 소개되는데, ‘가셨다지만 어디로 가
셨나? 본래 그 자리로 갔었고 본 고향으로 가셨을 따름.’ 이기영 박사님은 이에 대한 설명에서, ‘왔다 왔다 그럴지 모르지만 어디에 와? 본래 있던 그
자리, 출발했던 그 자리로 이제 가신 것이지. 바로 언제든지 우리는 영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쓰시고 있다는군요.  

보고 듣는 이것 밖에(이것 말고는, 저의 주)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아 여기 모인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로다.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山(산)은’에서의 ‘山(산)’은 현실, ‘山(산)이요’에서의 ‘山(산)’은 부처의 세계를 일컫는 것

입니다(‘물’도 동일합니다). 

•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 의상 대사(625-702)께서는 이런 경지를 한 줄로 표현하셨습니다. 

行行本處 至至發處(행행본처 지지발처)8)

가도 가도 본래 그 자리, 왔다 왔다 해도 출발한 그 자리.

‘行行’과 ‘至至’는 현실, ‘本處’와 ‘發處’는 부처의 세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 향봉=생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자성(自性)은 어디를 비롯하여 최초로 생겼을까요? 종정(성철 스님)=무시무

종(無始無終)이요, 자본자근(自本自根)이야.  

라. 수행(修行)은 왜 필요한가? 

(1) 향곡 스님(1912-1978)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법의 묘의에 이르면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경지, 즉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 이 세

계가 부처의 세계라는 경지에 이른다. 그렇다면 본래 구족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수행을 하는

가? 모든 것이 부처인데 석가모니 부처는 왜 나왔는가? 즉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 스스로 완성

된 이 세계에 도대체 무엇을 더 보태려고 참선 수행을 하고 불도를 닦는가? 

(2) 정말 어렵습니다.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해설을 그대로 옮겨놓겠습니다.

• 일체의 모든 현상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곧 또한 진여의 세계이다. 가만있어도 있는 그대로

가 진여의 세계인데 달리 수행하며 시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수행이 필요치 않고 다만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면 본래 청정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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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며 다만 수행(마음자리를 비우는 노력)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는

일만 남아있다. 그러므로 깨닫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요, 이 몸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다. 왜냐하면 부

처의 세계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생각은 6조 혜능이나 임제 의현의 선(禪)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경허는 반드시 선만이 불교의 이상향인 견성성불에 이르는 것은 아님을 설파하고 있다.

• 극락세계를 먼 데 가서 찾을 것이 아니고 현실 이대로가 상주불멸(常住不滅)한 절대세계(絶對世界)임을 알아

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살면 상대생멸의 세계이며, 마음의 눈을 뜨고 살면 모두가 불생불멸의 절

대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생불멸의 세계, 절대 영원한 세계를 저 먼 곳으로 찾아가서 살려고 하지

맙시다. 

• “변천하면 환상이요, 불변이라야 실상이다. 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까닭에 환상이라고

한다.” 구산(1910-1983)은 범부가 흔히 ‘이 세상’이라 부르는 것. 그리고 ‘나’라고 부르는 것을 ‘환상’이라고 떨쳐

버릴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떨쳐버리면 대체 무엇이 남아 참‘나’라고 할 것인가? 

“생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찾아 깨치는 그때에 육도고해가 사라진다. 중생들은 육도고해가 따로 존

재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몽중의 세계도 실존인양 착각하였다가 잠을 깨면 환상으로 인식하듯이 마음이 미

하면 환상을 실존으로 착각하였다가 마음을 깨달으면 환상세계는 자취도 없다. 절대불변의 실성(寶性)을 깨친

각자의 안목에는 우주의 대진리를 직시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초월하고 시공도 초월해서 유무

(有無)에 거리낌이 없으니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범부는 그 해탈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 이해는 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다만 구산과 같은 선사의 ‘유무에 거리낌 없는’ 삶을 통하여 해탈의 실체를 볼 뿐이다. 

•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깨닫고 보면 산은 산 물은 물(山是山 水是水)’이지만 무명의 업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중생 그 자체가 원래 부처이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결국 열쇠는 깨달음,

즉 마음에 있는 것이다. 향곡이 깨달은 것도 이것이었고, 그가 평생을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이것이었다.

(3) 이 부분 즉 수행이 필요한 이유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형상화해보

기로 하지요. 

2차원 공간(세계)과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의 상호관

계를 분석한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과

4차원 공간(세계)에서의 존재들의 상호관계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빗금 원’은 ‘양원뿔’의 ‘단면(斷面)’으로서, ‘양원뿔’의 일부이기

때문에, ‘빗금 원’과 ‘양원뿔’의 실체는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계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형상화해보면, 현실의 존재인 우리는

9) ‘무언가’는 저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큰 스님들은 이를 한 물건, 불성, 진여, 법성, 진면목, 주인공, 일물자, 진아, 자성, 본래면목, 참
‘나’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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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소식 VOL.76 2014) pp.38-39 ; 아울러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같은
책 VOL.78 2015) pp.54-55 참조.  

11) 저의 글, 친구 김진영 변호사를 추모하며-삶과 죽음과 인연의 수학적 분석, p.329의 각주18) 참조.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인바, 이것은 4차원 공간(세계)에서의 ‘무언가’의 단면으로

서, ‘무언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양원뿔’과 ‘무언가’의 실체는 하나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9)

그런데 3차원 입체도형인 ‘양원뿔’이 ‘무언가’의 단면으로서,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이, 도무지 눈앞에 그려지지 않

을 것입니다. 여기서 편의상 2차원의 평면을 유한한 면적을 가진 정사각형(正四角形)으로, 3차원 도형인 ‘양원뿔’

을 가로와 세로와 높이로 이루어져있는 정육면체(正六面體)로 생각합니다. 

2차원의 정사각형을 3차원의 방향인 높이 방향으로, 즉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두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각이 되

는 방향으로, 선분의 길이만큼 이동시키면, 그 흔적이 3차원의 정육면체가 될 것입니다.[그림2] 참조. 

그렇다면 ‘무언가’는 정육면체를 4차원의 방향으로, 즉 정육면체를 『가로와 세로, 높이 세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

각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흔적이 만드는 도형이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앞서 ‘4차원 초입방

체’ 즉 테서랙트를 만드는 방법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10)

이제 정육면체가 ‘4차원 초입방체’의 일부라는 것이 ‘어렴풋이’ 눈앞에 그려지지요?  

저는 앞서의 글에서 ‘양원뿔’이 ‘무언가’의 일부인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위 2개의 도형을 ‘-양자(量子)적 수준

에서- 스며든 모습으로 합쳐진, 하나의 도형이다’ 정도로 일응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11) 그런데 ‘스며든다’는 표

현이 내포하고 있듯이, 스며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위 2개의 도형이 하나

로 합쳐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형상화해볼 수가 없는 이유는, 4차원 공간(세계)이 우리의 직관적인 인

식범위 밖에 있기 때문으로서, 위의 표현 정도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휴-- 어렵네요. 이렇게 어렵게 수학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저 멀리 앞에서 3차원의 도형(존재)들 -물체와 에너지, 제반 현상들, 사건, 나아가 생(生)과 사(死), 인연(因緣) 등-

은, 4차원의 ‘무언가’의 그림자이고, 4차원 도형(존재)들의 형태와 그들이 3차원 공간으로 내려오는 방향과 자세에

따라, 3차원의 도형(존재)들의 단면 즉 그림자도 천차만별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원래의 도형(존재)의 모양이나 운동양태에 의하여 바뀔 뿐, 그림자가 원래의 도형(존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라는 표현에 집착하는 한, 현실의 세계는 원래의 세계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세

계일뿐, 현실의 세계가 원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해본 바와 같이, ‘양원뿔’과 ‘무언가’는 ‘스며든 모습으로 합쳐진, 하나의 도형’이므로, 현실의 세

계의 ‘양원뿔’이 원래의 세계의 ‘무언가’에 반영 즉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방통행식이 아니고, 쌍방통행식이라

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수행(修行)이 필요한 이유를 형상화해볼 수 있는 외에, 불교에서의 여러 개념들도 형상화해볼 수가 있습

니다. 업보(業報), 환생(幻生), 현세에서 공덕(功德)을 쌓아야하는 이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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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후의 세계 

(1) 저의 앞서의 글을 본 대학교수 후배가 묻더군요. ‘4차원 공간(세계)이 사후세계(死後世界, Afterlife)라는 근거가 무엇

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더군요. 생(生)과 사(死), 사후세계의 존재 여부는 인류의 고래(古來)의 의문이자 관심사인데, 저가

이를 몇 페이지의 글로 설명하고 증명을 하였으니, 노벨상을 받아도 수십개는 받을 위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빨리 노벨위원회에 알려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의 추론이 영 미덥잖다는 이야기지요.

(2) 후배의 물음내지 지적과 같이 ‘4차원 공간(세계)이 사후세계’라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어 가지 수학적 분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먼저 탄생과 삶과 죽음을, 형상화해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양원뿔이 3차원 입체공간의 내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2차원 평면공간의 평평한 표면에 접하는 단면’ 즉 ‘빗금 원’이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단면이 하나의 ‘점(點)’으로 나타날 것인바, 탄생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그 점이 ‘원형(圓形)’으로 바뀌

면서 차츰 커져 최대크기에 이르고는, 다시 그 ‘원형’이 차츰 작아지면서 ‘점’이 될 것인바, 삶 나아가 인생살이의

굴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점이 사라지는 시점이 바로 죽음입니다.12)

(3) 이글의 저 멀리 앞에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설명하는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해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①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생명체 ② 불생불멸’의 둘로 나누어, 좀 더 세밀하게 수학적 분석을 해보아야 합

니다. 

① 먼저 위의 법문 등에 나오는 ‘내가 곧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하다.’거나, “나 자신 속에 본래 갖

추어져 있는 불성, 여기서는 이미 ‘나’니 ‘너’니 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13)

나아가 석가세존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제일성으로 부르짖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뜻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저의 앞서의 글에서 ‘클라인 병(Klein bottle)’으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14) 요약하면 수학적

으로 4차원 공간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즉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 클라인 병이 존재하는 세

계입니다. 이와 같이 내부와 외부 즉 안과 밖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은 세계이다 보니, 안과 밖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따라서 4차원 공간(세계)에서의 ‘무언가’는, 4차원 공간(세계) 그 자체입니다. 4차원

공간(세계)에서는, 개별적 존재인 ‘무언가’가, 4차원 공간(세계) 그 자체(우주 또는 ‘부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12)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은 -‘양원뿔’은 그 모양 그대로인데- 단면인 ‘빗금 원’ 즉 그림자만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불교식으로 표현
하자면 ‘시공이 내 생각 하나며 천당 지옥이 이 시간 이 자리니 사실은 오갈 것도 없는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두고 ‘돌
아가셨다.’거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불교적 관점에서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 6조 혜능 이전에 이미 선사상의 큰 줄기를 세운 3조 승찬(僧璨)은, 그의 위대한 선서(禪書)인 『심신명(信心酩)』에서 ‘나’와 전체의 관계, 개별적인 인간
의 존재와 불성의 관계를 한 마디로 일러주고 있다. 一卽一切 一切卽一  但能如是 何慮不畢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다. 오로지 이같이
할 수만 있다면 어찌 이르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14)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 제33호 2016) pp.384-387.
15)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pp.38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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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럼 ‘불생불멸’은, 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저의 앞서의 글에서 ‘테서랙트(tesseract)’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15) 요약하면 수학적으로

4차원 공간은 ‘4차원 초입방체(hypercube)’ 즉 테서랙트에서 보듯이, 어느 시공간에서도 다른 시공간들로 나갈

수가 있는, 즉 원하는 대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결론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는, -위에서 보듯이 4차원 공간(세계) 그 자체(우주 또는 ‘부처의 세계’)가 되고-, 과거, 현재, 미

래의 삼세(三世)를 초월하고 시공도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자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4) 이로써 ‘4차원 공간(세계)이 사후세계(死後世界, Afterlife)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후배의 물음내지 지적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저가 앞서의 글에서 다짜고짜 ‘4차원 공간(세계)은 사후세계이다.’라고 한 이유요? 추모글에서

이런 복잡한 설명에까지 나아갔으면, 아마 ‘이거 추모글이야? 수학공부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4

차원 공간(세계)은 사후세계이다.’라고 전제(前提)하고 추론을 전개해나갔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위와 같이 ‘근거

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글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로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고만 것이지요.  

(5) 우주의 이런 오묘한 진리를 처음 터득하고 발견하여, 중생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자신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수행

의 방법을 가르친 분이 석가세존(BC563?-BC483?)이십니다. 저의 글은 불경과 큰 스님들의 법문 등을 형상화하

여, 수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해본데 불과합니다. 

그럼 노벨상 수십개는 누가 받아야 할까요? 저는 과학부문을 제외하고는 노벨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

물며 석가세존께서 이런 속세의 상을 받으시려고나 할까요?

바. 밑바탕에는 시간이 있다!

(1) 위에서 ‘양원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빗금 원’이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을, 탄생과 삶, 죽음에 빗대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 없이는 사물의 변화나 이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양원뿔’의 이

동 및 이에 따른 ‘빗금원’의 존재와 변화는,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결국 우주의 오묘함 그 밑바탕에는 시간이 있다는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양원뿔’의 이동방향을 바꾸어,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꼬여버린 인생

을 이런 식으로 과거로 되돌려, 그 시점에서 새로 시작해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한번씩 ‘양원뿔’을 ‘아주 멀리’ 위

로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항목을 바꾸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

-- 엄청 힘드네요. 일단 여기에서 책을 덮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음미해보신 후, 아래 항목으로 들어가실 것

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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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속성 몇 가지

가. 시간관(時間觀)

(1) 우주에서 시간(時間)이 개입되지 않는 존재나, 사건내지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도, ‘영원’도, 그리고

‘불변’과 ‘변화’도, 모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시간은 신비한 것으로, 만약 인간이 언젠가

우주의 모든 신비를 파헤치게 된다면, 아마도 최후에 알게 될 신비는 시간일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는 오랫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시간이 사건의 측정을 위한 인위적인 단

위(單位)에 불과한지? 아니면 물리학적 의미를 갖는 어떠한 양(量)인지? 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 순환적(循環的) 시간관과 직선적(直線的) 시간관

① 대부분의 원시 문화에서는, 천체와 계절의 주기적인 순환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을 순환하는 것

으로 보았습니다. 인도의 순환적 시간관이 대표적으로, 불교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시간을 사건들이 일직선을 이룬 사슬, 수십억 년 전의 과거에서 시작되었으며 무한히

먼 미래까지 연장될 것 같은 연속된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직선적인 시간관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었고, 과학계에서도 이러한 직선적인 시간관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물리학 분야에서의

시간에 대한 관념과 이론의 발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3) 기계론적 시간관과 상대론적 시간관

① 산업혁명 이후 기차의 운행을 시작으로, 객관적인 시간의 측정과 그의 정확성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과학자들

과 기술자들은 시간의 측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측정 가능한 시

간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뉴턴(Sir Isaac Newton, 1642-1727)의 절대적 세계관에서는 물질과 공간, 시간은 서로 별개의 것이고, 독립적인

것이었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절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사고방

식을 오랫동안 지배해왔었습니다.16)

②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아인슈타인(1879-1955)의 상대성 이론, 융(1875-1961)의 동시성 이론, 심리적이고 주관적

인 시간 등이 논의되면서,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던 시간은,

그 의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뉴턴의 세계는 뒤로 물러나고, 상대적이

고 주관적인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6)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항상 균일하게 흘러가는 실체였습니다. 뉴턴은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말
합니다. “수학적이며 진리적인 절대시간은 외부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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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소식 VOL.76 2014) pp.35-37 ; 아울러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같은
책 VOL.78 2015) pp.49-55.

18)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 p.37 ; 아울러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0 ;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법조 제33호 2016) p.364 참조.

19) 2012년 10월 9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프랑스의 세르주 아로슈와 미국의 데이비드 와인랜드로 결정되었는데, 와인랜드는 굉장히 정교한 시계도
만들었습니다. 와인랜드가 만든 시계의 정확도는 마이너스 17승(乘) 초(秒)로서, 그러니까 0.000---에서 0이 17개 붙고서 1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시계가 등장하면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면(地面)
에서 이 시계를 30센티미터 높이로 들어 올렸더니, 30센티미터의 중력 차이만큼 시계가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좀 더 빨리 간 것입니다. 정확한 시계
가 ‘상대성 이론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걸 단숨에 보여준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정밀한 측정에 의하면 내 한몸의 다리와 머리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머리와 다리는 ‘나’라는 생명체의 ‘일체화’된 구성부분이 맞는가? 그렇다면 ‘하나’라는 유기체의 정의(定
義)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는 종국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생명체’라는 불교의 가르침의 과학적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
지면서 점차 아리송해지는 장면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똑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로서, 내가 있는 공간과 네

가 있는 공간은 똑 같은 공간이 아니며, 흘러가는 시간도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과 시간이

누구에게도 똑 같다고 느끼는 것은,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1) 1905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공(時空)에 대한 일대 사고

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바, 이 이론은 다음의 결론들에 이르게 됩니다. ①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시간지연. 시간팽창). ②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짧아진다(길이수축). ③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운동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절대적 동시성의 부정. 동시의 상대성). 위와 같은 결론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고전역학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게 됩니다.

(2)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멈출 수도 있

는가? 

오늘날 시간은 ‘역동적(力動的)’으로서, 시간이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믿음은 깨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

에 의하면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 즉 시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저가 앞서의 글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17) 아울러 위 글의 시간지연에 대한 설명의 말미에서, 우주선에 승선하였던 쿠퍼와 지구

에 남아있던 딸 머피가 만나게 될 때의 상황, 이른바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도 언급해두었었습니다. 

(3) 그럼 물체의 길이는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것 역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는가?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물체의 길이 역시 ‘물체의 운동상태’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인바, 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짧

아진다(길이수축)- 즉 물체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 역시 ‘탄력적’인

바,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따로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것들을 따

로 부르지 않고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날 때 공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4) 이와 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뉴턴의 절대 시공간이라는 대전제는 무너지고, 물체와 공간, 시간은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인 통일체로서, ‘물체와 공간의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산지방변호사회•359

부산법조-최종_레이아웃 1  18. 1. 16.  오후 4:25  페이지 359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전혀 별개의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왔던 물체(정확하게는 물질)와 공

간과 시간이, 사실은 하나로 엮인 통일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물체, 공간, 시간이 하나로 엮인 통일체인 까닭에, 각각의 물체마다 고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각 물체마

다의 공간의 크기와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물체는 공간과 시간이 고도로 응축

되어 하나의 덩어리가 된 존재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5) 앞에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

이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질은 그 무게만큼 공간을 끌어당겨 뒤틀리게 하고, 시간도 느려

지게 합니다. 이러한 중력에 의한 시간의 느려짐은, 예컨대 지구에서의 시간보다 태양에서의 시간을 더 느려지게

만듭니다(1년에 1분 정도라고 하네요). 한편 지구의 중력도, 지표면에서의 중력보다 위성에서의 중력이 작으므로,

GPS 위성에서의 시간이 지표면에서의 시간보다 빨라지게 되어서 이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이르러 관측장비의 발전은, 지면에서 30센티미터 높이에서의 시간의 빨라짐을 측정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19)

다.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가? : 시간의 방향성

(1)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가? 태어나서 늙고 결국은 죽는 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인간은 과

거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흐름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일은 오지만,

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올 수가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당연하게 보이는 자연현상을 과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순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답은, 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의 기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 먼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야구공을 던지면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동영상

으로 찍어 거꾸로 재생하면, 공이 날아가는 장면만을 보고 거꾸로 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만

약 진공 상태에서 이런 실험했다면 알아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물체가 한개만 개입된 사건

의 경우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양자역학 등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야구공이 날아가는데 관여하는 물리이론들이, 시간을 거꾸로 흐

르게 하여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물리이론은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차별하지 않는 ‘시간되짚기 대칭성(time reversal symmetry)’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 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한쪽 방향 즉 과거에서

미래로만’ 진행됩니다. 위에서 보듯이 물리학의 법칙에서는 시간이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비하여, 우

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미래의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진행되는 사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리잔은 왜 깨지기만 하고, 깨진 유리잔이 다시 붙지는 않는가? 왜 계란은 깨지기만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

는 것일까? 물리학의 법칙은 시간의 대칭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

행되는 것일까?

(4) 이와 같이 일상적인 사건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熱力學 第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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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입니다.20)

열역학 제2법칙은 -열의 출입이 차단된- ‘고립계’에서의 엔트로피(entropy)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서, 고립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열적(熱的) 평형상태(平衡狀態), 즉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상태 쪽으로 변화한다

는 것입니다.

엔트로피(entropy)라는 개념을 알아야겠군요. 엔트로피는 어떤 계-물리계-의 ‘무질서(無秩序)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양(量)으로서,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계의 무질서의 도(度)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시간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즉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 됩니다. 눈

앞에 그려지지가 않지요? 저의 전매특허 ‘형상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있는 비커-고립계입니다-에 진한 자주색물감 한 덩이를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맑은 물

에 물감이 퍼져나가면서 끝내는 물 전체가 뿌연 자주색이 됩니다(그림[3] 참조). 이와 같이 물감이 퍼져가는 과정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으로서,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

태 즉 자주색물감과 맑은 물이 -완전히 섞인 상태 즉- 평

형을 이룬 상태가, 그림의 맨 오른쪽 비커에 든 액체의 상태

입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맑은 물에 자주색 물감덩이를 떨어

뜨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색 물감이 퍼져가면서 물

전체가 뿌연 자주색이 됩니다. 하지만 뿌연 물이 다시 자주

색물감덩이와 맑은 물로 ‘스스로’ 분리되는 일은 현실에서

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의 방향성을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이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시간은 미래방향으로만 흐르고

거꾸로 즉 과거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은 일상적인 사건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이

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바, 요약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은, 열역학적 시간의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습

니다. 

(5) 물리학자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볼츠만은 주어진 확률이 최대가 되는 상

태와, 모든 부분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섞이는 방향으로 진행

20)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한 종류의 에너
지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으나,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법칙입니다. ‘열(熱)’도 에너지의 한 형태이므로, 높은 온도
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간다고 해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넓게 퍼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됩
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도 에너지의 일종이고 총량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 높은 온도
의 물체로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를 뿐,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흐르지는 않는데, 이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열역학 제2법칙’이 탄생하게 됩니다. 1850년에 클라우지우스(Rudolf Julius Emanuel Clausius, 1822-1888)는 이 문제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
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흘러가는 것을 기존의 물리법칙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새
로운 ‘법칙’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흘러가는 성질’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
니다. 
1865년 클라우지우스는 열역학 제2법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새로운 물리량을 제안했는바, 클라우지우스가 제안한 엔
트로피(S)는 열량(Q)을 온도(T)로 나눈 양(S= Q/T)이었습니다. 높은 온도에 있던 열이 낮은 온도로 흘러가면, 열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분모에 있는 온
도가 작아지므로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은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량을 온도로 나눈 양인 엔트로피가 증가해야만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일을 해낸 사람이
물리학자 볼츠만(Ludwig Eduard Boltzmann, 1844-1906)이었습니다.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를 본문과 같이 요약하다보니 어떻게 더 어려워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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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도 밝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상설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말이 됩니다. 이를 자연현상에다 적용해보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점점 뒤섞

인다는 것, 환언하면 무질서해진다는 것이 됩니다.21)

이제 다시 [그림3]을 보겠습니다. 자주색 물감덩이와 맑은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자주색 물감덩이가

퍼져서 물이 뿌옇게 되어가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

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루빅스 큐브’라는 장난감 아시지요? 정육면체 모양의 퍼즐인

데, 모든 면을 각각 하나의 색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큐브로 ‘경우의 수’를 보지요([그림4] 참조). 그림의 오른쪽 ‘색이 흐트러진 상태’의 경우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큐브가 가질 수 있는 형태(경우)의 수는 모두 43,252,003,274,489,856,000개, 그러니까

4,000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1초에 하나씩 형태를 바꾼다면 모든 형태(경우)를 구현하는데 1조년

이 걸린다는 것으로, 우주의 나이보다 100배쯤 긴 시간입니다! 이에 비하여 ‘색이 맞아있는 상태’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학의 확률론은 자주색 물감의 확산이라는 자연현상과, 큐브의 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줍니다.

(6) 이와 같이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주어진 확률이 최대가 되는 상태와, 모

든 부분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엔트로

피는,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물리량이 된 것입니다. 자연은 확률이 높은 상태

로 변해가려고 한다는 것, 즉 점점 섞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을 밝

히게 되었던 것이지요.22)

한편 엔트로피의 등장으로 ‘시간의 흐름’에도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다. 그러므로 『시간은 미래방향으로만 흐르고 거꾸로 즉 과거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23)

이렇게 시간의 방향성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 ‘시간의 처음’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의 기원’과 밀접하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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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학공부 한번 해볼까요? 경우의 수와 확률에 대한 수학적 개념을 요약하면, ‘경우의 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이고, ‘확률’은 모
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전 1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개,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도 1개, 모든 경우의 수는 위 경우의 수들을 합한 2개가 됩니다. 따라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 뒷면이 나올 확
률도 1/2이 될 것입니다. 동전을 ‘동시에’ 만개 정도 던지면 절반은 앞면, 절반은 뒷면이 나오게 됩니다. 쉽죠? 
이번에는 동전 2개 즉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보지요. 모든 경우의 수는 4개가 될 것입니다. 모두 앞면, 모두 뒷면, 앞
면(500원)과 뒷면(100원), 뒷면(500원)과 앞면(100원).        
이것을 확률의 곱셈과 덧셈정리로 계산해볼까요?         
①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1/2(500원)*1/2(100원)=1/4 (곱셈정리, and)         
② 앞면(500원)과 뒷면(100원), 또는 뒷면(500원)과 앞면(100원). 이렇게 두가지 경우가 섞여 나올 확률? 1/2(500원)*1/2(100원)+1/2(500원)*1/2(100

원)=1/4+1/4=2/4 (덧셈정리, or)        
③ 위의 ①번, 또는 ②번의 두가지 경우. 이렇게 세가지 경우가 섞여 나올 확률? 1/4+2/4=3/4 (덧셈정리)   
④ 위의 ①번, 또는 ②번의 두가지 경우, 또는 ‘모두 뒷면’. 이렇게 네가지 경우가 섞여 나올 확률? 1/4+2/4+1/4=4/4=1 (덧셈정리)이 됩니다. 확률이 ‘1’

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⑤ 이상을 정리해보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자연현상에다 적용해보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점점 뒤섞인다는 것, 환언하면 무질서해진다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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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볼츠만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만 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인데, 볼츠만은 그런 일이 일어
날 확률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 확률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기술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
습니다. 1993년 데니스 에반스 등은 ‘요동 정리(fluctuation theorem)’라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정리는 일정량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확
률의 비를 그 엔트로피의 함수로 기술하는 방정식입니다. 

23)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퍼뜩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시다. 교실에 안경을 낀 학생 20명과 안 낀
학생이 20명 있습니다. 안경을 낀 학생들이 칠판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들 하여, 수학선생님께서 안경을 낀 학생 20명을 ‘모아서’ 앞자리에다, 안 낀
학생 20명을 ‘모아서’ 뒷자리에다 앉혀두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고, 자유휴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
까요? ‘시간이 가면서’ 차츰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섞여 앉는 경우의 수가, 따로따로 앉는 경우의 수보다 많아서,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억지로(인위적으로) 따로따로 앉도록 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차츰 섞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방향
은,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 즉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 즉 점점 뒤섞이는 방향, 즉 점점 무질서해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24)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 역시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실체입니다. 우주를 입
자의 집합으로 볼 때, 그 질서 정연한 배열이 해체되어 점차로 확산, 평균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이것을 정식화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고, 열역학 제2법칙인 것이지요.

25)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1 ;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pp.365-366 참조.
26) 예컨대 전자가 스크린의 특정 위치에 도달하는 사건은, 왼쪽 슬릿을 통과한 경우와, 오른쪽 슬릿을 통과한 경우의,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것은 ‘이중 슬릿 실험’으로 검색해볼 것.

관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후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7) 그렇다면 물리이론이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차별하지 않는 ‘시간되짚기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야구공 1개만 개입된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야구공은 사실은 입자(粒子)를 지칭하는 것인바, 입자 자체는 시간의 방향성이 없

습니다. 그 결과 입자 자체는 ‘시간되짚기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입자가 모이면 비로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시간의 방향성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위의 자주

색물감덩이는 입자의 개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므로, 시간이 미래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입니다.24)

(8)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자는 시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원자와 전자, 입자 등 미시적(微視的) 규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양자역학의 영역이 되었는데, 양자역학은

고전역학(뉴턴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확률론적’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

니다.25)

고전역학은 유일(唯一)한 과거와 유일한 경로를 고집하나, 양자역학은 유일이 아닌 ‘모든 과거의 중첩(重疊)이 현

재’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은 과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Richard P. Feynman(1918-1988)에 의하면, ‘하나의 결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

는 경우,26) 모든 가능한 사건들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슈뢰딩거(1887-1961)의 고양이’-50%의 확률로 독약이 흘러나오도록 장치가 된 상자 안에 갇혀있는 고양이-에 대

해서, 양자역학의 주류인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상자를 열어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즉 관찰(측정)-하는 순간

고양이는 죽어있는 상태 또는 살아있는 상태로 확정(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고양이가 죽어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사후경직(死後硬直)에까지 이른 고양이의 역사로 과거가 결정되고, 반면

고양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굶주림에 허덕이며 버텨온 고양이의 역사가 과거로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현재의 발견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기본 줄거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먼 훗날의 에드먼드 행성의 인류가 과거 지구 인류의 생

존을 도와, 『새로운 과거를 하나 더 만들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는 것이지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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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의 처음이 있을까?

(1)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체가 된 ‘시공간(space-time)’의 개념으

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시작은 우주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주의 생성은 공간

의 시작인 동시에, 시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언제 -흐르기- 시작했을까? 의 문제는, 우주는 언제 생성되었을까? 의 문제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2) 앞에서 살펴본 열역학적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므로, 우주의 최초는

엔트로피가 최소인 상태이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온인 상태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점점 엔트로피가 작아져서 극저(極低)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우주가 한 점(點)

에서 출발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우주가 한 점인 상태가 언제였는가? 의 문제로 귀결됩

니다.

(3) 현대의 유력한 우주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137억년 전에 극저(極低)의 엔트로피 상태에서 대폭발(big bang)로

태어나자마자,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급격히 팽창(Inflation)하였으며, 현재도 팽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

니다. 

빅뱅이 왜 있었는지는 모릅니다.28) 그러나 여러 천문학적관측을 통해 이 이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물리학의 정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빅뱅이 왜 있었는지는 모르나, 엔트로피와 시간의 방향을 생각해보면, 빅뱅의 존재는 필연적으

로 도달하는 결론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137억년 전 우주는 엔트로피가 지금보다 매우 낮은 극저의 엔트로피상태

에서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열역학적 시간의 방향이 생겨나, 시간이 미래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빅뱅이 없었으면, 시간이 미래로 흐를 수 없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의 방향성이 생기는 이유는, ‘우주의 기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빅뱅

이후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결국 시간의 처음 즉 시간이 흐르게 된 시초는, 빅뱅이었다는 결

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 시간의 끝이 있을까?

(1) 위에서 시간은 언제 -흐르기- 시작했을까? 의 문제는, 우주는 언제 생성되었을까? 의 문제로 바꾸어 볼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언제 -흐르기를- 끝낼까? 의 문제는, 우주의 종말 즉 우주는 언제 소멸될까?

27) 이 항의 설명에 대해서는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 pp.38-39 ; 아울러 저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1-52 ;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
-공간의 세계, p.365-366 참조. 

28) 왜 우리 우주는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일까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 즉 질서 정연한 상태는 매우 특수한 상태로서, 앞에서 보
았듯이 확률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한 상태가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 초기라고 해서 엔트로피가 낮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이지요. 그런데 우리 우주는 왜 낮은 엔트로피로 시작했을까?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 1931~)라는 물리학자는, 우리 우주와 같은 상태가 되려면
우주가 10의 10,123제곱 분의 1(=1/10 1̂0 1̂23) 이라는 희박한 확률로 탄생했어야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는 소수점 밑으로 0이 10,123
개가 붙는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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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근(卑近)한 예를 하나 들면, 저의 경우 초등학교시절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되는 반면, 변호사로 있으면서는 특히 근래에 이
르러서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변론이 끝나고 차회 변론기일까지의 통상 3주일이 ‘금방’ 지나가서, 급히 준비서
면을 작성하고들 하지요? 그러다보니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매년단위로 즉 몇 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까지도 비교적 세세하게 기억
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일한 기간은 그의 5배를 넘는데, 그 해가 그 해 같고 해서--- 예전 일을 5년 단위로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희
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나마 그럴듯하게 보이는 설명은, 살아온 햇수가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은 당시까지 살아온 6년 중의 1년으로서 1/6에 불과하므로, 당시 일어난 사건도 그때까지 일어난 전체 사건의 1/6에 불과해서, 비교적 기억에 잘 남아
있게 되는데 비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한해의 1년이 당시까지 살아온 햇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즉 분수의 분모가 커지므로- 기
간 단위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의 문제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2) 앞에서 살펴본 열역학적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므로, 우주의 종말은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이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온인 상태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엔트로피가 커져서,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의 핵

심은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가 언제인가? 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합니다. 137억년 전 우주는 극저의 엔트로피상태에

서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크며, 현

실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 우주는 아직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앞의 맑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떨어뜨린 자주색물감덩이를, 이번에는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떨어뜨린

뜨거운 물방울로 생각해봅시다.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뜨거운 물

과 차가운 물이 평형을 이룬 상태-가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열이 흘러가지

않는다. 즉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는 것이지요! 

(4) 자 이런 과정을 천문학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별과 은하들은 결국 차갑게 식으면서 죽어갈 운명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물질계를 담고 있는 공간과 시

간의 흐름은 영원한가? 우주는 대폭발로부터 시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시간적 흐름을 계속한다. 그러나 무한한

시간이 흐른 뒤 물질은 무한히 희박해져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주에는 무질서의 정도-엔트로피-를 높이는 어

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방향성도 사라진다. 따라서 더 이상 시간은 존

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영원히 아무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무덤속이 된다. 흠 우울

한 결론이네요. 

바. 나이가 들면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지는가? 

(1) ‘나이가 들면 시간(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은,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인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느

끼는 것인가?29)

심리학자들은 ‘시간의 지속(持續)에 관한 사람들의 지각’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즉 사람들은 사건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를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이지요. 시간의 지속을 아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으로서, 예컨대 악보를 표시된 음표만큼 연주해야 하는 등 여러 곳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20세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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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사람의 인식과 시간의 지각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생체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생체

시계 외에도 시간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었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 퍼거스 크레

이크(Fergus I. M. Craik)가 1999년에 행한 ‘노화와 시간 판단’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결과는 연령

에 따라 달랐는데, 결론은 ‘나이가 들수록 생체시계가 느려져 외부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

었습니다.30)

(3) 이상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열역학적 시간의 화살 즉 시간의 흐

름은, 과거에서 미래방향으로만 흐르고 과거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

라는 교훈을 주는군요!

이제 시간이 ‘존재(存在)’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개입하는가? 환언하면 시간과 존재는 어떤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책을 덮고, 지금까지의 내용 특히 시간의 방향

성을 한번 음미해보신 후, 아래 항목으로 들어가실 것을 권합니다.   

 존재의 조건 : 시간

가. 공간의 차원

(1) 공간은 가로로 이루어져 있는 1차원,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 가로와 세로, 높이로 이루어져 있는 3차

원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1차원은 선(線), 2차원은 면(面), 3차원은 입체(立體)가 될 것이고, 이를 도형으로

그리면 1차원은 선분(線分), 2차원은 정사각형(正四角形), 3차원은 정육면체(正六面體)로 그려질 것입니다. 말하자

면 이 정육면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세계)입니다. 

(2) 위에서 설명한 차원들의 관계를, 이번에는 동적(動的)으로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즉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기하학

적으로 말하자면 위치만 있고, 차원은 없는 점(點)으로부터- 접근해보기로 하지요.31)

기하학적으로 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원을 갖는 도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①점이 공간 속을 움직이면,

길이라는 1개 차원을 갖는 선을 그린다. ②선이 공간 속을 움직이면, 길이와 폭의 2차원을 갖는 면을 그린다. ③그

리고 면이 공간 속을 움직이면, 길이, 폭, 두께의 3차원을 갖는 입체를 그리게 된다.32)

이제 3차원 입체에서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3차원 입체를 자르면 2차원인 면이, 면을 자르면 1차원인 선이, 그리

고 선을 자르면 차원이 없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면(斷面)의 개념으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

였습니다.

30) 그는 우선 피실험자를 평균 나이 72.2세인 노인 그룹과, 22.2세의 젊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크레이크는 피실험자가 눈을 감고 30, 60, 120초를 짐작으
로 세게 하는 실험과, 실험자가 30, 60, 120초에 신호를 제시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판단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연령에 따라
달랐는데, 시간을 세도록 하는 실험에서 노인 그룹은 실제 30초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서야 30초가 흘렀다고 답했다. 또한 시간의 경과를 짐작하도
록 했을 땐 실제 120초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40초밖에 안 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생체시계가 느려져 외부 시간이 더 빨리 흐
르는 것처럼 느낀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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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점(點)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한 곳도 없고, 단지 위치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차원입니다.
32) 여기에 대해서는 저 멀리 앞에서 ‘흔적’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2차원의 정사각형을 3차원의 방향인 높이 방향으로, 즉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두 방향에 대해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선분의 길이만큼 이동시키면, 그 흔적이 3차원의 정육면체가 될 것입니다.》
33)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p.377 ; 아울러 저의 글, 친구 김진영 변호사를 추모하며-삶과 죽음과 인연의 수학적 분석, pp.320-322 참조.

나. 수학상의 공간 

(1) 위의 공간의 차원은 수학상의 개념입니다. 수학은 그리스의 유클리드 이래로 ‘추상적인’ 점, 선, 면 등의 개념을 기

초로, 현실의 자연과 분리된 공간개념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이 물체의 존재, 변화 등 현상(現象)

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음에 비하여, 추상성을 기본특질로 하는 수학에서는 실제의 존재 여부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수학에서는 수학의 확실성과 엄밀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확장에 의하여, 4차원 방향을 『가로와 세로, 높이 세 방향

에 대해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 즉 4차원 공간이 존재함을 수학적으로 증

명하고, 나아가 4차원 공간의 속성을 ‘수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33)

다. 물리학상의 공간 : 공간의 차원과 존재의 문제

(1) 이제 위에서 설명한 차원들의 관계를, 존재의 측면 즉 물리학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기로 합시다. 

존재의 측면에서 볼 때 점, 선, 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말하자면 점(點)은 위치만 있고, 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이 공간 속

을 움직여 만들어지는 ‘길이’ 즉 선은, ‘폭(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폭’이 더해져야 존재하게 됩니다. 환언하면 선은 2차원

방향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② 그럼 면은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이 공간 속

을 움직여 만들어지는 면은, ‘두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은 ‘두께’

즉 높이가 더해져야 존재하게 됩니다. 환언하면 면은 3차원 방향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이상의 설명은 [그림5]의 분홍색 ‘선’과 ‘면’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③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3차원 입체는 어떻게 됩니까? 위의 규칙성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실제로

는 존재하지 않는) 면이 공간 속을 움직여 만들어지는 입체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해

집니다.  

(2)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선은 길이뿐 아니라 폭도 가지고 있으며, 면은 길이, 폭과 함께 두께도 갖기 마련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면은 ‘두께’ 즉 높이가 더해져야, 환언하면 -높이의 차원으로 즉- 3차원 방향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가설상(假說上)의- 3차원 입체는 ‘무엇’이 더해져야, 환언하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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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① 앞에서 우리는 3차원 입체(立體)는 4차원체(體)의 단면(斷面)이며, 또한 3차원 입체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4차원체가 만들어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4차원체를 만들어 내려면, 3차원 입체가 ‘어떤’ 방향-어떤 종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단순한 상하, 좌우, 전후 운동으로는 보다 큰 도형이 생길 뿐, 새로운 차원

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34) 상하, 좌우, 전후 운동은 아닙니다.

② 아! 아인슈타인! 그의 통찰력이 발휘되는 장면을 보시지요. 

그 해답은 지속시간(持續時間)에 있습니다. 어떤 물체이건 시간적으로 지속하기를 그치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3개의 낯익은 차원에, 네 번째 차원으로서 ‘시간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35)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만을 두고 볼 때에 우주는 4차원 ‘시공간’입니다. 4차원 시공간이란 3차원

의 공간이 가지는 3개의 좌표축과 1개의 시간축을 통틀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1개의 시간축을 따라 흐르

는 3차원 공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존재하는 3차원 존재인 것이죠.

③ 위에서 본바와 같이 3차원체는 ‘지속시간 없이’ 길이, 폭, 두께만 갖는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까요?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은 ‘가설상으로만’ 기능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3차원체들은 ‘4차원적으로 설

명’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3차원 입체는, 네 번째 차원(즉 지속시간)을 갖는 실재(實在)하는 물체의, 가설상의 움직이지 않는 단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설상의) 입체를 시간의 차원에서 움직이면, 4차원의 (실재하는) 형상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3) 이로 인하여 3차원과 4차원의 개념이, 수학과 물리학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간

은 ‘수학상의 공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좌우, 앞뒤, 위아래(즉 가로, 세로, 높이)의 3개 방

향이 있는 입체공간이므로, 수학상으로는 3차원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을 추가적인 1개의 차원으로 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수학상의

3차원 공간에다, ‘시간’을 덧붙인 공간을 4차원 ‘시공간(space-time)’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4차원 ‘시공간’이므로, 물리학에서는 4차원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골치가 아픈데---

라. 황진이 여사님  

(1) 우리 역사상에도 아인슈타인과 같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34) 이는『어느 차원의 도형을 그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원래 차원보다 하나 높은 차원의 도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의
글에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p.377의 각주36) 참조.

35)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설명들이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흠 그
렇군, 그래!’ 고개를 끄떡이면서 따라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엄청난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가 ‘별 반짝이는 밤’ 패키지여
행의 ‘아인슈타인 역’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설명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렵다는 상대성 이론을 청년 아인슈타인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설
명해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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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는 한 덩어리로 본다는 것은, 공간(줄어드는)을 시간(늘어나는)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공간'의 한 부분으로 펼쳐져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 장래에 인류가 시간을
공간화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시간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되겠지요? 이에 관하여는 저의 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았더니..., pp.38-39 ; 아울러 저
의 글, 다시 '인터스텔라'..., p.52 및 각주14) 참조.

바로 저가 존경해마지 않는 조선조의 황진이(黃眞伊) 여사님. 여사님의 시조 한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2)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기녀(妓女)는 황진이 여사님일 것입니다. 여사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록

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얼굴이 아름답고 시를 잘 지었으며 글씨도 뛰어났고 음악에도 재주가 있었다고 전해집니

다. 여사님이 남긴 작품은 시조 6수와 한시 4수밖에 없지만, 창의적인 발상이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

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조를 두고 4천편에 달하는 고시조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

으며, 또한 이 시조로 여사님을 우리 시문학사상에 최고의 시인이라고 극찬하기도 합니다.  

(3) 여사님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밤과 같은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으로 바꿔 놓습니다.

표현의 놀라움은 추상적 시간이, 구체적이며 너무나도 생생한 이미지를 거쳐서 나타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

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구뷔구뷔 펴리라’처럼, 추상적인 시간이 생생한 이미지를 거쳐서

행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남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일체화’, 단적으로 ‘시간을 공간화’하고 있습니다.36) 이런 뛰어난 통찰력

을 가지신 분이, 조선조의 양반사회에서 천시되는 계급인 기생으로 일생을 보내신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사

님께서 요즈음 태어나셨으면 어떤 인물이 되셨을까? 아이돌? 연예인? 그보다는 뛰어난 이론물리학자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4차원 공간(세계)과 시간

가. 수학상의 공간으로 분석

(1) ‘4차원 공간(세계)’의 속성에 대해서는, 앞서의 글에서 ‘4차원 공간의 형상화’라는 제목으로, ‘테서랙트’와 ‘클라인

병’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한바 있습니다.37) 

여기에서는 다시 수학상의 공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추가적인 1개의 차원으로 본

'시간'까지를, 수학상의 공간에다 넣자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별개의 축(軸)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수학상의 1, 2, 3

각 차원을 시간까지 포함한 공간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차원 공간’은 가로와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공간에 ‘시간이 포함’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학상의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무리가 없는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

상화와 이해와 분석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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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차원(세계)에서는 그 차원(세계)에 존재하는 도형이 어떻게 보일까?

(1)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하위 차원인 2차원의 평면도형 예컨대 ‘원(圓)’을 보면, ‘원’ 그대로 보일 것

입니다.38) 그렇다면 각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에게는, 같은 차원의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1차원 세계 즉 직선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점 -점의

앞쪽-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의 뒤쪽을 보려면, 뒤쪽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원 세계 즉 평면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선 밖에 없겠지요? 2차원에 원,

삼각형, 사각형 등 무엇이 있든 간에, 2차원의 존재에게는 모든 평면도형들이 오직 ‘직선’으로만 보입니다. 

평면도형의 다른 가장자리를 보려면, 옆쪽과 뒤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39)

(2) 그렇다면 3차원 세계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보

고 있을까요? 입체도형이라고 답하기 쉬우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평면도형을 보고 있

는 것입니다. 거울, 사진, 영화 특히 3D 영화를

보면서 입체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

리 눈에는 2차원의 평면도형들로 비치는데, 우

리의 뇌가 그것-영상-을 입체감이 있는 입체도

형들로 바꾸기 때문입니다.40)

위와 같이 우리는 정육면체를 평면도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육면체를 이루는 면(面: 정사각형)도 이쪽을 향

한 면 3개만 보게 됩니다. [그림6]을 보시지요. 그림의 맨 왼쪽 정육면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정육면체의 모습

인데, 그림의 중간에 그려진 정육면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모서리가 눈에 보이는 실선(實線)으로만 표시되어있는

면 3개-앞면, 윗면, 오른쪽 면-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입체도형의 다른 면-뒷면, 밑면, 왼쪽 면-들을 보려면, 뒤와 아래, 왼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앞쪽만 보이게 되므로, 뒤쪽이 썩었는지 덜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돌아가 관찰해야합니다.

(3) 규칙성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는, 같은 차원의 도형의

모양을 원래의 모양 그대로는 볼 수 없으며, 그보다 1차원 낮은 ‘점’이나, ‘직선’이나, ‘평면도형’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상위 차원(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는, 그의 하위 차원의 도형의 모양을 원래의 모양 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차원 세계에 있는 존재가 3차원의 정육면체를 보게 되면, 원래의 모양 그대로 즉 ‘입체도형’으로 보게 된

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3차원의 존재이므로,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림6]을 보지요. 그림의 맨 오른쪽에 그려진 정육면체가 4차원의 존재가 보는 3차원 정육면체의 모습을 그

37) 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pp.379-387 참조.
38) 같은 이치로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그의 하위 차원인 1차원의 ‘선’을 보면, ‘선’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
39) 사각형의 각 가장자리를 다른 색으로 칠해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40) 이하의 설명은 저의 글, 별 반짝이는 밤-공간의 세계, pp.372-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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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스웨덴보리의 환상: 에마누엘 스웨덴보리 (Emanual Swedenborg, 1688-1772)는 그의 고국 스웨덴에서는 과학자, 신비주의적 신학자, 천리안으로 유
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천리안 능력을 입증해 준 사건은 1759년 7월 19일 스웨덴 서남해안의 항구 예테보리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독일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조사한 바 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 4시경이었다. 스웨덴보리는 영국에 갔다가 막 예테보리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했
다. 그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환상 속에 48.3km 떨어진 자기 집 근처에서 불이 난 것을 보았다면서 지금 자
기 마을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8시까지 우울한 상태에 있다가 마침내 이제는 불이 꺼졌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
었고 스웨덴보리는 이를 직접 지사에게 설명하도록 요구받았다. 월요일 아침에 왕실 전령이 그 화재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예테보리에 도착하여 스
웨덴보리가 본 환상을 하나하나 확인해주었다. 세계진문기담, 1991(동아출판사) p.20 ; 원 출처는 The Unexplained : Mysteries of Mind Space & Time,
ⅴol. 1, Issue 4. 
사후세계를 봤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후세계는, 대부분 그 문화권의 저승의 이미지 혹은 그 사람이 믿는 종교의 사후세계의 이미지를 닮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은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스웨덴보리가 쓴 ‘영계(靈界)의 수기
(手記)’의 내용은, 저의 ‘4차원 공간의 형상화’에서의 추론과 부합하는 곳이 여럿 있더군요. 엘리노어 T. 스미스, 사후의 세계, 임종한 번역, 
1983(노벨문화사, 4차원 이상의 세계 13) pp.175-323. 

린 것인데, 모서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실선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것은 4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우리가 보

는 정육면체의 앞면, 윗면, 오른쪽 면 등 면 3개에다, 뒷면, 밑면, 왼쪽 면 등 면 3개를 합친, 면 6개를 ‘한눈에’ -돌

아가지 않고도- 모두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입체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과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사과를

볼 때 앞쪽만 보게 되므로, 뒤쪽이 썩었는지 덜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돌아가 관찰해야했습니다. 하지

만 4차원에서는 사과의 모든 모습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입체’ 자체를 온전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4차원의 존재는 ‘입체’를 봅니다. 대상의 한쪽 면과 반대쪽 면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1)

다. 각 차원(세계)에서는 그 차원(세계)에 존재하는 도형의 ‘내부’가 보일까?

(1) 내친김에 이번에는 도형의 ‘내부(內部)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에서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하위 차원인 2차원의 평면도형 예컨대 ‘원(圓)’을 보면, ‘원’ 그대로

-즉 원의 ‘내부’가 -보인다. 같은 이치로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그의 하위 차원인 1차원의 ‘선(線)’을 보

면, -‘선’ 그대로 즉 선의 ‘내부’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에게는, 같

은 차원의 도형의 ‘내부’가 보일까요?

위에서 본바와 같이, 1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눈으로 1차원의 도형을 보게 되면, ‘직선’이 ‘점(點)’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직선’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눈으로 2차원의 도형을 보게 되면, 모든 평면도형들이 오직 ‘직선’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평면도형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3차원의 도형을 보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입체도형들이

오직 ‘평면도형’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입체도형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2) 규칙성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됩니다. 『각 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는,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도형의 ‘내부’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상위 차원에서 살고 있는 생물은, 그의 하위 차원에 존재하는 도형의 ‘내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4차원 세계에 있는 존재가 3차원의 정육면체를 보게 되면, 정육면체의 ‘내부’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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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3차원의 존재여서 직관적으로 눈앞에 그려지지가 않으므로, 역시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4차원의 존재는, 3차원 정육면체의 면 6개를 ‘한눈에’ ‘모두’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면 6개를 ‘한눈에’ ‘모두’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면 6개가 ‘한눈에’ ‘모두’보이려면, 면 6개로 둘러싸인 내부

의 구석구석까지가 ‘한눈에’ 보여야겠지요? 4차원의 존재는 정육면체의 내부를 ‘한눈에’ 봅니다.

(3) 앞 가.의 (1)항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추가적인 1개의 차원이었던 '시간'을, 각각의 수학상의 공간에 넣

기로 하였지요? 따라서 ‘3차원 공간’은 가로와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입체공간에 ‘시간이 포함’된, ‘시공간(space-

time)’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보았듯이 4차원의 존재는 3차원 공간의 내부를 ‘한눈에’ 보게 되므로, 3차원 ‘시공간(space-

time)’의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휴-- 이 한구절의 결론을 얻으려고, 위의 복잡한 분석과 추론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책을 덮은 후, 지금까지의 내용을 음미해보고, 아울러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다음, 아래 항목으로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예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시도

가. 예언의 예 

(1) 예언은 태곳적부터 행해져왔으며, 우리는 일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기준점이며, 어떤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분명히 사후적으로만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가능케 해주는 시간의 만곡(彎曲)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항에서는 예언의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2) 예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서로서, 특히 구약성서에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크리스트가 구세주로 오리라는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수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성경구절들이 예수의 일생 중 핵심적인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치료의 기적, 나귀를 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유다의 배반, 체포와 구타, 십자가

에 못 박힘 등---

(3) 노스트라다무스(Nostradamus 1503-1566)는 비성서적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가 쓴 예언집

은 거의 100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을 운문(韻文) 형태로 썼는데, 대부분은 매우 상징

적인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추측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여러 예언들은, 그가 살았을 당시에는 없었던 여러 사건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666년 런던 대화재는 화재가 발생할 연대까지 예언했었고,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운명, 히

틀러(Hister로 표기)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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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언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

(1) 이를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들이 있으나, 근거가 박약하거나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이론들이더군요--- 그래서

저가 나서서 예언의 가능성을, 전술한 결론을 근거로 하여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두 단계의 추론과정을 거쳐야 합

니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에서 4차원의 존재는 3차원 ‘시공간(space-time)’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

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4차원의 존재 즉 4차원 공간(세계)에서는, 그 하위 즉 3차원 공간(세계)에서 일어나는 상

황(사건의 전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흠 그렇군!’ 할 겁니다. 

4차원 공간(세계)에서는 3차원 시공간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모두’ ‘동시에’

‘하나의’ 상황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을 예로 들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고 죽는 모

든 과정을, 4차원 시공간의 존재는 한눈에 온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2)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3차원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상위 4차원 공간(세계)내지 그곳의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① 일부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염력(念力), 영매(靈媒), 텔레파시(telepathy) 등을 이용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없고, 실험과정이나 결과에 허위가 끼어들 여지도 있어

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②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능력(靈的能力)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예언들 중 상당수가 그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

기도 합니다만, 이는 과학적인 추론이 아닌 개인의 능력의 문제이므로,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저는 우리 3차원 공간(세계)과 4차원 공간(세계)과의 소통가능성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은, 융의 ‘동시성의 이

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스위스의 정신요법 전문가로서,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함께 20세기 정

신의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융은 1952년에 『동시성 : 비인과적 연관 원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융이 설

명하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동시성(synchronicity)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 혹은 상호연결

에 관한 것으로서, 그는 그 당시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과거와 미래의 혼재, 인과율의 뒤섞임, 꿈과 현

실의 모호한 경계 등을 임상사례들과 직관을 기반으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융은 정신을 시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인간 관념 속의 시공

간과 인과성에 대한 개념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은 의식의 차원을 넘어선 무의식의 차원의 무시

간성, 무공간성도 제시하였는데, 인간의 무의식은 현존하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것입

니다. 융이 제시하는 동시성 현상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가, 바로 ‘관찰자의 의식상태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일치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략 설명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2017. 10. 3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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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6. 11~2017. 10

한줄 단상

편집후기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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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제35호 부산법조

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1. 제18회 법률강습회 (2016. 11. 21.)
3. 제2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2016. 11. 25.)
5. 변호사 윤리연수 (2016. 12. 12.)

2. 원로자문위원회 (2016. 11. 22.)
4. 대한변협 특별연수 (2016. 11. 26.)

5 6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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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377

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1. 조기투표-임시총회 (2016. 12. 12.)
3.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심포지움 (2016. 12. 27.)

2. 부변사진관 제3회 사진전시회 (2016. 12. 2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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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연탄 봉사활동

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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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379

1. 부신년인사회 (2017. 1. 2.)
3. 무료급식봉사활동 (2017. 1. 21.)
5.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우리회 방문 (2017. 2. 9.)

2. 정기총회 (2017. 1. 16.)
4.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이임 인사 (2017. 2. 2.)

1 2

3 4

5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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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1. 충렬사참배 (2017. 2. 13.)
3. 제16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2017. 3. 12.)

2.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정기총회 (2017. 2. 27.)
4. 국제금융고 입학식, 졸업식 (2017. 3. 16.)

1

2

3

4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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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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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 (2017. 3. 13.)
3. 제1차 월례회 (2017. 3. 27.)

2.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2017. 3. 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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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3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21

1. 분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간담회 (2017. 3. 28.)
3. 2017년도 춘계수련회 (2017. 5. 20.)

2. 공제사업운영위원회 (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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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383

1. 제19회 법률강습회 (2017. 5. 29.)
3. 지방분권개헌 출범식 (2017. 9. 28.)
5. 이채문 회장님 활동사진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자과의 간담회 (2017. 6. 21.)
4. 경찰청 특강 (2017. 8. 8.)

2 3

4 5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7 Sees with the photograph

사진으로 보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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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한 해는 끝나가는데 내 기록은 끝이 없네”

나병영 易地思之의 實踐만이 先進 大韓民國의 지름길

박상흠 떨어진 낙엽을 책갈피 삼아 가을을 읽는다.

가을도 내 마음을 읽는다.

박성호 이 짙은 어둠속에 새벽은 올까?

허나, 그 어둠 너머에 태양은 항상 떠 있다.

그러니 그 어둠에 기죽지 말자

유상순 뉴스1 : 언론이 부산에이즈녀라고 도배질한 지적장애 20대여성 변현숙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무료 변론 한다.

뉴스2 :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올해의 변호사를 선정한다.

변현숙 변호사를 2017년의 변호사로 선정하였다.

이상 진짜뉴스도 있고 가짜뉴스도 섞여 있다.

모두 진짜뉴스이길 바란다.

박병훈 한달에 한번 있는 기일이, 일년에 두 번있는 동문회가 점점 더 빠르게 돌아온다. 무섭다. 

곧 있을 연말모임들이 

윤재경 2018년에는 어떠한 소망을 이루고 싶은 건지...

또 다시 다가올 한 해를 생각하며 다이어리만 마련합니다.

진동열 검이불누 화이불(儉而不陋 華而不侈)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하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나도 이렇게 늙어갔으면...

최윤선 날씨는 춥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태환 回甲이라니...떨어지는 낙엽에 여전히 마음설레는데...

문성근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세월은 유수라, 그래도 우짤기고? 

쫀심이 있는데...

최현우 정말 할 말이 없네

김동옥 덧없는 우리네 인생살이, 

지나고 보면 춘몽(春夢)속의 꿈이로다.

한줄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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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조를 반기며35번째

2017년 한해가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사적인 

일을 겪으면서 국민주권, 대통령과 국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 권력기구와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새롭게 의미를 더한 한 해 였습니다. 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 대하여 지난 30년이상 최고법

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체제를 가져

온 헌법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합의를 담아내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하여

야 한다는 데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여러차례 개헌문제에 대한 부산법조의 여러 견해들을 특집으로 준비하고자 한 바 

있는데, 대통령탄핵에 이은 국가권력의 통제,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

한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 보다 크게 형성된 시기이므로 이번에 홍보위원

회에서는 개헌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부산법조지의 특집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헌법의 전문을 비롯한 

총론 부분,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통치기구, 지방분권, 기본권보장, 사법부와 형사절차 등

많은 부분의 개헌논의 중 부산법조지에 개헌특집으로 원고를 기고해 주신 조소영 교수님, 김동진, 조혜

경, 나병영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논문과 판례평석으로 연구성과를 보내주신 변호사님들과 법조칼럼, 부변사진과 시, 수필, 기행문,

독후감 등으로 부산법조지에 참여해주셔서 부산법조가 알찬내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환경소위원회의 2017년 환경탐방보고서도 원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부산

변호사들의 관심을 드러낸 좋은 내용입니다. 탐방기를 기고해주신 김동진 변호사님게도 감사드립니다.

젋은 회원님들의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법조에도 원로, 청년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연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더욱 조성하는데 부산법조

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변호사회가

창립 70돌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산법조도 내용을 다채롭게 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게 회원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본회의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이채문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와 여러좋은 의견을 내주신 홍보위원회 위원님, 실무책임을

맡은 하종숙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홍보위원장 

이 덕 욱

부산지방변호사회•385

| 편집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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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제35호 부산법조

부산법조(제35호) 원고모집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우리 회 홍보위원회에서는 회지 “부산법조제35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 회지는 1983년도에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그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회원님들의 

학술발표, 문화교류 및 청·장년 회원간의 만남의 공간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회와 회원님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공식적인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회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원고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우

리회의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하오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원고수집내용 -

① 논문, 판례평석(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② 시, 시조 : 매수 제한 없음(2편이내 1편)

③ 수필, 개업소감, 취미생활, 독후감, 여행기, 연극˙영화감상문 등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④ 동호회, 실무연구회 소개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⑤ 기타

비고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분야별 원고매수를 꼭 확인하여 집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회원께서는

우리회 홍보위원회(☏ 051-506-8503)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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