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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이 책에 사용된 사진은 이 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사진작가 이남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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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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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지는 1983. 3.에「釜山辯護士會誌」라는 이름으로 창간호가 나왔다. 그

리고 그해 11월에 제2호 회지가 나왔는데 그때는 “地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釜山地方辯

護士會誌」라고 하여 이후 그렇게 사용해 오다가 1997년도에 이르러 당시 회지 간행책임을 맡

고 있던 허진호 변호사(그는 이후 본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서울회 소속이다)가 회지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서 새로운 題號를 공모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대체적인 여론은 무난하게「釜山

法曹」로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 허변호사와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 사석에서 무심코 말하

기를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法曹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釜山法

曹」는 너무 평범하니까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曹(무리 조) 대신 潮(조수 조)자를 사용하여「釜山

法潮」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허변호사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이를 채택하고 

당시 우리 회원 중에서 서도의 대가이신 황영선 변호사님(2015년 작고)께 글씨를 부탁해서 그

해 제15호 회지부터 지금까지「釜山法潮」를 회지 제호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제15호 회지를 낼 때 허변호사가 나에게 회지이름을 바꾸었으니 “회지 改名의 辯”을 써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釜山法曹의 潮流: 地之血脈이 남녁海潮音으로 隨氣進

退하도다」 라고 써주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서 “부산법조에서 큰 기운이 일어나 한반도를 흔

든다.”는 다분히 덕담조의 의미라고 했더니 아주 멋지다면서 회지의 표지 뒷면에「題號의 辯」이

라는 이름으로 위 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후 두세 번 회지 뒷면을 장식하다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5~6년 후에 우리 회에서 노무현변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당수의 회원들이 정

관계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후 20005년도에 이르러 당시 회지간행 책임을 맡고 있던 이혜진변호사(현 동아대학교 교수)

가 나에게 원고를 부탁하였다. 그 때 나는 농담삼아 위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변호사가 제22호 

회지를 내면서 표지 뒷면에 위「題號의 辯」을 다시 게재하였다(그것도 몇 번 실리더니 없어졌

다) 그 때 나는 내심으로 한번 효험(?)을 보았는데 재탕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하

였다. (이상의 이야기는 내가 회지 제23호(2006년도)에「题號有感」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을 

때 서두에 기술한 바 있다)  

글● 송문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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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후 문재인변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당수의 회원들이 정관계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처음에「題號의 辯」을 게재한 허진호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두 번째로 게재한 이혜진변호사는 청와대비서실로 발탁되었다.  

이런 일들이「題號의 辯」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지나쳐서 유치하게 들

리겠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회지 간행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환변호사가 나에게 

찾아와 우리 회가 창설 70주년을 맞이했으니 축하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므로 70년 동안

에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이 놀라운 업적을 다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역시 덕담조로 우스개 

삼아 이런 글을 써 보았다. 

덕담은 덕담일 뿐 문자의 주술적인 힘을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회가 이룩한 훌륭한 전통은 앞으로도 잘 이어나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

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원대한 꿈을 이룰 것인가.  

재능과 학문이 출중하고 행동이 고상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명재상 諸葛亮(제갈

량)이 아들 諸葛瞻(제갈첨)에게 훈계하는「誡子書」(계자서)를 남겼는데 그 요지는「寧靜致遠」

(영정치원)의 네글자로 요약된다.  

寧靜은 마음이 안정되어 평온한 상태를 말하고 致遠은 먼 곳에 이른다는 뜻으로서 마음이 안정

되어 있어야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寧靜이란 다른 말로 하면 不動心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菜根譚」에 이런 말이 있다. 

 

“ 靜가운데서 靜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靜이 아니고  

  動가운데서 靜을 지켜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다운 경지이다.” 

  (靜中靜 非眞靜  動處 靜得來 纔是性天之眞境 -前 88-) 

 

우리들 마음에 새겨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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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 특별좌담 
우리회의 성장과 2018년 법조계

● 일시 : 2018년 10월 29일 10:30∼13:00 

● 장소 : 회장실   

● 진행 : 이덕욱 홍보위원장, 황민호 홍보이사 

● 좌담참석자 : 역대회장(재임기간)              

     제40대 박재봉(1989년 - 1990년)           제41대 안병희(1991년 - 1992년) 

     제44대 오장희(1995년 - 1996년)          제50대 황   익(2005년 - 2006년) 

     제53대 장준동(2011년 - 2012년) 

● 특별참석 : 현 56대 이채문 회장(2017년 - 2018년) 



부산지방변호사회•13

저는 현재 56대 집행부에서 홍보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황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올해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홍보위원회에서 부산법조 기획특집으로 역

대회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회장님들께 좋은 말씀 듣고 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

가 돼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우리 홍보위원회 이덕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보위원회 여

러분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늘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현 집행부 임기가 이제 2년이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뭐 잘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큰 대과(大過)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대

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도 남은 기간 마무리하는 데도 잘 반영을 하고, 또 차기집

행부에 잘 전달을 해서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80년, 90년 계속 발전하

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위원장 이덕욱 변호사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뜻 깊

은 때에 역대회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

사드립니다. 

우리 회의 70주년 행사(백두산, 바자회, 야구장 등)에 대한 자축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님 당시 상황과 회장님들 근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회장입후보자가 단 1명으로 되어 무투표

당선을 거쳐 됨으로서 회무는 물론 자기 송무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관행으

로 되어 있을 때 였습니다. 

회원도 200여명 정도였고 대체로 시험횟수와 선후배 서열이 뚜렷하여 순

서대로 회무를 담당할 때 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황민호 홍보이사 

이채문 회장

이덕욱 홍보위원장

제41대 안병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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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박재봉 회장

제44대 오장희 회장 

당시 전임회장님이신 박재봉변호사님이 이루어 놓은 한•일변호사회 간

의 교류관계를 이어나아 갈 때인데 일본복강변호사회의 집행부인 회장과 

총무가 모두 무보수(총무는 약간의 판공비가 지급됨)이며 송무사건도 수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요즈음은 우리도 회장이 송무사건을 취급하지 않고 무보수로 희생 봉사하

는 경우를 보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회무를 어렵게 이끄는 회장단 여러분에

게 고마움과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9년 2년간 제40대 회장직을 맡았고, 또 원로회원으로써 70주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기념행사를 진행한 이채문회장을 비롯하

여 집행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이로 올해 85세를 맞이한 지금의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

르지만 下心으로 돌아가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남에게 적으나마 도움을 주

는 일을 하면서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닌 가슴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

는 것이 혜택을 받은 변호사로서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나

머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사무실에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책도 보고 음악 감상도 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또한 일주일 

두 번정도는 운동을 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시간이 잘 갑니다. 그래서 변호

사들이 요즘 참 어렵다고 해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골프나 무

슨 취미를 좀 가져본다면 정신적인 수양은 책을 봐가지고 공부하지만, 육

체적으로도 취미생활을 하는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70주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된 것 같다. 우리가 개업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

다. 옛날에는 청사진기로 서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자복사기로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나, 책도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변호사

가 개업하면 사무실과 집에 큰 책장을 만들어 책을 구입하여 넣었다. 연말

이 되면 새 법전을 장만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다 해결되니

까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앞으로 30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겠지요?  

 



question 
질문

부산지방변호사회•15

제50대 황 익 회장

제53대 장준동 회장

이채문 회장 및 집행부와 준비위원장 장준동 회장께 70주년 행사 준비한

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골프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아마추어선수들 육성 및 지

원활동도 하고, 함께 전국체전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골프협회장

배 대회가 8개나 있다 보니, 골프와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고 부산방송 KNN, MBC, 부산일보는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각 한 곳을 

개최하고, 국제신문은 두곳을,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주관을 해줘야 합니

다. 골프협회의 일을 하다 보니 골프연습도 하고, 공도 치고 그렇게 풍류를 

보내는 중입니다. 

 방금 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분증을 보니 제 등록번호가 5,055번인데 지금은 2만명이 넘

는다고 하니, 개업한때가 1997년 9월 1일자이니까 대략 한 20년 사이에 

15,000명이라는 변호사가 늘어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립7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준비를 하였는데, 기념식, 

자선바자회, 백두산 등정, 회원야구관람 등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7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시민바자회를 부산시청광장에서 하려는 생각도 해 보았으

나, 생각보다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회관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고, 자선경매 행

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행사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것은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봉 회장님께서는 1989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임하시

면서 후쿠오카변호사회와의 교류 등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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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89년에 회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첫째로는, 

1986년 5월 부민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 검찰청 종합청사 내의 북쪽 부지

에 철골조 조립식 지상 2층 연건평 80평 가건물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

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관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부산고등법원 ․ 검찰

청 설치계획이 발표 됨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1988년 3월 구 법원 ․검찰 부지에 연접한 서

구 부민동 2가 1-3 소재 대 138.4평을 그 당시 최선호 회장(본인은 부회장

이었음)께서 매입하였으며 이듬해인 1989년에 제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신축회관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지하실부 5층건 연건평 447.29평으로

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41년만에 독립된 회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축회관 1층은 사무국, 2층은 변호사실 및 휴게실, 3층은 회

장 및 이사실, 4층은 대회의실, 5층은 도서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둘째로, 전국 각 변호사회에서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자매결연을 제일

처음으로 후쿠오카변호사회와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측 

회장인 近江福雄변호사 등 7명이 1989년 10월 한․일 변호사협회 정기총

회에 참석차 방한하는 길에 별개의 일정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실무 협

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교류방향에 관한 의견교환을 거치면서 양회끼리 자

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1990년 3월 후쿠오카현변호사

회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43명이 입국하였고, 다음날 부산지방변호사회 회

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양 변호사회가 상호방문하여 실무협의나 주제 발표와 토론 후 

친교행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1989년 신축한 회관건축자금에는 원로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수행하고 받은 국선변호료중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적립한 돈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등 원로변호사들이 신축 회관 건축에 기여한 바가 높

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와 원로변호사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변

호사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중론에 따

라, 1990년 8월 만65세 이상의 변호사 35명을 대상으로 원로변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년 원로 변호사 초청간담회를 정

기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40대 박재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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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문

이채문 회장

제가 지금 들으니까 후쿠오카하고 우리회가 교류를 시작하는 덕분에 규슈

에 있는 구마모토, 사가, 이런 현들이 한국의 지방회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미야자키회도 충북회와 연결되어 있고, 구마모토는 경남, 사가현은 울산회

로 연결되어 있고 해서 큐슈에 있는 변호사회들이 한국에 있는 지방회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와 후쿠오카의 교류를 계기로 그렇게 된 

것인데, 다른 지역 본토 쪽에 있는 현 중에서는 한국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

데 이미 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파트너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교류를 시작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희 회장님께서는 법조인생 중 특기할 만한 점과 혹시 41대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2월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우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충실한 월례회를 개최하기로 하

여 가능한 회원 외의 인사를 초빙하여 회의 끝에 특별강연을 듣도록 하였

으며, 그리하여 통일문제, 컴퓨터 운영방법, 변호사 윤리문제 등 광범위한 

제목으로 법률외 분야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상황을 맞이 하였

는데, 그것은 각 개인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전국금융노동조합산하 부산

지방변호사회 사무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변호사회에 단체교섭을 요구 

해온 것이 였습니다. 

저는 사무직노동조합의 구성원중 일부가 각 변호사 사무직중 사무장이 포

함된 것을 이유로 불법노동조합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저를 비

롯한 집행부 전부를 상대로 노동법위반을 이유로 고발에 이르렀고 물론 나

중에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 사건은 종결되였

던 것입니다. 이렇듯 법정에서 서보니 내가 법률전문가라고 자칭하고 나의 

사건 전모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면서도 법정에 서면 법관이 앉아있는 법대

는 지극히 높고 멀게만 느껴졌고 소송진행중 법관의 말 한마디도 신경이 

곤두서지 아니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당사자가 직접하는 소송이야 오죽하며 

제41대 안병희 회장



question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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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의 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진지하

고 신중하며 깊히 생각해 본 후에 의뢰인에게 친절히 설명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장희 회장님께서는 1990년대 시대상황과 회장으로 재임시 법조계의  

안 밖의 상황과 특히 재임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해도 변호사들이 주로 회관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요새 같이 회

관이 너무 떨어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아침에 법정에 나가기 위해서 회관

에서 모여 법정에 가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회관에 와서 함께 모여 점심을 

먹기도 하고 그때는 모두 회관 중심의 생활이 우리 개인 사무실에 있는 것 

보다 변호사들이 회관에 있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고 회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관을 참 좋아했

는데, 그것도 추억이네요.  

부민동에서 거제동으로 옮겨 올 당시 현재의 회관을 마련할 당시에 땅을 

사서 독립된 건물을 짓자는 안도 있었는데 그 당시의 회원수나 자금 사정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금의 회관을 마련하였는데, 십수년이 흐른 지금에 와

서 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 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멀리보고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건물을 마련하면

서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당시 1990년대에는 세금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

고 변호사들이 세금을 그때 어떻게 냈느냐 하면, 세무서에서 변호사회에다

가 금년도는 변호사 전부가 얼마를 산출을 해라 하면, 변호사회에서 각 회

원들한테 할당을 해서 그걸 징수해서 내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게 아마 세무조합 형태였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건

당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까 수임건수를 가지고 차등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등 안에 들어가는 변호사하고 못 들어가는 변호사하고의 구

별이 있었어요. 매년 순서가 정해졌고. 그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납부했어

요. 이후  세금에 대해서 개별 소득신고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경유부를 

제출하라는등 굉장히 압력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제44대 오장희 회장 



question 
질문

 부산지방변호사회•19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당시는 재미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황 익 회장님께서는 2005년부터 재임시 중국청도율사회 교류회 체결에  

대한 배경과 회무를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복 회장 당시 중국 경제발전이 급부상하면서 상해율사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원활한 상호교류가 지속되지 못하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기업체 수천개가 진출해 있고 부산 기업의 전용 공단까지 조성되어 있

는 중국 산동성의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산에 있

는 중국 영사관, 중국 상해시에 있는 부산시의 무역 사무소 등을 통하여 청

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의사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대표단 8명이 

2006년 11월  청도시율사협회를 방문하여 교류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양

회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니 회무와 관련하여 회규제

정및개정으로 인하여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한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원활한 경유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관 및 동부지

원 변호사실에서 위임장 등을 직접 경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회관 및 동

부지원 변호사실에서 미리 경유증표를 구입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 후 

그 사용내역을 인터넷 경유 업무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 사무실에서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경유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복지사업으로 

처음 신한은행(비씨카드)과 협약 체결,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 출범 

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제50대 황 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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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동 회장님께서는 창립70주년 준비위원장으로서 행사도 치르셨는데 

준비과정 등 마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젊다 해가지고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장을 맡아

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우리 이채문 회장하고 코드가 좀 맞다보니까 그래

서 나름대로 상당한 행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자선바자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컨셉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고, 그래서 부

산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시민대상으로 자선바자회를 부산시청 뒤에 시민단

체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그럴 듯 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막상 그렇게 하

려니까 쉽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우리만의 자선바자회를 했는데, 그래도 법

원, 검찰에서도 오고, 법무사회에서도 오고, 사무직원회에서도 동참하고,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그 다

음 판매액이라든지 다 합하니 3천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사랑의 열

매에 이웃돕기 성금기탁과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에 각 기부를 하

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보니까 아, 우리 회에서 왜 이런 걸 좀 주기적으로 못했느

냐?  연말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돈만 내는 것보다, 그것도 상당

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장 할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상당히 중점을 두

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만의 리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실 부산시

에서는 제일 우리가 발언권이 세고,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력 있는 

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역

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활동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직선제, 지금까지 대한변협협회장은 서울회장이 

자동으로 되는 케이스였는데 그것도 몇 년 전 우리 황익 회장님 때부터 사

실 직선제 그 부분은 투쟁 아닌 투쟁을 했었는데, 저 회장 때 아마 그때 그

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그래도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7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이채문 회장이 신경을 뒤에서 많이 써가

지고 상당히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53대 장준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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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봉 회장님께서 법조원로로서 후배법조인, 특히 젊은 변호사들에게 하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후배 변호사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참

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모름지기 선

택받은 극소수의 엘리트집단이고 독점적인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업인이

라는 긍지를 가지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노력하는 일에 빛을 

보게 된다”는 옛날 그대로 언제나 변화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

고 정도를 따르면 호운(好運)이 만들어지고 욕심내서 하는 일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음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안병희 회장님께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회는 과거와는 달리 그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특히 부산지방변호사 업무는 송무사건에 한정된체 그것도 산술급

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변호사들의 년간 수

임건수는 해마다 하향평준화에 이르러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젊은 변호사

의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사

회여러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사회적 인식과 기여도

가 증가되며 그리하여 존중과 존경이 동시에 충족될 것이지 고민하면서 많

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깊고 넓은 

사회적 봉사와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40대 박재봉 회장

제41대 안병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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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희 회장님께서 향후 100주년을 준비하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등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100년 기념식은 지금부터 30년 후다 그때 변호사라는 직종이 살아있을지 

의문입니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변호사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

금의 전산화 발전 속도로 보면 사무실에 앉아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자료만 넣으면 자동기계에서 판결문이 나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때도 

변호사라는 자격이 필요할까? 재미있는 상상이지만도 변호사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까 의문들기도 하네요.(하하하)  

 

 

황 익회장님께서 3대로펌중 하나인 정인을 설립한 장본인으로서 로펌을 

설립하시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독으로 개업하여 1년정도 변호사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대상황으로 그 당시 부산에도 규모가 큰 로펌의 필요성을 느껴습니다. 그

래서 매년 한 분씩 파트너로 함께 일하자고 하면서 5인의 법인구성원을 요

구하는 그 당시라 물론 지금은 3인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시작

한 것이 법인구성 하는데 걸린 기간이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법률시장이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서 한 법인에 동시에 같은 변호사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될 것

이고 회사입장에서 볼 때 서로 간에 단결하고 인화에도 해가 될 수도 있다

는 생각에 반드시 1년에 한 사람씩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현재 구성원변호사가 17명이고, 소속변호사

가 16명일것입니다. 

제50대 황 익 회장

제44대 오장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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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동 회장님께서 우리회와 부산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자원봉사단 발대

식을 하게 된 배경 및  무료급식 봉사 등에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역점을 둔 활동으로는 대한변협회장의 직선제 

쟁취, 우리회의 위상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직능단체와의 업무협약체

결, ‘아름다운 인연’ 자원봉사단체 창립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 자원봉사

단체 창립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저는 변호사들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창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서 자원봉사단체를 창립하고,  부산시 자원봉사센타와 협약을 체결하여 밥

퍼무료급식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연말에는 불우 이웃에 사랑의 연탄배

달 자원봉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후배회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

계할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라는 집단은 사법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 엘리트 집단인데, 회에서 

잘 논의를 하여 전에는 원로회원한테 주던 복지금도 없어지고 공제금도 없

어지고 하였지만 젊은 변호사들의 장래를 생각해볼 때 특히 필요한 것이 

아니가 여깁니다. 

 

 

제40대 박재봉 회장

제53대 장준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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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게 공제개념으로 공제기금을 마련하는 거는 가입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입한 것과 동시에 또 회에서 얼마 정도 보조하고, 이래가지고 키 

워 나가서 공제회에서 60살이나 70살 그때 최소한도 품위유지는 해야 되

거든. 가령 요즘 시세 돈으로 30만원, 50만원, 아니면 최소한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제기금을 마련했으면…. 

그렇다 해서 회에서 전부다 마련을 하려면 힘들고, 개인이 가입하면서 한 

30%나 20% 되는 것은 회에서 또는 공제기금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변호사들은 일상으로 준비서면을 쓴다. 그 준비서면을 쓰는 것 처럼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하면 어떠한 어려운상황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

을까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 회에서 대통령 둘이 

나온 거는 큰 자랑이에요. 어떤 평가를 받는가 관계없이 부산지방변호사회

에서 대통령 두 사람이 나왔다 하는 거는 굉장한 자랑입니다. 대단하지 암 

대단하지, 앞으로 100주년 안에는 정말 몇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지만도 70

주년에 두 사람 나온 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분들은 우리회의 재무이사 

또는 인권이사로서 회무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

지 한번 좀 살펴서 후배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회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젊은 후배들 희망을 가져봅시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 변호사들의 법률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

데, 선배로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이 저의 화두

입니다. 어떤직장이든, 공무원이든 직장생활을 하면 어느 시점 퇴직금으로 

인해 돈을 좀 만질 수 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과연 이런 경쟁을 극복 못하

고 변호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 빈손으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변호

사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만든 공제제도가 있었는데 필요성에 대한 의논이 되어 지금

은 없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회나 다른 지

제44대 오장희 회장 

제41대 안병희 회장

제50대 황 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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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변호사회에서는 공제복지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강제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가입도 있고 저축형

태로 할 수도 있고, 미래를 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회장들의 노력으로 우리 회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우리 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충고와 제안들을 잘 정리하고 검토해서 우리회 회무에 긍정적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집행부에도 그 뜻을 잘 전하겠습니

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속 회 발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 말씀 나누시도록 하시지요.

지면 관계상 주옥같은 말씀 전부를 담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후배 변호사님들에게 귀감이 될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위원회 일동

제53대 장준동 회장

이채문 회장

이덕욱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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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주년 기념사업 TF팀의 발족(2018. 1. 5.)  

 

2018. 1. 5.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의문의 카톡방(카카오톡 단체방, 이하 ‘카톡방’이

라 한다)에 초대되었다. 그 카톡방은 부산지방변호사회 7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 추진하기 위

한 카톡방이었고, 구성원은 염정욱 부회장님, 강영수 총무이사님, 고지현 재무이사님, 황민호 홍

보이사님 등 현 집행부 임원들과 강진영 변호사님, 노환주 변호사님, 정해영 변호사님 등이 있

었다. 나는 이렇게 가칭 부산지방변호사회 70주년 기념사업 TF팀(이하 ‘TF팀’이라 함)의 일원이 

되었고 그 다음 주에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2. TF팀 1차 회의(2018. 1. 10.)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 7. 26. 창립한 후 2008. 7. 7.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60주년 

기념식 거행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에는 회의 창립기념행사를 따로 거행하지 않고 

선물만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가질 것인지, 가진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창

립기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면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지, 어떤 선물이 좋을지 등에 대하여 논

의하기 위해 TF팀이 소집되었다.  

첫 회의에서는 창립 60주년 행사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70주년 기념식의 거행여부(기념

식을 가질 것인지, 1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매년 지속적으로 기념식을 할 것인지), 기념식을 가진

다면 그 범위의 문제(외부인사의 초청여부, 장소를 회관에서 할 것인지 호텔을 대관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기념식을 가진다면 그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특별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

인지(60주년시 실패한 백두산 등정행사의 재추진, 무료법률상담 등의 행사, 책자발간, 외부기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비하인드 스토리

글● 임경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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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협약체결), 회원들에게 줄 기념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각자 지인들(밥조)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여론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위 행사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행사의 진행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3. TF팀 2차 회의(2018. 1. 18.) 

 

1차 회의가 끝나고 한 위원으로부터 ‘회의 내용이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예산에도 반영된 

관계로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미 있고, 허례허식이 아니며, 과시적이지 않으면서 내

실을 기할 수 있는 참신한 70주년 사업을 도출해 내자’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2차 회의는 진행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70주년 기념사업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기념식, 백부산 탐방, 야회행사, 기념

품)로 나누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념식에 대하여는 간단히 회관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고 원로회원 및 기타 회원에게 기여도에 

따라 시상을 하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백두산 탐방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여론이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60주년기념에서 못하여 

백두산 탐방을 재추진 하자는 의견이 많음), 하게 된다면 일정은 2박3일정도, 비용은 일인당 

50-60만 원 수준으로 여행사와 합의할 것이며, 회원이 아닌 가족은 가급적 참가하지 않는 것으

로 방향을 잡았다. 기간이 짧으므로 백두산의 한 곳 정도만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야외행사는 크게 사직야구장 야구관람, 자선바자회, 걷기 대회 등의 의견이 나왔다. 사직야구장 

야구 관람은 일정금액 이상 표를 구매하면 회장님이 시구도 가능하고 자막으로 회 70주년 기념

을 보도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보였다. 자선바자회는 서울회가 110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것을 참고하여 준비하되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직접 바자회를 실시하고 수익

금은 초록우산 및 무료급식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걷기대회는 저비용으로 홍보효과가 

크다는 이점이 있고, 60주년 기념행사 때 마라톤 대회에서 등에 홍보물을 붙이고 뛰었던 적이 

있으므로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기념품은 동일한 물품을 모든 회원에게 줄 것인지, 여러 개를 준비해서 선택하게 할 것인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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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인당 선물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 후 구체적인 아이템을 고르기로 하였다.   

 

4. 정식 준비위원회의 발족(2018. 2. 9.) 

 

2018. 2. 9. 부산지방변호사회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함)를 정식으

로 발족하고 기존의 TF팀 구성원을 바탕으로 장준동 전 회장님, 강경철 전 총무이사님, 김용민 

전 총무이사님을 준비위원으로 충원하였고, 장준동 전 회장님이 준비위원장을, 염정욱 부회장

님이 부위원장을, 강영수 총무이사님이 간사를 맡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7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5. 준비위원회 1차 회의(2018. 2. 21.)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후 처음 하는 회의였다. 준비위원들은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수

시로 카톡방에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올리며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당시 백두산탐방 경비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준비위원회는 1인당 예상 

비용을 6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 인원 140명 기준으로 현대드림투어에서 받은 

견적은 1인당 136만 원으로 당초 예상 금액인 60만원의 2배를 초과하였고, 비슷한 일정의 다

른 여행사 상품은 1인 당 60만 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위원들은 각자의 지인들 및 다른 여행사를 통하여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

으나, 100명이 넘는 인원인 경우 거의 비행기를 전세하는 수준에 해당하므로 항공료 할인은 어

렵고, 현대드림투어를 제외한 다른 여행사에서는 비행기 좌석 확보를 할 수 없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 끝에 1인당 경비를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

원금을 받아 내야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개인적으로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항공료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백두산 탐방에 반드

시 참가할 집행부 및 준비위원회 위원들의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1인당 부담할 경비 총액을 

줄이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창립 70주년 기념식 행사를 제헌절에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장소를 알아보던 중, 최초 롯데호텔

을 대관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롯데호텔은 내부공사로 인해 제헌절에 대관이 불가능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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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대는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결국 농심호텔로 결정하였고, 농심호텔측에 가격은 양식 b코스로 

진행하되 음식은 양식 c코스(더 비쌈)를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다. 

자선바자회는 서울변호사회 창립110주년 기념 자선바자회 및 부산가정법원 자선바자회의 세

부계획을 입수하여 우리 회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고, 부산가정법원과 연계하여 바자회를 진행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기로 하였고, 야구관람 및 시구행사는 강영수 총무이사님이 구단 관계자

와 접촉한 후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6. 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18. 3. 5.)  

 

백두산 탐방시 사용할 버스를 45인승 또는 37인승 중 어떤 버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있었으나 회원들의 쾌적한 탐방을 위하여 37인승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여행사에 쇼

핑거리를 추가해서 1인당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70주년 기념식 행사 초정 공문을 우리 회의 교류 중인 후쿠오카 변호사회, 청도시율사협회에 보

내고 외빈들을 초청하여 회의 기상을 보여주기로 하였다. 또한, 자선바자회의 날짜를 2018. 5. 

11.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고, 야구장 방문 

및 시구행사는 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70주년 기념사업의 4대 과제 중 백두산 탐방(2018. 6. 9. ~ 11.), 기념식행사 (2018. 7. 17.), 자

선바자회(2018. 5. 11.)의 3가지 행사의 날짜가 확정되었다.  

 

7. 준비위원회 3차 회의(2018. 3. 26.)  

 

자선바자회의 판매수익금을 유니세프와 초록우산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롯데자이

언트 구단은 유니세프를 후원하고 있어서 유니세프에 기부를 해야만 시구 행사를 진행할 수 있

다는 점 및 유니세프는 국적과 인종, 이념을 초월하여 차별 없는 어린이 구호활동을 하고 있으

므로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회와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결정하였고, 사

직야구장 야구관람 및 시구행사를 2018. 7. 5.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자선바자회와 관련하여 고지현 재무이사님이 실무책임자로 도맡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부산가

정법원과 함께 바자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기부금의 사용처, 물품관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자선바자회 진행과 관련하여 청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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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여성변호사 특위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을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고, 회원들의 소장

품을 기부 받아 서로 나눔으로서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부 고가의 물품은 따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바자회와 경매를 분리 진행하기로 하고 

진행은 강영수 총무이사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8. 집행부 ․ 준비위원회 연석회의(2018. 4. 2.)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이채문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연석회의가 진행되

었다.  

우선 백두산 탐방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 당시 인터넷으로 선발권한 인원 18인을 제외하고 

130인을 기준으로 여행상품을 설계하였는데 신청인원이 62명에 불과하였다. 절반도 되지 않

는 인원이었고 여행사에 패널티를 물지 않기 위한 최소 인원 104인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인원

이었다. 이후 회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었는데 개인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지원금을 인상해 줄 것, 대형 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자선바자회를 2018. 5. 11. ~ 12. 양일간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

였고, 청년특위, 여성특위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청년특위에서는 자선 일일호프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성특위에서는 물품의 관리, 판매 등을 전담하여주기로 하였다. 전체 회원들

에게 회람을 돌려 기부참여신청서를 보내고, 기부할 물품의 예시를 기재하여 적극적으로 기부

할 것을 독려하였다. 기부물품을 태그를 붙여서 분류하고 회관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창립70주년 기념식 행사에 관하여는 후쿠오카변호사회장 및 청도시율사협회장 초청에 따른 비

용 지원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60주년 행사 때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던 관례에 따라 비용 지

원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초청하는 외빈에 대하여 시장, 교육감, 시의장, 상공

회의소 회장, 연제구청장, 국회의원, 법조인 국회의원, 시당 위원장, 법원, 검찰, 법무사회 등 법

조유관기관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초정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 직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1인당 지원금을 10만원 인상하여 “회원 지원금

을 50만원(단, 원로회원 및 변호사자격 취득 3년 미만 청년변호사는 60만원)”으로 의결」하여 회

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다음날 이채문 회장님은 자선바자회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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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부, 기증 등) 및 모집등록 필요성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

었고, 이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 후 법률위반의 여지가 없도록 행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자선바자회 시안이 나왔고, 2018. 4. 12. 첫 기부물품(넥타이)이 회에 기부되었다.  

 

9. 준비위원회 4차 회의(2018. 4. 17.) 

 

4차 회의에 앞서 그 전날 카톡방에서 준비위원들에게 기부물품 리스트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

었고, 위원들은 고어텍스 점퍼, 테일러 스위프트 시그니쳐 기타, 드라이버, 명품 옷 등 매우 고가

의 물건들을 선뜻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이를 보고 약간 놀랐고 좋은 일에 흔쾌히 물건을 

투척하는 변호사님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회의에서는 자선바자회 포스터를 확정하고 후원의 밤 쿠폰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후

원의 밤 쿠폰 시안은 내가 디자인하였는데(엄격하게는 이규리 변호사가 디자인하였다) 쿠폰의 

디자인 및 금액을 모두 청년변호사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의

를 마무리하였다.  

물품대장을 작성하여 모집된 물품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였고, 후쿠오카변호사회 및 청도시율

사협회로부터 축하와 함께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대표자를 보내겠다는 회신도 받았다.  

 

10. 집행부 ․ 준비위원회 2차 연석회의(2018. 4. 30.)  
 

2018. 4. 19. 백두산 탐방의 페널티 조건인 104인을 넘어 108명의 회원 및 가족이 탐방을 신청

하였고, 회의 당일에는 115명의 회원 및 가족이 백두산 탐방을 신청하였다. 집행부의 배려와 준

비위원들의 독려로 인하여 얻은 쾌거였다. 백두산 탐방과 관련하여 이후의 과제는 여행경비 수

령, 희망 룸메이트 지정 여부, 단체비자 발급 등의 소소한 문제만 남은 상태였고, 추가적인 참여

를 독려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자선바자회 및 경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자, 시간, 장소 등이 모두 확정되었고 공간배치, 인

원배치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 당시까지 모집된 물품은 총 99개였고 곧 100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후원의 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청년특위에 위임하였고, 청년 특위에서 인테리어, 주류, 안주, 

진행, 배치 등을 모두 결정하였다.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하여 2만원 짜리 티켓 500장을 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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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청년 특위에서 판매까지 도맡아서 진행하였다. 

청년특위 위원장 정필승 변호사님이 거의 100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였고 다른 청년 특위 위

원들의 노력으로 500장의 티켓은 모두 완판되었다.  

70주년 기념식에 대하여는 식순, 행사 시작 시간, 진행순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상세한 내

용은 차회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11. 준비위원회 5차 회의(2018. 5. 9.) 

 

자선바자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추진 상황(공간배치, 물품대장 확인, 경매물건 선정)을 확인하고, 

협찬 받은 물품을 정리하였으며 자선바자회 진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준비는 완

벽히 된 상태였고 준비한 대로 바자회를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변

호사들이 자선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경품 추첨, 테이프 커팅식 등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청년특위와 여성특위에게 준비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며 다

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백두산 탐방에 관하여 116명이 신청한 상태였고, 향후에는 방 배정 및 차량 배정에 관해서만 확

정하면 되는 것이다. 여행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였다. 1일차에 만

찬과 더불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게임, 상품권 등에 관하여는 강영수 총무이사님이 준비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창립 70주년 기념식의 식순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기념식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 사항이 있었었는데 외부 사회자를 부를 것인지 여부, 동영상 제작

의 문제, 축사의 범위, 초청의 대상, 공로패 시상의 대상, 회원 포상의 기준, 선정대상의 문제, 사

무국직원 및 육관기관 포상여부, 포상에 대한 경품지급여부, 축하연주(중창단과 바코 이외에 외

부 전문가를 초대할 것인가), 경품 준비 협찬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강영수 총무이사님, 고지현 재무이사님이 맡기로 하였고, 5-7분 사이의 홍보 동영상

을 제작하기로 하며 황민호 홍보이사님이 맡아 준비하기로 하였다. 축사 및 초청 대상을 확정하

고 공로패 시상 대상을 창립 60주년 이후 역임한 회장, 총무이사로 확정하였다.  

유관기관 포상대상은 법원, 검찰, 구치소, 거제1동 주민센터, 변호사사무직원회로 정하고 대상

은 회원들로 추천을 받되 추천자가 없을 경우 기관에 추천자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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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지 정해영 변호사님이 맡아 검토하기로 하고, 축하공연은 중창단과 바코를 초청하기로 하

였으며 외부 전문가는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중창단과 바코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회의 생일을 자축하는 자리이므로 행사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기념품은 차기 회

의에서 논의하기로 회의를 마쳤다.  

 

12. 자선바자회 및 후원의 밤(2018. 5. 11.) 

 

2018. 5. 11. 금요일 11:00~19:00, 다음날 11:00~14:00에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

서 자선바자회가 열렸다. 회원들이 기부한 많은 물품들을 다른 회원, 사무직원들이 구매하였고 

매우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회원들이 기부한 물건 중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선정하여 경

매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림, 글씨, 와인, 최동원 싸인볼, 임플란트 무료시술권 5가지를 경매

에 붙이기로 하였다. 16:00부터 강영수 총무이사님의 사회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국

제, 청율, 정인 등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님들 및 원로 변호사님들이 경매에 참가하였다. 경매

도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새로운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사

회자의 배려로 나의 대리인 이규리 변호사도 점찍어둔 와인을 경락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고 청년 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이 맛있는 안주와 주류를 제공하

여 많은 회원 및 사무직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많

이 와서 당황하였다는 후문이 있다.  

자선 바자회 및 후원의 밤 행사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첫 단추가 매우 성공적으로 꿰어 진 것이다.  

 

13. 카카오톡 회의 (2018. 5. 12~28.)  

 

회의가 열리기 전에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2018. 5. 14. 백두산 탐방과 관련된 인원이 미리 발권한 인원을 포함하여 128명으로 확정

되었다. 최초 기획당시 예상 인원이 거의 충족되었고 앞으로는 비자를 발급받아 무사히 백두산

에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이다.  

자선바자회 및 후원의 밤과 관련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약 230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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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강영수 총무이사님이 롯데 구단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구행사, 기부행사(사회복지공동모금위원

회와 유니세프에 각 1,500만원), 야구장 좌석 수(현재 협의한 바로는 14,000원짜리 1루 내야석 

좌석을 20%로 할인받고 장당 500원의 예매수수료를 적용하여 장당 11,700원에 800장 정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를 완료하였고 최종 결정은 회의에서 하기로 하였다.  

황민호 홍보이사님은 70주년 기념식 당일에 재생할 홍보동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들

과 미팅을 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공지하였다.  

 

14. 준비위원회 6차 회의(2018. 5. 28.) 

 

백두산 탐방 인원이 128명으로 확정되었다(회원 101명, 준회원 1명, 가족 21명, 사무국 및 여

행사 직원 5명). 단체비자를 발급받아서 출국할 예정이고 단체사진촬영을 위한 현수막을 확정

하였다. 백두산 탐방에 관한 계획은 원안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사직야구장 야구 관람 참석인원 파악을 위하여 전체회원에게 회람하여 신청을 받기로 하고 회

원 1인당 3매까지 신청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전체회원에게 회람하여 회원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하되 

추천 기준은 인권, 봉사, 기타(청년고용, 법조문화 창달 등) 분야로 하고, 유관기관 직원 포상자 

추천공문을 한번더 회람하기로 하였다. 포상에 대한 부상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

였고,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

는 없는지 정해영 변호사님이 맡아 검토한 후 문제가 안 되는 금액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결정

했다.  

경품 및 협찬 업체는 강영수 총무이사님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70주년 기념품 선정

을 위하여 위원별로 1-2개의 대상물품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70주년 홍보동영상 제작은 60주

년 동영상 제작업체인 두리미디어로 결정하였다. 이때 부산회 회원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께 축

하 동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서 부탁해 보

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회는 대통령을 2분 배출한 유일한 회라는 말에 회원으로써 자부

심이 느껴졌다. 차기 회의는 백두산 탐방을 다녀와서 하기로 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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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백두산 탐방 (2018. 6. 9. ~ 11.)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4가지 중 가장 역점 사업인 백두산 탐방의 날이 다가

왔다(이미 최정훈 변호사님이 탐방기를 소식지에 기재하였으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회원들은 아침 6시에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간단한 안내를 받은 후 연길행 비행기에 올랐다. 중

국에 도착 후 차량에 탑승하여 중국과 북한의 접견지역인 두만강접경지대를 탐방하였다. 탐방

을 마치고 이도백하로 이동하여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저녁에 연회를 하였다. 연회를 마치

고는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온천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차량에 탑승하여 북파로 이동, 약 3시간가량 백두산 천지 관광을 하였다. 백두

산 천지는 백번 가면 두 번 보기도 어렵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천지를 보기가 어려운데, 회장

님의 인덕 덕분인지 회원들의 열정 덕분인지 우리는 천지를 볼 수 있었다.  

이후 다시 차량을 타고 연길로 이동하였고 무한 삼겹살이 제공되는 식당에서 연회를 하며 일정

을 마무리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연길 공항으로 이동하여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단체비자라 한명

만 없어도 일행이 전부 출국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백두산 탐방을 다녀올 수 있었다.  

 

16. 준비위원회 7차 회의(2018. 6. 15.) 

     

이제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은 야구관람 행사와 기념식 2가지만 남았다.  

사직야구장 단체관람 및 시구행사와 관련하여 시구 및 시타 행사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

금위원회와 유니세프에 각 1,500만 원을 기부하며, 야구장 티켓은 800장을 예매하기로 하였다. 

티켓 배분과 관련하여 우선 회원 1명당 3장(본인과 사무직원 2명)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

여 신청을 받고, 신청이 저조할 경우 사무직원 또는 회원의 가족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했

다. 반드시 참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청은 기명으로 하고, 회람을 돌려 티켓을 신청하기로 하

였다. 이 당시에 신청된 티켓 매수는 455장이었다.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시작 시간과 식순을 확정하였다. 회원 포상과 관련하여 봉사에 

공적이 있는 변호사에게 포상하기로 결정하고, 유관기관 직원 포상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추천 

내용을 집계하였다. 창립 70주년 기념품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은수저 세트, 공기청정기, 양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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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탠드, 무선키보드 등 여러 가지 아이템과 가격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확

정하기로 하였다.  

기념식과 관련하여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고, 그 내용은 방명록 준비, 소책자 제작, 기념

식 장소예약, 동영상 제작, 내빈 초대장 발송,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음원 파일, 묵념시 연

주곡 준비, 변호사 윤리강녕 준비, 기념사 축사 등을 미리 받아서 소책자에 게재, 각 종 수상자에 

대한 기념패 제작 및 부상, 축하연주 진행과정 체크, 바코와 중창단에 대한 부상, 경품 모집, 경

품 추첨함, 기념품 선정 및 주문 등이 있음을 확인한 후 더 구체적인 내용은 차회 회의에서 결정

하기로 하였다.  

 

17. 준비위원회 8차 회의(2018. 6. 25.) 

 

사직야구장 야구관람 및 시구행사에 관하여 최초 시구 행사는 이채문 회장님이 시구, 장준동 위

원장님이 시타를 할 예정이었으나, 장준동 위원장님이 과거 시구를 해본 경험이 있어 시타를 고

지현 재무이사가 하기로 결정하였다.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표창 대상기관에 부산가정법원을 추가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동영상 상영 시기를 정하였다. 변호사 사무직원 포상 대상자는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직원을, 사무국 직원 포상 대상자는 류재철 전 

사무국장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후쿠오카변호사회 및 청도시율사협회 방문단은 같은 원탁 테이

블에 배정하고, 일부 변호사님들도 같은 테이블에 배정하며, 일본어 및 중국어 통역을 배치하기

로 하였다. 역대 회장 및 총무이사 부상은 금배지(순금1돈)로 하기로 하였으며, 중창단, 바코에

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창립 70주년 기념품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회원과 

직원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념품인 로지텍 무선키보드로 결정하였다.  

70주년 기념식 초청장 문구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금배지 제작업체 및 금액을 확정하였으며 기

념사, 건배사를 할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8. 함께 가는 세상을 위한 한마당(사직야구장 야구관람행사 2018. 7. 5.)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 함께 가는 세상을 위한 한마당 행사가 2018. 7. 5. 부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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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야구장에서 진행되었다. 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행사 당일

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이날은 롯데자이언트와 부산 베어스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고 경기 전에 

시구행사 및 기금전달 행사가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이채문 회장님이 시구자로, 재무이

사인 고지현 변호사님이 시타자로 선정되어 멋진 시구 및 시타를 하였다. 이어서 지구촌 어린이

를 위한 기금 1,500만 원을 유니세프에, 이웃돕기 성금 1,500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각 기부하였다. 전달식에는 전달식에는 김창락 롯데 구단 대표이사,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

회장님,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이후 경기가 시작되었고 회원 및 사무직원, 가족 등 800명이 1루쪽 관람석에서 단체로 야구경

기를 관람했다. 치킨과 맥주 등 맛있는 안주와 맥주가 제공되어 회원들은 즐겁게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을 하며 하나가 되었다. 아쉽게도 경기는 롯데 자이언트가 두산베어스에 2:9로 

패배하였지만 회원 및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결을 도모하며 대외적으로 높아진 회의 

역량과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제 70주년 기념식만 남았다.  

 

19. 준비위원회 9차 회의(2018. 7. 6.) 

 

야구장 관람 행사가 끝난 다음날 70주년 기념식 준비를 위한 긴급회의가 이사실에게 개최되었

다. 긴급회의가 소집된 목적은 ‘창립 70주년 기념 동영상 시나리오 검토’를 위한 것이었다. 동영

상은 크게 ‘도전과 역동의 70년, 70년의 발자취(변호사제도현황), 부산지방변호사회 연혁, 부산

지방변호사회 조직현황, 부산지방변호사회주요활동, 부산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체결현황, 봉

사활동 및 각종 활동, 국제교류현황, 현재를 넘어 미래로’라는 소제목으로 9개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 부분에 들어갈 자막 및 나레이션 문구를 확정하는게 시급한 과제였다.  

위원들은 연도별로 주요 연혁, 사건 등을 확인하여 의미있는 조직구성 또는 사건들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넣고, 각 파트의 나레이션 문구도 정하며 동영상을 완성해나갔다. 나레이션에 들어갈 

문구 하나하나까지 전부 회의를 통해서 가다듬고 확정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랐고, 사

소한 것 하나도 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과정이 절차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영상에 들어간 모든 문구와 나레이션을 확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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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준비위원회 10차 회의(2018. 7. 10.) 
 

기념식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회의였다. 회의 시작전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영상메시지가 도

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념식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념식의 식순을 개회선언, 동영상 상영, 내빈소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순국선열 및 

작고회원에 대한 묵념, 변호사 윤리강녕낭독, 문재인대통령 축하동영상, 축사, 만찬, 포상, 축하

연주, 경품 추첨, 폐회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창립 70주년 기념 표창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공

로패의 문안을 확정하였다. 공로패의 문안도 역대회장 및 총무이사, 회원, 사무국직원, 법조출입

기자, 법조유관기관 직원으로 나누어 각자 상황에 맞는 문구를 작성하고 상패의 디자인과 재질

도 결정하였다. 외빈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여 다시하면 참석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협찬 상황

을 확인하였다. 이 당시까지 농심호텔의 숙박권, 온천이용권, 현대드림투어 상품권, 노보텔 부산 

숙박권,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권, 대명리조트 상품권, 임플란트 시술권 등의 경품을 협찬 

받았고 강영수 총무이사님이 협찬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총무이사님의 노력으

로 많은 경품을 협찬 받을 수 있었다.  

기념식 행사장의 좌석이 한정적이라 미리 회람을 통해 참석자 신청을 받았고 131명의 회원이 

참석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21. 창립 70주년 기념식(2018. 7. 17.) 
 

기념식 동영상이 완성되었는데 러닝타임이 10분이 조금 넘어서 길거나 지루한 것이 아닐지 우

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고지현 재무이사님이 8분가량으로 동영상을 편집하여 올렸는

데, 원본 동영상을 상영하기로 위원장님과 회장님이 결정하여 원본대로 영상을 상영하기로 하

였다.  

드디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기념식의 날이 밝았다. 기념

식은 부산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황한

식 부산고등법원장,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장 등 법조계 인사와 박재민 행정부시장, 김석준 부

산교육청 교육감, 시의회의장 등 부산의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우리 회와 교류중인 일

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와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의 축하사절단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행사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baco’오

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창립 60주년 이후에 회장을 역임한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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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신용도, 장준동, 조용한 전 회장님들과 강진영, 조갑술, 강경철, 황주환, 김용민 전 총무이사

님에게 공로상을, 인권 봉사 부분에서 활약한 김미애, 류제성, 김태형, 김민영 변호사님에게 회

원 포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부산회의 전 사무국장 및 부산지법, 고법, 부산지검, 고검, 부산구치

소 등 유관기관에서 선정된 모범직원에 대해서도 표창을 전달했다. 법조출입기자에게도 표창 

및 부상을 전달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농심호텔에서 준비한 만찬을 즐기며 회원들은 화합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

고, 경품 추첨시 부상으로 받은 금배지를 경품으로 기부하는 아름다운 광경도 연출되었다.  

이렇게 회원들은 먹고 마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포상하며, 축하하였고 무사히 70주년 기념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22. 준비위원회 해단식(2018. 7. 27.) 
 

부산지방변호사회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2018. 7. 27. 해단식을 하였다. 이채문 회장

님을 포함한 집행부와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밥을 먹으며 지난 7개월을 돌아보았고 서로의 

노고를 아낌없이 치하하였다. 70주년 기념 4가지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고 서로

의 희생과 봉사, 노력에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70주년 

기념사업은 이렇게 끝이 났다.  

 

23. 마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70주년 기념행사의 모든 준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기술한 것보다 훨

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고, 카톡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의견이 오갔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회원들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로 부산지방변호사

회 70주년 기념사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회의 역사와 걸어온 길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

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역량과 

위상을 드높이는 회원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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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70년

1950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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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 하계 소풍(1958년 8월 10일 다대포해수욕장) 

2. 추계 소풍(1959년 10월 18일 범어사) 

3. 추계 소풍(1960년 10월 23일 양산통도사) 

4. 변호사 특수교육기념(1962년 3월 12일 회관 앞) 

5. 송별회(임석규 부산지방법원장 외 15명, 1961년 8월 29일 청탑그릴 

6. 자매결연기념 (1962년 11월 25일 김해 용산부락)

4

5 6

PHOTO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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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7. 춘계 소풍(1964년 5월 18일 경주 불국사) 

  8. 추계 소풍(1963년 6월 2일 양산 내원사) 

  9. 춘계소풍(1967년 11월 4일 언양 석남사) 

10. 제21회 세계 인권공동선언기념식(1969년 12월 10일)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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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

2

3

  1. 제2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1971년 12월 10일) 

  2. 추계 야유회(1974년 11월 4~5일 내장산 

  3.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1975년 6월 18일) 

사진으로 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70년



4

5

  4. 정기총회 개최(1977년 4월 11일) 

  5.  제3회 변호사연수(1979년 1월 5일~7일 부산극동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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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기총회(1960년 10월 25일~26일 광주 충장사) 

  7.  1979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한석규 회장 공로상 수상) 

  8. 정화결의대회(1980년 8월 25일) 

6

7 8

부산지방변호사회•45



1980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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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진으로 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70년

부산지방변호사회•47

4

5 6

1. 부산고등법원·부산고등검찰청 추진위원회 회의 (1981년 9월 24일 서라벌호텔) 

2. 제5회법조인친선축구대회(1981년 10월 31일 구덕운동장) 

3. 추계 야유회(1982년 10월 충남부여) 

4. 대한항공여객기격추사건규탄궐기대회(1983년 9월 5일) 

5. 정기총회(1983년 4월 28일) 

6. 마산지방변호사회창립기념(1983년 9월 5일)



7

8 9

7. 신년인사회(1984년 1월 4일) 

8. 제13회 변호사연수회(1984년 1월 5~7일) 

9. 제10차 안보정세보고회(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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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70년

10. 변호사회관 준공식(1989년 12월 9일) 

11. 연말불우 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성금전달(1986년 12월 30일) 

12. 이동무료법률상담(1988년 5월 28일)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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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 부산·제2東京 와의 간담회(1992년 10월 30일) 

2. 부산·九州弁護士連合會와의 세미나(1991년 11월 4일) 

3. 정신대문제자료조사의 간담회(1992년 6월 19일) 

4. 한·일 교류친선행사 개최(1992년 9월 24일) 

5. 정기총회(1997년 1월 27일)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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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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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6.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협정조인식(1997년 9월 30일) 

7. 신년인사회(1998년 1월 5일) 

8. 九州弁護士連合會방한단 기념·세미나(1998년 6월 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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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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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산·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10~11. 부산변호사회 교류 10주년 기념행사 



54•제36호 부산법조

2000
1. 국민참여모의재판(2005년 12월 14일) 

2. 교류단 부산방문(2003년 12월 22일) 

3. 변호사 명예교사 감사패 수여식(2004년 4월 12일) 

4. 부산· 정례 토론회(2004년 8월 30일) 

5. 의 부산법원 종합청사 방문 기념(2005년 7월 18일)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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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6

7 8

6. 부산· 정례 토론회 (2006년 7월 18일) 

7. 고등법원 상고부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6년 4월 25일) 

8. 개인회생·파산 지원변호사단 출범식 (200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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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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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한 국제교류 세미나 (2006년 11월 17일) 

10. 부산·  토론회 

11.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법률지원 심포지엄 개최 (2008년 10월 7일)



1

2 3

58•제36호 부산법조

2010
1~8. 60주년 기념식 

2. 김철기 창립60주년기념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일본 , 중국 의 기념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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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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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3

16

 9~10.   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강습회 

11~15.   무료법률상담  

16~17.   부산경남지역의 마라톤대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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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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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9년신입회원 오리엔 테이션 (2009년 3월 16일) 

19. 부산일보-어린이재단 저소득층 아동결연후원 공동 캠페인 결연후원 150구좌 전달식 

20. 2010년 감사패전달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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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0년 소설가 김성종 초청 ‘법과 문학’ 강영회  (2010년 10월 19일) 

22. 2011년 중국 칭따오 율사협회 교류  (2011년 10월 13일) 

23. 2011년아름다운봉사단 창립 창립총회 및 발대식  (2011년 7월 20일)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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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24. 2012년 후쿠오카 변호사회 교류 (2012년 11월 23일) 

25. 따뜻한 온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횔동 (2012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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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

26. 2013년 사무직원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7. 2013년 전문직후견인 양성교육 (2013년 7월 6일~7월 20일) 

28. 2014년 교양프로그램강좌 ‘영화와 법’ 상영 개최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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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2

29. 2014년 상해대표단방문 (2014년 6월 1일) 

30. 2014년 민변 심포지엄 (2014년 6월 27일) 

31. 2015년 추계수련회 (2015년 10월 17일) 

32. 2015년 제1회 여성변호사대회 (2015년 4월 20일) 

33. 2015년 예술법정사진작품전달식 (201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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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6년 제1회 회장배 골프 

35. 2016년KCLA한인변호사회와 교류 

36. 2016년아이리더후원 (2016년 5월 13일) 

37. 2017년제20회 법률강습회 (2017년 11월 20일) 

38. 2017년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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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2. 9. 시행 도시정비법 제73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현금청산’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손실보상의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김주진, 김옥연, 이봉진. 정경석 공저,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제도 개선 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2년, 제7면 참조. 

3) 성중탁,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시점 획정 문제, 법률신문 4332호, 법률신문사, 2015년 참조. 

4) 조필규, 도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6집, 제132면 참조.

 1  . 서설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편의상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1)제도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자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하여 소유권을 사업시행

자에게 이전하고 정비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분양신청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때를 상정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2). 그밖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율성 또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은 토지 또

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

48조 제2항 제3호), 그 기준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 등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각 시·

도의 조례에서 규정한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의 평가 기준시점을 명

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어 왔다. 현금청산과정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절차로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어 토지수용절차에 따르게 되더라도 감정평

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일을 언제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감정을 하는 기

준시점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청산금 산정에 관한 감정평가시점

을 언제로 정할지는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이다.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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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판결의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813 수용재결취소등,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누38155 수용재결

취소등 판결이유를 참조하였습니다. 

6) 이와 달리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체결기간을 통지받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계약 미

체결에 따른 현금청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대상판결의 판결이유 참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대상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현금청산금 산정의 감정평가기준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이하 편의상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백히 한 사건이다.   

 

 2  . 사실관계 
 

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절차의 확정 및 그 하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상당히 복잡하다. 

여기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에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

일’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나. 피고들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아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 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그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사이에 수용대상토지와 그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3. 5. 24. 및 같은 해 6. 14.에 걸쳐 아래와 같이 각 재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2012. 8.경 원고 일부에게 분양계약체결기간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원고들은 2012. 

8. 6.부터 2012. 8. 20.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6)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일: 2012. 

8. 20.). 

 

 3  . 대법원판결(대상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

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현행 도시정비법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기간만 다르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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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기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사법 21호, 제328면부터 제329면 참조. 

8)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판시한 사례.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와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

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  .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에 의한 손실

보상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구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8조,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금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3헌바415결정 참조). 즉 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금은 본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금 평가기준시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감정평가의 일반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조사를 완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관리처

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예상 된다.7)   

 

    기존의 판례는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시기 즉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금청산금의 평가기준일

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08두14340판결8) 참조). 즉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날 = 조합원 지위 상실일 

= 현금청산금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의 원심도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날 즉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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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다음날’ 기준 가격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그런데, 기존의 판례와 같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시기 즉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현

금청산금의 평가기준일로 보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가 달

라짐에 따라 현금청산금 평가기준시점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

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 현금청산금 평가기준시점이 되고, 인가

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현금청산금 평가기준시점이 

되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의 종료일 다음날’이 평가기준시점이 되는데9) , 이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좌우될 수 있

어 악용의 위험이 있다.10)  

 

라. 현금청산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 지급기한만을 정하고, 구 도시정비법시

행령 제48조에서는 청산금액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청산대상자와 ‘협의’하도록 정하면서 이때 2인 이상 감정평

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절차에 

따른 다른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

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

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판결 참조). 

 

    여기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구 도시정비법시행령 제48조는 도시정비법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37조, 제40조 참조),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공고, 열

람, 통지), 토지보상법 제16조(보상협의),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

게는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판결 참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도시정비법시행령은 ‘보상금의 가격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보상액의 가격시점등)은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준용된다

고 할 것이다. 

9) 조필규, 도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6집, 제132면부터 제134면 참조. 

10) 김종하,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토지공법연구 제51집, 제109면 참조.



11)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의 법적 성격을 재결의 전 단계인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협의’라고 본다면, 토지보상법상

의 평가기준인 ‘재결시주의’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다만 개발이

익 배제를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

(=협의 또는 재결당시 가격)까지 시점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종하,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토지공법연구 제51집, 제107면 참조. 결국 대상판결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된다. 

1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도서출판 피데스, 2018년 참조  

13) 강신은, 2018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개정조문 해설, 도시개발신문, 2018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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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국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인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은 

본질적으로 손실보상인 점,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은 협의와 수용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바 그렇다면 구 도시정

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역시 협의와 수용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관성이나 헌법상 재산권보

장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에는 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을 위한 수용절차규

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 도시정비법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기준시점을 규정한 점,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계는 토지보상법이 수용과 보상에 관한 일반적법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금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의 준용규정을 근거로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기존의 판례가 구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의 상호관계에 크게 주목하지 못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도시정비

법상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관계를 정리한 판결을 한 점(대법원 2015

두50535판결 참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1)  

 

 5  . 여론 – 2018. 2. 9. 시행 도시정비법(법률제14567호)  
제73조의 손실보상협의(=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12) 13)  

 

가. 2018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의 전면개정 내용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관한 한, 그 동안 누적된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손실보상의 협

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협의가 결렬되면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로 연결되도록 개정하였다(도시정비

법 제73조).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하에서 ‘현금청산대상자’라고 부르던 명칭은 앞으로는 ‘손실보상협의대상자’

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

업시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018

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 제73조는 2018. 2. 9.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하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18조). 



다. 2018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기간(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라. 한편, 구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2018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

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한다.  

 

마. 결국 2018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에서도 도시정비법 자체에서 ‘손실보상협의대상자’의 ‘보상액의 기준시

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구 도시정비법과 다르지 않고, 2018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

에서는 손실보상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절차에 의해 해결함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2018년 2월 9일 시행 

도시정비법 하에서도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기준시점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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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일정한 법정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에 고유한 법정담보물권이다.1)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2)  즉, 선박소유자가 

선주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데 대한 대응 개념으로, 선박과 관련된 해사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 제도를 인정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제도는 영미법상 대물소송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온 것으로 보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사실상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을 가지는 자만이 대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선

박우선특권과 대물소송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아래에서는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전반적인 내용 및 선박우

선특권의 실행으로서의 대물소송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 일반 
 

가. 선박우선특권의 기원  

 

선박우선특권이라는 용어는, 1831년 The Nestor사건에서 Joseph Story판사가 보통법상의 점유우선특권(Pos-

sessory Liens)과 해사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의 구별을 위해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며, 이 사건이 영국과 미국을 통틀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라는 용어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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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시점이라고 한다.3)  그리고 선박우선특원의 이론적 발전은 1851년의 영국판결인 Harmer v. Bell (The Bold 

Buccleugh) 판결에서부터 이루어 졌다.4)5)  이 사건은 선박충돌로 인해 발생한 해사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인정여부

가 쟁점이었던 사안인데, 해당 재판에서는 선박을 의인화 하여 대물소송과 대인소송의 관할 및 소송절차를 명확하

게 구분하였다고 한다.6)  

 

나.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특징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원으로서 

종래 일반해사법(General maritime law), 연방제정법 및 주제정법(state statutes) 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가 다양하였다. 또한 영국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급업자, 수선업자 및 

기타 필수선용품공급업자의 채권, 공동해손 분담에 관한 채권, 소송비용과 경매비용채권, 항해에 관한 각종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등이 지금까지 우선특권으로 인정되고 있다.7)   

이처럼 미국의 선박우선특권의 인정 범위가 광범위 한 것은 미국이 선박소유국이기 보다는 하주국적 지위를 더 많

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미국의 경우 하주국으로서의 지위가 더 많이 인정되므로, 선박우선특권을 

넓게 인정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의 선박우선특권은 현재 판례법인 일반해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과 주제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그리고 연방제정법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들 각 우선특권 사이에서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판례와 제정법에 의

하여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혼란이 있으며, 따라서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8)  여기서는 논의의 

효율을 위하여 연방제정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 선박우선특권의 법원 

 

미국은 191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주제정법과 일반해사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이후로 연방선박우선특권

법(Federal Maritime Lien Act)이 제정되었다.9) 연방제정법은 현재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Commercial In-

strument and Maritime Liens Act)로 이어지고 있다.10)  

 

3) 임동철, “선박우선특권과 Statutory rights in rem에 관하여:영미법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1991, 제12권, 69쪽 

4) 7 Moo. P.C. 267, 13 E.R. 884 

5) 김영주,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미국의 Triton Marine Fuels, Ltd. v. M/V PACIFIC CHUKOTKA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2013, 제35권 2호 164쪽 

6) 위의 논문, 165쪽 

7) 박홍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0, 기업법연구 제5권, 524쪽 

8) 임동철, 앞의 논문, 76쪽 

9) 최홍섭, 고명규,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학회, 2001, 국제무역연구 7권 2호,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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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제사회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대략 3개의 국제조약을 체결

하여 발효시켰는데,11)  미국은 1993년 조약을 포함하여 이러한 국제조약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있다.12)  

 

라. 선박저당권과의 관계 

 

선박저당권(Ship Mortgage)이라 함은, 선박의 담보를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일종의 담보물권이다. 선

박저당권도 보통의 저당권으로서 우선변제력과 추급효를 가지는데, 이러한 효과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

서 선박우선특권과 구별된다. 미국법상 선박저당권은 과거엔 비해사적 권리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는데, 1920

년 선박저당권법(Ship Mortgage Act)의 제정으로 선박저당권을 해사사항으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해사법원의 관

할사항이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법상 선박저당권은 위 선박저당권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선적 선박저당

권(Preferred ship mortgage)과 그 외의 비해사선박저당권(Non-maritime ship mortgage)으로 구별되며, 후자

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주법원에서의 일반채권의 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행하게 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연방해사

법원의 대물소송(Action in rem)에 의하여 선박을 신속히 압류하여 선박의 이동성을 봉쇄할 수 있게 하여 담보력을 

강화하였다.13)  참고로 위 선박저당권법은 현 연방제정법인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에 흡수되어 선박우선특권

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14)  

 

한편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s)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박저당권은 일정한 선박우선특권 외에는, 등기한 이후

에는 선박우선특권 보다 우선순위가 인정되어 우선저당특권(preferred mortgage lien)이라는 이름으로 저당권의 

담보력이 강화되고 있다.15)  예를 들어 선박수리업자의 권리는 선박에 필수선용품(necessaries)을 제공한 것에 대

해 통상적으로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 제46편 §31301(4)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 이

러한 선박우선특권이 선박저당권등기 이전에 성립한다면 선박우선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게 되나, 반면 

필수선용품의 우선특권이 선박저당권등기 이후에 발생한다면 선박저당권자가 필수선용품의 특권에 대하여 우선

권을 가진다. 

 

10) 참고로 학계에서는 연방제정법인 연방선박우선특권법(Federal Maritime Lien Act)과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

(Commercial Instrument and Maritime Liens Act)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U.S. 

CODE 제46편 Chapter 313에는 “Commercial Instrument and Maritime Liens”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표

기를 따라 분명한 표현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11) ①1926년 선박우선특권·저당권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maritime 

lien and mortgage, Brussels, April 10, 1926), ②1967년 선박우선특권·저당권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maritime lien and martgages, Brussels, May 27, 1967), ③1993년 선박

우선특권·저당권 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1993) 

12)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I-D-4&chapter=11&clang=_en   

13) 김태창, “미국해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6, 석사학위논문, 6쪽 

14) U.S. CODE 제46편 Chapter 313의 §§ 31341 ~ 31343 

15) U.S. CODE 제46편 Chapter 313 중 §§ 31321 ~ 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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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태창, 앞의 논문, 28쪽 

17) 470 F.2d 277 (5th Cir. 1972) 

18) 330 F. Supp. 825 (N.D. Cal. 1970) August 13, 1970 

19) 김종호, “미국법상 대물소송(Action in rem) 제도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012, 한양법학 40호, 264쪽 

20) 김태창, 앞의 논문, 34쪽 

21)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aime law, 4th, West Group, 2001, p. 43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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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박우선특권의 양도성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초기의 판례들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양도불가라는 판

결을 내렸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판례가 양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별다른 제

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16)특히 Caribean Maritime Finance Co. V. Marina Merchante Nigaraguense사건17)에서

는 용선계약상 우선특권금지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한(advanced) 재용선자에게도 

그 대납금채권을 위하여 선박 상에 우선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고, In re S/S Norberto Capay 사건18)에서는 선

원의 임금을 대불하기 위하여 여행자수표를 발행한 자는 임금채권에 붙는 우선특권을 승계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선박대리점·선박회사의 주주와 같이 선박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는 자는, 

선박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해 주었더라도 해당 선박에 대하여 해사우선특권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일반채권자

의 권리가 선박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 자의 권리 보다 우선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9)  

 

 

3.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미국법상 선박우선채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전통적으로 판례법에 따라 정해져 왔는데, 앞서 간략히 

설명한 것처럼 선박을 위하여 또는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채권이기만 하면 대부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

권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피담보채권의 인정 범위가 방대하다.20)  

 

먼저 판례법인 일반해사법상 인정되어 온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선

장과 선원의 임금채권, 구조료채권, 공동해손분담금채권, 용선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우선적 선박저당

권, 해사계약에 기한 선박과 속구의 수리비, 예선료, 도선교, 부두이용료, 기타 다양한 필수선용품(neccessaries), 선

원이나 여객의 상해·사망 및 선박충돌 등의 해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손

해배상채권,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미지급운임 및 체선료채권,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등이다.21)  

 

그리고 위와 같은 선박우선특권상 피담보채권의 상당 부분은 현재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을 통해서도 규정되

어 있는데, 동 법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다. 

 



22) U.S. CODE 제46편 Chapter 313 중 § 31342 

23) U.S. CODE 제46편 Chapter 313 중 § 31341(a) 

24) U.S. CODE 제46편 Chapter 313 중 § 31301(4) 

25) 김영주, 앞의 논문, 168쪽  

26) Thomas J. Schoenbaum, op.cit, pp.530-532 

27) ibid, p.532 

28) U.S. CODE 제46편 Chapter 313 중 § 313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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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DE §31301(5)] 

“선박우선특권(preferred maritime line)”이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특권이다. 

 (A) 우선권이 있는 저당권이 이 편의 §31321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B) 해상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 

 (C) 이 편의 §31341에 열거된 자가 하역인부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 그 하역인부의 임금, 

 (D) 선원의 임금, 

 (E) 공동 해손(general average) 

 (F) 계약상 해난구조료를 비롯한 해난구조료 

 

 

또한 위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에서는, “선박에 필요한 필수선용품(necessaries)을 제공한 자는 그 선박에 대

하여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며, 우선특권을 청구원인으로 대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22)  

필수선용품 공급업자의 채권도 선박우선특권법상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선용품 제공자는 1)

선박소유자, 2)선장, 3)선박관리를 위해 필수품 구매권한을 수권한 담당자, 4)기타 선박소유자·용선자 등이 임명한 

선원과 필수선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23)  

 

필수선용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의 규정에서는, “수리, 공급, 예선 및 도크 또는 선박

철로(marine railway)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24) , 구체적인 적용 범위로는 판례법에 따라 상당히 넓

게 해석되며, 선박의 항해 기능에 있어 유익하여야 하고, 위험을 회피하거나 선박 자체의 특정 목적을 수행함에 있

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25)  또한 필수품은 반드시 선박에 있어 필수불가결할 필요는 없고, 해상 사업에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도선 관련 서비스, 부두이용료·도크(dock) 사용료, 하역작업 서비스, 특별 

대리인 서비스, 보조엔진, 윈치(winch), 연료유, 어종탐색레이더, 동적위치유지시스템, 등이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

다. 심지어는 보험료, 담배·술 등의 물품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박의 정박지 준설비용, 3개째 추

가 구매된 발전기, 항구에서 보세창고까지의 구간운송비, 변호사 보수, 선장 부인의 택시요금과 같은 것들은 필수품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26)  

 

나아가 이와 같은 필수선용품은 실제로 ‘선박에 제공되어야만(furnished to a vessel)’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험료와 같은 무형적 재산과 같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선박에 제공될 수 없으므로, 선박의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27)  또한 이러한 필수선용품에 관한 우선적 특권은 공익 목적으

로 운항하는 선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28)  



4.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실행 
 
가. 대물소송의 개념  

 

대물소송이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박을 의인화 하여 선박소유자와는 별도로 선박 그 자체를 대물소송절차 상의 

피고로 삼는 것을 말한다.29)  그리고 이러한 대물소송의 특징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통상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대인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간에 한하는 것임에 비하

여, 대물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만을 규율하는데 한하지 않고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대물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30)  

 

미국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이나 선박저당권을 가지는 자만이 대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기에 

대물소권과 선박우선특권간의 관계가 밀접하다.31) 32)  

 

나. 미국에서의 대물소송과 대인소송 

 

대물소송은 그 판결의 기판력이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소송과 다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두 소송절차는 집행절차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즉, 대물소권을 가진 자는 대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위

하여 직접적으로 목적물인 그 해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대물소권을 가지지 않는 일반채권자는 먼저 대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대물판결의 효력은 피고 선

박의 처분 자체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자(선주) 측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말하자면, 피고 패소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인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당해 해산을 한도로 하는 물적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33)  

 

다. 집행 및 배당 

 

먼저 대물적 가압류의 절차나 대물소송의 절차에 관해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해사사건에 관한 보충적 규칙 

제C조에 규정되어 있다.34)  그리고 대물소송의 진행 후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집행절차는 피고(선박)에 대한 경매와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로 이어진다.  

29) 김태창, 앞의 논문, 18쪽 

30) 김종호, 앞의 논문, 262쪽 

31) 위의 논문, 263쪽 

32) 심지어 The Rock Island Bridge 사건에서, FIELD 판사는 대물소송과 선박우선특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The lien and the proceeding in ream are, therefore, correlative – where one exists, the other can be 

taken, and not otherwise.”; 73 U.S. 6 Wall. 213 213 (1867) 참조. 

33) 김종호, 앞의 논문, 265쪽 

34) Supplemental Rules for Certain Admiralty and Maritime Claims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중 ‘Ru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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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illiam Tetley, Maritimemm Liens and Claims, 2nd, Thomson Professional Pub, 1998. pp.394-403. 

36) 김태창, 앞의 논문, 77쪽 

37) 위의 논문, 77쪽

다만 특이한 것은, 미국은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간의 배당순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과 국수주의적 입

장에서 미국에서 설정된 선박저당권과 외국에서 설정된 선박저당권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법상 배당순

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  

 

 

제1순위는 조세채권 등 특별 법정채권이다. 

제2순위는 선박의 압류·관리·경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제3순위는 선박우선특권(preferred maritime liens)이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상업증권 및 선박 

우선특권법 §31301(5)상 특권이 포함된다. 

제4순위는 필수선용품에 관한 채권으로서 선박저당권 등기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다. 

제5순위는 등기된 미국선적의 선박저당권(preferred mortgage lien)이다. 

제6순위는 미국내 선박저당권 등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필수선용품에 관한 채권이다. 

제7순위는 외국선박저당권이다. 

제8순위는 외국선박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계약상 화물손해특권(contract cargo damage liens) 및 

용선계약자의 특권이다. 

제9순위는 외국의 계약상 특권(foreign contract liens)이다. 

 

 

그리고 일단 경합하는 권리가 위 범주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면, 매각대금에서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되며, 매각대금

의 잔액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범주의 채권자 

사이에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5.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우선특권은 대물소송에 의해서만 실행됨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이러한 대물소송 절차에 따른 선박의 경매는 

다른 우선특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한 여부 또는 고지를 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선박우선특권

을 소멸시키고 그 권리들은 매각기금(funds)로 옮겨가게 된다.36)  

 

한편 위와 같은 대물소송 및 그 집행 절차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 외에도 선박우선특권은 담보의 제공(posting 

of security)이나, 포기(waiver), 권리실행의 해태(laches), 목적물의 멸실(destruction)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37)  



6.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비추어 보면,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특징으로는 1)선박우선특권으로 인정되는 피담보채

권의 범위가 방대하고, 2)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가 발전해 있으며, 3)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간이 서로 혼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4)선박우선특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대물소송적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끝으로 5)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간의 배당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영국법상 선박우선특권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상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법상 선박우선특권의 개론적인 분석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를 많이 살펴보질 못

하였다. 선박우선특권 또는 그 우선순위의 해석에 관한 보다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미국 판례와 사례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정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 및 그 주제정법과 상업증권 및 

선박우선특권법의 규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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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판례공보 2018. 11. 1.) 

 

 

[사건의 개요] 
 

소외 회사는 2010년도에 아파트를 신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원고들과 사이에 다

음과 같은 특약을 기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하락 시에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하는 시점(기준시점)에 분양대금의 10% 범위 내

에서 분양대금을 감액한다. 

시세하락평가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한다. 

 

소외 회사는 2011. 6.경 아파트를 완공하고 2011. 6. 30.을 입주지정만료일로 수분양자들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분양대금의 10%를 남겨두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2011. 11.경 분양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

로 한 취득세신고납부를 하였다. 

소외 회사와 원고들은 2013. 6. 30.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아파트의 시가감정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였다. 2013. 

10. 30.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라 수분양자 중 875세대가 시가가 당초 분양가액의 10% 이상으로 하락되어 

글● 김백영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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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된 잔금 10%가 감액되었고, 145세대가 6%정도 하

락이 되어 유예된 잔금 중 6%가 감액이 되었다. 

원고들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 11. 14. 원

고들을 대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피고 구청

장에 취득세의 10% 내지 6%의 환급신청 민원을 제출

하였으나 피고구청은 2013. 11. 21. 거부회신을 하였

다. 이에 원고들은 당초 취득가액이 감액되었다며 직접 

2014. 7. 1. 피고 구청장에 정식으로 취득세환급경정청

구를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역시 2014. 8. 7. 경청청구

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14. 10. 10.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대법원으로부터 2018. 9. 13. 

최종 기각이 되었다. 

 

[상고이유와 판결의 요지] 

 

1. 1심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당시 각 공급계약서, 포스코건설이 작성한 분양금 납

입확인서에 실납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분양대금은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입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특약은 포스코건설이 빠른 시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

양할 목적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받은 이후 

시세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분양대금 10% 이내에

서 그 시세하락분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으로, 위 특

약에 따라 나중에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을 하였다는 사정이 지방

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경과

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부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311 판결) 

 

2. 항소심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

약 당시부터 추후 대금감액 내지 정산에 관한 조건이 정

해져 있었고, 그 후 위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금이 감

액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

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기존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

들여, ㉠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하는 통상의 경정청구제도(제51조 

제1항)와, ㉡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이나 세

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후발

적 경정청구제도(제51조 제2항)를 두고 있는데, 제1항

은 제2항과 달리 당초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

어 과대신고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

정으로서, 과대신고된 사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

나는 일체의 사유를 의하는바,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

2항은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

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

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의 경정

청구를, 제1항은 이러한 사정변경이 없이 당초의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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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를 규정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분양대금

의 10%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기를 2년간 유예하기

는 하였지만 당초 이를 잔금의 일부로 포함하여 총 분

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이 사

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여 그 시세 하락 분만큼을 총 

분양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당초

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해 과세액이 적정

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

로 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1항에 따라 ‘등기일’이고, 취

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

라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인바, 원고들이 위 

법령에 따라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를 신고한 것이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

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

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 또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

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 또는 취소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

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후발적 경정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데(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갑제3호증의 1, 제4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이 2013. 9.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호의에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납부유예분 회수관련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

에 입주자대표회장이 2013. 11. 14. 피고에게 ‘2013. 9. 

4. 시행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는 내용이 담긴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9. 4.

경 또는 적어도 피고에게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2013. 

11. 14.경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음

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2개

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 2014. 

7. 24., 2014. 7. 28.에야 각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는 지방세기

본법 제51조 제2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결

국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부산

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3. 상고이유 

이 사건은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득시

에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약조건 및 취득원인상 사후정

산이 예상되는 잠정적인 것이고 이것이 3년 이내에 현

실화 내지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이 과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순수하게 계약 성립 후에 민법상 취소나 해제가 생겨 후

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조건에 내포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의 경정사유에도 해

당되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에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제2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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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경정청구제도는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 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제51조의 제1항의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고 가사 3년이 도과되

어도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납세자권리보호신장 측면에서 합

목적적 해석이다.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경정청구사유는 정당한 세액보다 초과납부 되었다면 충분하고 제2항은 3년이 도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는 안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하도록 특칙을 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경정청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시는 부당하다. 

 

4. 대법원 판결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

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

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

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

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

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

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

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

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

부확인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사실, 원고들이 상계처리

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

실 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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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

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

과된 이후에 원고들이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

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

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평석] 

 

1. 서설 

이 사건 대상 판결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는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

이고, 둘째는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점이다. 

제1심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통상

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원고 청구사유는 통상적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결과적으로 1심의 판시를 지지한 셈이다. 

이하 이 사건 대금감액 사유가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Ⅰ. 계약의 취소와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1. 취득세의 성격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

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하는 임대소득

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그런 점에서 사

용수익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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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1) 취득행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한 부

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

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인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1496). 

이때 매매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

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

에 따라 미지급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

지하는 비율, 미지급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2) 납세의무 성립시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계약일

이 취득시기가 되고 등기 등록과는 무관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21항). 

유상승계계약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일이 취득시기가 된다(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3항).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수하여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신탁

자의 납세의무는 그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성

립되었고, 그 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등

기를 말소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더라

도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신탁자의 납세의무는 그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에 성립되므로 이때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가능성

이 높다. 

 

이 경우 당초 매매대금지급일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

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취

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3) 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른 납세의무  

계약 등 취득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

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

결;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이러한 법

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7. 3. 20. 95누18383 판결).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다만 형식상 취소의 외관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합

의해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제에 따른 법리를 적

용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

2778 판결). 

 

(4) 계약의 해제에 따른 납세의무 

가. 지방세법상 해제 

지방세법시행령이 2010. 9. 20. 전면 개정되면서 계약해

제에 따른 취득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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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승계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해당취득물

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

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

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2)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

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

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

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는 대금의 지급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사실상 대금지급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지방세법상 취득 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나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

4212;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이 사건 판결). 

 

다. 사견 

계약이 취소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

이 해제조건의 성취나 법정해제권 행사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

향이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는 일응 논리적으로 일관

성이 없는 듯 보인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성립에 그 하자가 있는 것이고, 계

약의 해제는 계약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응 차이가 있고 또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에서 제외하는 계약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구분하

여 취득세 납세의무부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전 해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

써 취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취득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계약해제가 되고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요건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은 취득시기

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가 전면 개정되기 전

의 것으로 현재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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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두4212 판결 사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잔

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으로 보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로서 취득일(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일정기간(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취득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

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아래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 전에 계약

을 해제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도 없으므로 당연히 과세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

호 단서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후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반대해석상 취득세 과

세요건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 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합의해제가 아닌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모두 소

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 비추어 약정해제 조건 성취나 법정해제로 소급하여 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취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경정청구 기간 
 
1. 경정청구권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일정기간 내 언제든지 조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추가징수를 위한 부

과처분을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증여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5년,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7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10년이다. 

부과권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과소하게 환급을 받은 경우 기타 당초의 납세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경정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경

정청구권은 국세와 지방세 역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제도는 국세의 경우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신설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종래 국

가재정수입중심의 조세법운영에서 국민의 권리보장 중시라는 민주적인 조세법의 운영제도로 전환되었음을 시사

하는 커다란 변화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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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당시의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은 1년, 후발적 경정청구는 2개월로 하였다가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을 2

년(2001. 1. 1. 시행)으로, 3년(2004. 1. 1. 시행)으로, 5년(2015. 1. 1. 시행)으로, 2016. 1. 1.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왔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란 이름으로 1997. 8. 30. 지방세법 제71조가 신설되어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고

1997. 10. 1.부터 시행하면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한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다가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을 제정하고 2011. 1. 1. 시행하면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로 바꾸어서 국세와 같이 통상적인 경정청구권

과 후발적인 경정청구로 나누어서 그 청구기간도 국세와 동일하게 맞추었다. 

 

참고로 필자는 경정청구제도가 생기기 전에 상속세신고납부 후에 상속받은 재산이 원인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

실한 사안에서 납부한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만일 이를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경정청구권을 만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위헌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고, 재판관 9인중 5인의 위헌 의견을 얻어내었으나 3분의 2 위헌 의결 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바 있음을 밝혀둔다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결정). 

 

2. 경정청구 사유와 기간 

가. 통상의 경정청구권 

지방세기본법(2010. 3. 31. 제정) 제5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

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

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통상의 경정청구라고 강학상 부를 수 있다(윤병각, 조세법상 경정

청구권. 234쪽). 

 

나. 후발적 경정청구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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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

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

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

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

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후

발적 경정청구라고 강학상 부를 수 있다(이창희, 세법강

의. 213쪽).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1. 관청의 허가나 그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때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

계되는 계약이 해당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때 장부 및 증명서

류의 압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상호관계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기, 위산, 

착오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납

부하였거나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과소하게 환급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권을 행

사하면 되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나 결정 당시에 발생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것이 현

실화되고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의

미있는 것이 될 것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은 이미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만큼 조속히 조세법

률 관계를 확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

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성격을 규정 지음에 있어서 경정청구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판정을 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게 된다. 

 

① 독립설 :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엄격히 구분하고, 그 경정청구 기간

도 통상의 경정청구권은 법정신고일로부터 

5년이고,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독립적으로 본다. 

 

② 보완설 : 통상의 경정청구로 포섭되는지 여부를 둘

러싸고 해석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예시하고,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하여 만든 특

칙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상의 경

정청구에 관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사    견 : 독립설의 입장에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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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5년 이내지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권리구

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재판부의 입장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3개월로서 너무나 짧은 기간

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일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법

률관계를 정리하여 확정짓고 이어 조세법률관계 정리

로까지 짧은 기간에 이행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고 납

세자의 권리구제 범위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고 후발적 경

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이 남아있고 그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경정청

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윤

병각, 조세법상 경정청구 429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는 것도 넓게는 통상적 경정청

구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통상의 경정청구가 오기, 

위산, 착오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고 신고 후에 발생한 

사유도 신고 당시에 잠재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법리구성이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10년(상속 증여는 15년)인 점에 비추어 납세

자 권리보장과의 최소한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470판결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

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

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 사

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

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

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시의 정신도 위 보완설 법리에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주제판결 검토 
 

1.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종래에 공간된 법원공보, 판례공보나 인터넷 대법원 종

합법률서비스에서 보이는 판례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한 또는 유보된 해

제권에 의한 계약해제는 취득세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그러나 2010. 3. 31. 경정청구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

된 이후에는 이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적용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상고기록이 2015. 11. 19. 대법원에 접수되

었으므로 만일, 종전의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

두4212 판결을 답습한다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여도 되

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기록 접수일로부터 약 3년이 다

되어 주심대법관이 변동되자 2018. 9. 13. 상고기각을 

한 것은 종전 주심대법관은 개정된 법령 하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검토하느라고 판결이 장

기간 미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마땅히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종전의 판례를 답습하

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에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

제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

론만 내릴 것이 아니라 법정 및 약정계약 해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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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와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법리를 설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논리를 대지 않고 결론만 

내린 것은 법률심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를 추론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반대해석이라고 짐작해본다. 그런데 위 대법원 주제 

판결은 상고기각을 하면서 선례를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99두6651 판결은 공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논문집필 당시에 어렵게 입수하여 살펴본바 소유

권이전등기 후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1997. 3. 8.경 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 대법원 2005두4212 판결의 요지를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제3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에서 제외되는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고 있으므로 그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로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대법원의 판시에 찬성 할수가 없다. 

추후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실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계약이 약

정 또는 법정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여전히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남아

있으나 당연히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2. 경정청구 기간에 관하여 

원심에서 유보된 해제권에 의한 대금감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면서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간의 청구기간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숨은 뜻은 통상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또는 후발적 경정청

구 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2016. 1. 1.부터)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점에서 보완설 입장에 있다고 보

여진다. 

 

3. 지체된 정의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대법원 심리에 약 3년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

는 법언이 있듯이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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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가람 변호사  

Ⅰ. 서설 

 

세정실무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여오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위법소득이란 법규를 위반하여 불

법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위법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아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적 과세나 비용불산입을 통

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거나 가공소득에 과세를 함으로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또 위반자

에 대한 징벌적인 세법적 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현행 세법상 위법행위 및 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세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법령상의 제한 또는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대외적으로 신분의 노출을 꺼려 주식을 차명으로 해두는 경우가 더러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

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실무상 위 조항의 적용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식(출자지분포함)을 명의신탁하면 이에 대한 실명위반에 따른 제

재로서 수탁자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경제적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신탁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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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백영. 명의신탁과 증여의제「사법행정」 1988년 2월호(조세판례연구 1권. 한국세정신문사 273쪽 수록) 

2) 이창희, 세법강의 7판(박영사. 2008) 1107쪽)

서 실제적으로 신탁자가 납세할 가능성이 높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으로 소유명의만 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무차

별적 과세는 위헌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1)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형식상으

로나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는 특례를 둔 것

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에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

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

이 해석하는 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정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후 1990. 12. 31.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명부상 주주지위가 부여될 뿐 실질적으로 아

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에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실명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로서 징벌적 과세이

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과세요건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2)  

 

개정된 명의신탁증여의제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결정에서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

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

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의제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다른 대체수

단으로는 명의신탁을 아예 금지하면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법과 증

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명의

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크게 부당하지 않는데 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

과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

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다대하여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

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역시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판결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

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

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

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

두39419 판결은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

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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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2] 갑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사업체를 폐업하고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총 발

행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인 병 명의로 취득하고, 약 7년 후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병 명의로 양수하였으

며, 다시 3년 후 을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을 회사의 주식을 병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이 조세회

피를 목적으로 을 회사의 주식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병에게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한 주식과 유상증

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수는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갑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나, 유상증

자 과정에서의 주식 취득 당시에는 그 취득에 앞서 이미 자신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자산보유현황을 감추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

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도 가능하였으며, 

또한 연체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 취득은 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병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 부분 명의신탁에 대

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하여 위 처분 중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적용범위

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좁히고 있다. 

 

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율대상에서제외하고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은 부동산가액과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부동산과세시가표준

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주식실명제위반증여세는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10%에서 50% 범위 

내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 스스로 

실명위반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

니라 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과 형평상 맞지 않는바 그 의무해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과세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법인의 자금이 법인 밖으로 인출된 경우에 그 지

출증빙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자금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처분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세정실무상 인정상여처분이라고 하며 이것 역시 법인의 최고 경영자 겸 집행자인 대표

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그 지출 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판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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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 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시행되던 Value Added Tax(V.A.T)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 7. 1.부터 

시행에 들어가 그간의 다양한 간접세를 단순화하는 간접세제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이웃나라 일본은 소비세란 이름으로, 중국은 증치세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근간은 세금계산서 제도에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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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에 진정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입세액불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를 징

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불공제 
(1) 원칙적 불공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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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2) 예외적 공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

는 범위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전단계 세액공

제방식을 몰각시켜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

게 된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

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다. 판례의 태도 
(1)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102•제36호 부산법조

실제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자가 잘못 된 것이 단순히 실제의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다른일자로 기재된 것에 그치

지 아니하고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후에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급

일자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그전의 과세

기간 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3)  

 

(2) 선발행 세금계산서 

대법원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앞서 선발행된 세금계산의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2. 18. 선

고 2014두35706 판결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

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4)  

 

라. 소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매입세액공제를 허

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선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계산서의 진실한 기능을 너무 강조하여 사소한 실수를 가

지고 법령을 너무 엄격히 해석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Ⅲ. 비용의 필요경비 및 손금불산입 

 

1. 세법상 비용의 요건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산정을 하는데 공제항목을 말하고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관

련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이라고 한다.5)  

 

 

2.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인한 비용  
현행 개인에 대한 소득세과세에 있어서 위법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한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과세에 있어서 위법행위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법행위

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가산세,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3) 이 건 판결평석은 김백영, 조세판례연구2권 346쪽 

4) 이 건 평석은 김가람, 선발행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여부(부산법조2017년 제34호) 53쪽 

5) 강석규. 조세법쟁론(삼일인포마인. 2018) 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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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제재로서 그 지출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서 그 원인행위에 책임을 물어 필요경비나 손금성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성

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 손금성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조세 절감 효과가 

있어 오히려 제재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2호, 제15호, 법인세법에 제

21조 제3호, 제5호 등 위와 같이 비용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3. 지출 자체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비용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뇌물공여는 형사상 처벌대상이고 마약거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처벌 

대상이므로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뇌물 그리고 마약 구매대금은 그 지출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위법의 정도

가 가장 큰 유형이다. 

이 경우 손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여는 무조건 손금성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금을 부인해야 한다고 한다. 지출 자체가 위법한 경우는 그 비용을 

지출하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를뿐더러 사회적 비난에 봉착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출

하고자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 통상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쉬울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그

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특정수익과 뚜렷하게 연계되어 있다면 수익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특정수익과 뚜렷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 경우 지출자체가 위법한 비용은 그와 연계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이 다분히 불확실하고 실현되지 않을 위험성

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없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관

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6)  

 

 

4. 지출자체는 적법하나 그 목적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비용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자체는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불법

도박장이나 매춘시설의 운영비, 밀수품의 구입 및 판매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수익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비록 통상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손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특정산업폐기물의 경우 소각

로에서 소각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는 등 법령에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

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의 소각 잔재물과 혼합하여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 곳

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소외 1 등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6) 강석규. 조세법쟁론(삼일인포마인. 2018) 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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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불법 폐기물처리업자인 소외 1 등과 야합하여 적법한 처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산업폐

기물 등을 투기하는 일종의 범법행위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소정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판례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에서 “법인소득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

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

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초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한 위 차량

유지비 등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인 위탁처리비가 실제 지출된 사실이 인

정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폐기물 매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이 가공 계상한 것이 바로 위탁처리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

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라

고 판시하였다. 

 

(3) 평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에서 이 사건 불법폐기물매립 비용을 명시적으로 위법행위에 부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규정이 없고 반사회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의 판

시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담배 판매부대비용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원고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취약

하여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기존 대리점들이 영업을 중지하자 서울, 인천지역의 대리점들인 소외 1, 2, 3 주식회사에

게 남부지역의 영업도 추가로 맡아주도록 요청하면서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

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원고회사는 소외회사들에게 1998년경부터 지원행위를 시작하였고, 

1999년경 남부지역 이외의 다른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였다. 

당시 원고회사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이 아르바이트 직원 및 진열사원 인건비도 소매점 

개척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지

원해주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위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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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

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

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

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다.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

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

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3) 평가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청렴한 사회 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불산입 규제는 일종

의 징벌적인 취지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단순접대비인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 시대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리베이트 비용 

(1) 사실관계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는 ① 약국 등 소매상에게 의약품 매출실적에 따른 사례금으로 합계 

1,179,366,970원(이하 ‘제1비용’이라고 한다)을, ② 제약회사인 소외회사에게 의약품의 안정적 조달, 종합병원의 

구매계약 입찰 참가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사례금으로 합계 217,162,638원(이하 ‘제2비용’이라고 한다)을, ③ 의약품 

도매상인 소외인에게 정산금으로 합계 240,588,629원(이하 ‘제3비용’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금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원고회사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회사는 위 비용은 모두 판대부대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전제에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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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

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

이트’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

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7)  

 

(3) 평가  

위 판례는 법령에 명시적인 비용불인정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사회적인 지출에 대하여 비용산입을 부인함으로서 청

렴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의미있는 판시로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라. 담합사례금 비용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1985. 7. 15.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이다. 

원고회사는 2008. 10.경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사이에,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동생 소

외 2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동종 업체들과 담합사례금을 수수하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동종 업체들 사이의 위 담합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에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사례금 1,461,900,000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 1,312,600,000원(이

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9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

지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판례 

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

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

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

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

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

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

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담

7)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김백영. 법인세법의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 접대비(부산법조 2016 제3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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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례금을 수수하였는데, 위 담합행위가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

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사례금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갑 회

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담합사례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

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3) 평가 

담합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로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나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

한 불공정한 담합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례금은 사회적 질서에 위반한 것이므로 비용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대

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5. 소결 

대법원은 비용지출의 통상성과 수익과의 직접관련성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금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 

비용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으로서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성을 부인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여 강행법규 상의 효력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성을 부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의 지출은 산술적인 영역으로 이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규범적 판단은 결국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명의신탁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과세와 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지출에 관하여 몇몇 사례와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

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의 본래의 기능을 고려해볼 때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

는 정책적인 목표를 위하여 개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능한 세법에 명확하게 위법행위와 관련된 지출에 관하여 비용인정을 

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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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 말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한 재결은 피청구인1)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을 기속(羈束)한

다”고 하여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이 재

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은 ① 반복금지효와 ② 원상

회복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① 반복금지효에 관해 판례는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재결, 변경재결, 또

는 무효, 부존재실효재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정 아래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하지 못한다(대판 

1983.8.23., 82누 302 [계고처분취소])고 판시하고 있고,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

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4.25., 2002두3201[건축불허가처분취소])판시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

며, ② 원상회복의무란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

하여 행해진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으로 되므로 행정청은 이

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지는 것을 뜻하며 이와 함께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

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같은 기속력의 법규정과 개념을 토대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3)  문제는 인용재결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행정청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의 효과로 재판상 

글● 박상흠 변호사  

1) 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동법 상 피청구인이란 처분을 한 행정청을 뜻한다. 

2) 박균성, 행정법 제7판, 2010, 677면 - 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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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수단이 봉쇄되어 버린 다는 점이다.4)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행정청 등은 재판청구

권이 박탈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이하에서 살펴볼 “서울행정법원 2018.8.17. 

선고 2017구합 61126 판결”(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등 취소 청구, 이하 대상판결)은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인 S대학교의 총장이 청구인의 S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실질반영비율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에게 중앙행정심판위가 인용 재결을 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S대학교 총장이 제소하였으

나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의해 의해 불복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으로서 현재 대상판결은 항소심에 

계류중 이다. 만약 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소송대리인이라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첫째, 행정청의 

기속력이 미치는 대상으로서의 행정청에 교육기관인 S대학교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법 규정상 기속력이 미치는 대상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인데 사실상 동법 

제17조에서는 피청구인을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못박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청이 아닌 S대학교 

법인의 불복수단을 박탈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5)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종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규정상 교원소청의 피청구인인 사립

대학교가 패소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수단을 금지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규정은 사립대학교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사건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안에 관한 주장에서 시험에 관한 정보의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례 등을 원용하여 대상판결의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① 

행정심판의 기속력이 미치는 대상으로서 교육기관의 포함여부, ② 국립대학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③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으로서의 시험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차례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제주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국가가 행정감독적인 수단으로 통

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

게 할 목적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고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고 하여 행정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결을 취소할 원고적

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로 재결의 기속력을 들고 있다. 

4) 이에 대해 조성규교수는 재결의 기속력을  법원의 확정판결 즉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유사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

법부의 판단이 아닌 상위행정청의 하위행정청의 통제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점, 행정심판의 국민의 권리구제적 기

능만 강조하여 법치통제의 기능이  간과된 점,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단체의자치실현을 봉쇄하는 점 등을 지

적하며, 기속력의 효과로서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수단이 봉쇄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조성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불복가능성』, 행정법연구 제54호,2018년 8월) 

5)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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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대상 判決의 要旨
 

1. 청구취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6.12.23. 원고 S대학교 총장에게 한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 처분(재결 2016-

18522호) 및 2017.3.14. 원고 S대학교 총장에게 한 인용재결 이행결정처분(재결 2017-2호)을 각 취소한다. 

 

 
2. 주문 
1) 원고들 S대학교 총장 및 S대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사건의 개요 
1) 당사자 : ① 원고 1–S대학교 총장, 원고 2–S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② 피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건 정보 정보공개청구인 

 

2) 사건의 시간적 순서 

① 2016.7.10. 청구인, S대 총장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S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성평가(면접, 자

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성적, 학부성적)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이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② 2016.7.20. S대 총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생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이어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내림 

③ 2016.7.24. 청구인, S대총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공개 이행 청구  

④ 2016.12.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인용재결 

(재결이유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입학자선발의 공정성을 기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⑤ 2017.1.25. 청구인 S대 총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공개 인용재결 이행신청 

⑥ 2017.3.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대총장에 이 사건정보 공개를 명하는 결정 

⑦ 2017.4.20. S대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6.12.23. 정보공개이행 청구 인용재결처분

과 2017.3.14. 인용재결이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⑧ 2018.8.17. 소각하판결 

⑨ 2018.9.10. 원고 항소제기 및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  

 

 
4. 주요 이유요지 

(1)원고 S대학교 총장의 원고적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기속력이 S대학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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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전 항변 

정보공개청구자인 참가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자 행정청인 원고 총장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 및 이 사건 결정

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 S대학교 총장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재항변 

S대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자 기본권 주체로서 단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뿐이고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에서 오직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S대학교의 장인 원고 총장에게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인

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속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S 대학교 내지 원고 총장의 헌법

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① S대학교 법인이 행정청이 아니므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요판단 

정보공개법 상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포함시킨 점,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

한을 가지는데 행정심판법 상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행정청 등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

떤 예외규정도 없는 점, 행정심판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목적으로 도입한 행정의 자기 통제이므로 원고 총

장이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받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

해 도입된 행정심판 절차를 형해화 하는 점등을 들고 있다. 

 

나. S대학교의 법적 성질6)  

S대법에 의하면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점(법 제22조 3항), S대학교의 

자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받은 재산을 포함한 자산의 평가액으로 구성되는 점(제20

조 제1항),국가는 S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재정 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연구발전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S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

법 제129조 제13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S대학교는 법인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단체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다. 결론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바대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 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

청을 기속하고,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인용재결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

라서 원고 S대학 총장은 위 재결에 기속되므 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재결이나 위 재결 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명하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S대가 행정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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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청이 아닌 S대학교가 행정심판의 기속력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1) S대학교의 법적 성질   
S대학교의 법적 성질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S대법)”은 S대학을 국립대학법인8)으

로 규정하였는데 S대법 제1조를 통해 종전의 S대학교에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대학의 자율성 등의 제고를 통

한 교육 역량 등의 향상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9)  따라서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국가와 다

른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S대법인

화법 시행 이후에는 종전의 S대학교는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립대학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나, 여

타의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는바, 예를 들어 법인화 이후에는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가와는 다른 법인격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S대법인화법 부칙 제5조10)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S대학교 소속 교직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화된 

S대학교에 임용되거나 아니면 법인화된 서울대학교 임용을 원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법인화된 S대학교에 

임용되는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게 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 교직원으

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게 된다.11)  그리고, 위

와 같이 독자적 법인격을 지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에 따라, 국가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 간의 재산관계

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S대법인화법에서는 제22조를 두어 국가로부터 법인화된 S대학교로의 재산의 양도 등을 

규정하였다.12)  요컨대 S대학교는 종전의 국립대학교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여 국가와 다른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인

격을 가진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법적성격이 변경되었으며, 법인화 이후에는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가와는 다

7) 관련문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제664호(2011. 12. 13)참조 

8)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

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0) 제5조(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

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

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부칙: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11) 제7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

원인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부칙: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12) 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

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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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인격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과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게 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사립대학교

를 설립한 법인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S대학을 법인이자 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시한 법원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피청구인 행정청의 불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에 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13),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재판

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대상이므로 기속력 때

문에 재결을 다투지 못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14) 반면 학계에서는 행정심판 인용재결

에 기속력을 부여한 목적은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

정판결에 유사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15)

첫째, 행정심판의 기속력 관련 규정의 문언은 그 내용이 항고소송에서의 기속력과 동일하게 이해되고 있고, 이로부터 재

결의 처분청에 대한 구속력, 즉 처분청의 재결에 대한 불복 금지가 도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소판결의 기속

력은 ‘확정’판결16)의 효력이다. 즉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불복가능성, 즉 심급의 이익에 대한 보장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처분청을 기속하는데 반해, 행정심판의 경우는 – 재결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 ‘확정’에 대한 고려 없

이 재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17) 둘째, 

정식의 쟁송제도인 사법제도 자체도 심급제도를 통한 시정의 가능성을 전제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절차적 보장이 충분치 않은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특히 현행의 행정심판임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에 대한 행정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의 선택여부에 따라 처

분청의 불복가능성이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심판제기와 소송제기 사이의 우연한 선택의 결과물로 인하여 전자

의 경우는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이 제한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이 보장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다.18) 셋째, 재결의 기속력은 권리구 제의 실효성을 위해 특수하게 부여된 효력으로 처분청에 대한 실체적 효력이며 본질

적으로 재결의 불복가능성 등 쟁송상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마련된 효력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기속력 규정과 무관하게 제

13) 국가가 행정감독적인 수단으로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목적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

청에 대하여 재결에 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상의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

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14) 헌재 2014.6.26. 2013헌바 122 

15) 조성규 전게논문 인용 

16) 확정판결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3심제가 보장되고 있는데 반해 인용재결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심으로 종결

처리 되고 만다. 

17) 조성규 전게논문 149면 

18) 행정심판은 단순히 사인의 권리구제 혹은 재판청구권의 보장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법치행정의 통제라는 측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심판임의주의 하에서 소송의 경우에 보장되는 불복가능성이 우연하게 제기된 전심절차에

서 봉쇄된다는 것은 법리적,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재49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와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屬)한다.

제30조(취소판결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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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19)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재판에 비하여 절

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판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여 재결의 실체적. 절차적 타당성이 담보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기속력이 지방자치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별개의 독립된 행정주

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는 행정심판의 본질인 ‘자기’통제의 

본질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20)  요컨대 재결의 기속력은 1) 단심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3심제가 보

장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동일시 한다는 점, 2) 행정심판임의주의 하에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이 선택된다는 점, 3) 재판절차와 달리 절차적 실체적 판단이 부실한 행정심판을 동일시 한다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그 법적 정당성과 결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3) 소결 

이를 종합하여 1심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S대학교는 그 법적 성격이 국립대학 법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대법인화법의 규정의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별개의 기관이며 대상판결의 태도와 달리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대학을 설립한 법인과와 유

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S대학을 행정청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더라도 기속력을 근거로 국가기관과 별개의 

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Ⅳ.S대학교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된 것인가에 대한 헌법소원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관련 사립대학교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991년에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하

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대해 

불복할 길을 열었다.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였는데(제1조 제2항) 그 

법적의미에 대해 판례는 위 규정의 의미는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21)  2005년에 제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재임용 특별법’)에서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원소청위 특별위원 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구제신청자만 불복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불복

을 명문으로 배제하였다.(제9조 제1항) 2006년,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학교법인의 제소권 부인)학교법인 등의 재판청구권을 불평등하게 제한한 것이라 하여 위헌22)으로 결정하고, 이어 

‘재임용특별법’ 제9조 제1항을 위헌이라 판시하였다.23)  

 

2) 사안의 적용 

대상판결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청구권이 박탈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19) 김용섭,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 인권과 정의 354권(2006.2.), 215면, 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지방자치연구 제1권 제2호(2001.12.),31면:홍정선,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원고적격,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1호(2007.3.),14면, 조성규 전게논문 151면 각주14 재인용 

20) 조성규 전게논문 157면 

21) 대법원 1995. 7.14. 선고 94누9689 판결 등: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5헌바19등, 96헌마75(병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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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헌심사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률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항 라목24) , 정보공개법 제19조25) , 행정심판법 제49

조 제1항,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즉,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국립법인 S대학의 경우 정보공

개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었을 때 행정심판법 제 49조 제1항, 제2항의 기속력 적용

대상으로서의 행정청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결정을 구할 것이다. 

교원지위법 관련 위헌 소원을 참조하여 대상판결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1) S대학에 정보를 공개한 청구인

이 중앙행정심판 위로부터 기각하는 결정을 받을 경우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인용하는 결정

을 할 경우 S대학은 그 결정에 기속되어 불복할 수단이 차단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함으로써 재판청

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처분26)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되

며, 2) 교육행정청과 달리 국립대학법인인 S대학의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3) 국립대학법인에게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소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2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그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고, 재심절차에서 교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교원은 확정적·최종적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교원이 그 선택에 따라 징계 등 불리한 처분

의 효력유무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학교법인은 이에 대하여 응소하거나 또는 그 소송의 피고로서 재판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학교법인이 징계 등 처분이 유효함

을 전제로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심결정의 대상인 불리한 처분을 다툴 수 있다. 그

러나 교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응소하거나 피고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인 교원이 교원지위법이 정하는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학교법인에게 자신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

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절차도 교원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따로 청구

하거나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판결과 재심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

이 서로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 역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학교법인

에게 재심결정에 불복할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

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든가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

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

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항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헌재판결문에서는 사립학교법인

이 행정청이 아니므로 기속력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23)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헌가7등 결정, 2006.4.27. 선고 2005헌마1119 결정.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5)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한다.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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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특별한 장애가 초래되지 않으며, 특별히 S대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재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아니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4) 헌법 제31조 제4

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인사, 학사, 질서, 재정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는 점, 5) 정보공개법 상 행정심판제기는 임의절차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여부에 따라 피청구인인 S대학

의 재판청구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재판청구권이 박탈되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Ⅴ.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으로서의 시험정보 해당하는지 여부 

 

1) 비공개대상으로서의 시험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27)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운데 비공개정보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데 그 중 

같은 항 5호에서는 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중 시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법시험정보에 관하여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에서 “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시험응시자의 성적공개와 청구방법 등을, 제2항에서는 “법무

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특정 시험정보에 관한 공개제한(즉 비공개대상정보)을 각각 규정하고 있

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이 예정한 특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처럼 정보공개법과 별도로 사법시

험법에 정보공개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개청구대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에 따라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를 사법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

고, 나아가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체제상 사법시험법에서는 ‘답안지’와 채점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을 전제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에 관해서는 그 공개의 상당

성 판단에 있어 사법시험에 관한 다른 정보에 있어서보다 한층 강화된 요건심사가 필요하며 공개의 범위에서도 

신중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28)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

과의 열람에 대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그

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

과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제기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고 

그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하여 본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9)와 사법시험 채점기준표 사본 및 관세사시험 제2차시험의 답안지 사본의 교부 청구를 

27)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8) 서울고법 2005.9.7. 선고 2004누 21793판결(심리불속행기각) 행정소송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796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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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판결 

30) 서울행정법원 2004.9.17.선고 2004구합8521판결(사법시험 확정) 

31) 대법원은 “시험에 해당하는 사항인 입학전형별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그 실질반영비율의 기준, 면접 평가방법, 합격

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66770판결참조)

고 판시하고 있다.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30)등이 있다. 

 

2) 사안의 적용 

① 정보공개법 상 시험정보를 비공개처리 한 목적은 교육기관에 속한 대학교 ‘시험’에 관한 사항에 관해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시험

업무에 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31) , ② 정보공개로 기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폭주하여 업무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청구 대학원 외에 기타 소속대학의 시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연이어 실행될 가능성도 있

는 점, ④ 정보공개로 인해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알권리)에 비해 피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업무의 폭증과 공정한 

업무수행의 불능초래)이 현저히 큰점 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Ⅵ.결론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항소심을 적극적으로 다툴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보았다. 대상판결의 소각하 판결에 대

한 다툼으로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에게 행정심판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

으로 다투고, 헌법소원을 통해 기속력의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S대학교가 재판청구권이 박탈되었음을 주장하며, 본안

판단에 관한 다툼으로 이 사건 정보인 입학전형 실질반영비율이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여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필자보다는 소송의 경험이 풍부

한 독자들이 대상판결에 대한 더 뛰어난 혜안과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입학에서 탈락한 아

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1차 성적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목격한바 있다. 비

록 본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기속력에 관한 법적 개념과 함께 비공개대상으로서의 시험정보에 대

한 법적 판단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의도에서 본고를 작성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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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를 흔히 법원·검찰·변협이라고 칭한다. 법조 뉴스의 중심엔 늘 검찰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조 뉴스 1등을 내 준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검찰 뉴스로 도배를 할 정도였

다. 법원 뉴스와 비교해도 압도적 1위였다. 하지만 2018년은 달랐다. 법원이 검찰을 밀어내고 당

당히 법조 뉴스 1위를 차지했다. 이것도 역시 압도적 1위였다. 법원 뉴스는 대부분 사법농단 의혹

이었다. 그 의혹의 연결부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돌부처가 되었다.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는 받았으나 지시

는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야기다. 그는 구속되

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8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조사했다. 앞으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

를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도 사법농단 수사는 계속되고 있

다. 이 수사는 재판 거래 의혹에서 시작됐다. 사법부가 집권 세력과 재판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이 재판거래 의혹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다. 또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만든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었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역사

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 한 장의 사직서가 계기가 됐다. 2017년 2월이었다. 

 

 

 

 

2017년 2월 9일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

글● 이일권 변호사  

사법농단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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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이 자리는 법원행정처내 요직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판사는 일주일 만에 사직서

를 제출했다. 나흘 뒤 사표가 반려됐고, 이 판사에게는 다시 안양지원 재판부로 복귀하라는 명령

이 내려졌다.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판사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두고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글을 올렸

다. 하지만 이 판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정은 이랬다. 그 당시 법원내 학술모

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2월 13일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조치’를 공지했다. 법관들

에게 1개의 연구회만 남기고 중복가입한 나머지 연구회를 정리하라는 취지였다. 2월 15일 당시 국

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부장판사(현 청와대 법무비서관)는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중복 연구회 가입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조

치’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이 판사

에게 ‘반대논리를 만들어 연구회에 전파하라’고 지시했고,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것

이었다. 첫 불길은 이렇게 시작됐고, 법원 내부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

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14일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전권을 위임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조사는 뜻밖에도 나중에 판사 블랙

리스트 의혹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2017년 4월 7일 언론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보

도되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 성향·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

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는 것이다.  

 

4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국제

인권법 연구회에 대한 제재로 볼 만한 의심스런 정황이 많고, 이 판사에게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일부 인정

02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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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제36호 부산법조

했다. 하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게 하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위가 행정처의 

거부로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부실조사’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반발은 컸다.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

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9월 22일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 대법원장 후임으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 대

법원장은 2017년 11월 3일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고참 법관인 민중

기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원장)를 임명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들어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확보해 내부 문서를 조사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2018년 1월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은 모호했다. 일부 판사의 

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의 동향 등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특정 판사들의 성향

을 정리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

각에서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이 곧 블랙리스트와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법원

이 실체도 없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내부의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론

은 또 한 번 생각지도 않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재판 개입’이라는 또 다른 의혹이었다.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청와대가 교감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있

었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는 ‘선고 이전 BH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

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뜻하는 약자다. 

법원행정처가 일선의 법원이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

다. 여론이 점점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2월 1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03재판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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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판사 블랙리스트 및 재판 개입 의혹 조사를 지시

했다. 

 

 

 

 

특별조사단은 3개월간의 조사 끝에 2018년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

혹에 대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개된 일부 문건이 뜻밖의 논란을 일으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

외노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KTX 승무원 해고, 통합진보당 해산 등 특정 재판 결과를 협상 

카드로 삼아 청와대에 상고 법원 도입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었다.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

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특별조사단은 ‘발견된 문건이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청와대

와 협상 용도로 쓰기 위한 사례를 추린 것’이라며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다. 5월 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

법정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법정이 점

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낳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재판 개입 

의혹을 만들고, 재판 개입 의혹은 다시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된 것이다.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 의혹은 갈수록 커져갔다.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선 검

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7일 전국 법원장들은 간담회

를 열고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법부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6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사태에 대하여 형사 절

04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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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6월 1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조’라는 의미는 앞

서 시민단체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

이다.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대법원은 모든 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사흘 뒤인 6월 18일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다. 법원행정처가 조직 이익 챙기기에 얼마나 몰두했는지,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들이 하나씩 밝혀

지기 시작한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

했다. 6월 27일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

우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가우징은 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영구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행

정처는 대법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는 판결 합의 과정 같은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예외

없이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의 경우 2017년 

9월 22일 퇴임하고, 한 달여 뒤인 10월 31일 디가우징됐다. 

 

하지만 디가우징된 날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6일 취임한 이후였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행정처는 디가우징 절차는 양 전 대법원장실에서 폐기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 후임자인 김 대법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지만 폐

기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커졌다. 2017년 10월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가 거셌던 시

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스스로 증거 인멸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것이 아닌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검찰은 7월 6일부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의혹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 후 21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첫 대상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06하드디스크 디가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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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동향을 파

악하고,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나 변호사 단체를 뒷조사해 회

유 또는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검찰

의 영장청구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큼 혐의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5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양승태·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임종헌과 공모했

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사법

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이 높아져 가고, 검찰도 수사가 장기

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8월엔 현직 부장판사들이 검찰에 줄소환되었다. 검찰은 8월 3일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

사에 대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였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심의관으

로 근무하면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

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2017년 2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문

서파일 2만 4천여 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국제인권법연구

회 관련 암호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8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에 출석하여 19시간여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6일 현직 판사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

해 중복가입자 정리를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다. 법관들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할 

경우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장 위축된다고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다. 

 

8월 22일 현직 판사인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018

08현직 부장판사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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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사건 10여 개에 대한 사건보고서와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했

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내용

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23일 사법농단 연결고리로 알려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검찰에 소

환됐다. 그는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으로 향하는 수사의 길목에 서 있는 인물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

고 있으며,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는 2017년 2월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법관사찰 의혹 

문건 등을 일제히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최모 부장판사

로부터 재판관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넘겨받은 의혹도 있다. 

 

8월 29일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

울서부지법 공보판사 겸 기획법관 근무 당시 법원 집행관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해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서부지검은 2008년부터 2016

년까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4억 

5000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법원 집행관들에 대한 계좌기록과 통신기록 등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나 부장판사가 영장에 첨부된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법원행정처로 유출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법농단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 고위직 법관 또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사건별로 살펴보자. 법원은 8월 26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사유는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문건을 작

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고 전 처장이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렇게 반

박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

09압수수색영장 9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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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판사들이 휴대폰을 파기하고, 업무일지를 파쇄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지속적인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의혹 등에 대하여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 보고서를 작성하여 특

정 법관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법원에 대하여 압수수색 대상자가 재판연

구관 보고서 송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인정할 것 ‘같다’는 아무 근거 없는 판사의 심정적 추

측을 기각의 사유로 직접 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재판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현재 대법원에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원행정처의 검토, 보고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임의수사를 하라’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제시하며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고 있고,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종국 판단에 대한 예단을 하고 있으며,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 사법농

단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그 수사를 하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동어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

다고 비꼬기도 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수사의 단초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란 특성상 발부율이 높았다.  2016년도 사

법연감 기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에 이른다. 그러나 법원을 상대로 한 사법농단 의

혹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 발부율은 10%를 밑돈다. 일부 기각률까지 합하면 영장 기각율이 90%에 

이른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늘 있어왔다. 국민은 늘 시큰둥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국

면이 전개되었다. 국민적 공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90% 영장 발

부, 법원은 90% 영장 기각에 여론이 분노한 것이다. 법원의 조직보호 논리와 본능이 강고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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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압수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수색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이러한 법원의 무원칙한 법해석이야말로 신사법농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압권이었다. 그가 대법원에서 반출한 기밀 문

건 수만 건을 파기하는 동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까지 제출하고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은 더 가관이라는 평가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집 안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허하고, 대법원장 시절 타고 다니던 것도 아닌 차량에 대해서만 압

수수색을 허락했다. 청와대와 자살한 현직 검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척척 발부하면서 

법관의 주거지는 ‘주거 안정’을 이유로 줄줄이 기각을 한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져 갔다. 여론은 법원이 사법 농단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져갔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심

도 깊어졌다. 현실적인 이유는 이렇다. 현행 재판 배당 예규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법농단 

사건은 13개 형사합의부 중 7개 부패전담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부패전담부 재판장 7

명 가운데 5명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에도 14개 형사합의부에 이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재판부 판사 42명의 40%인 17명

이 재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과연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

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나온 논의가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것이다. 특별재판부법안은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1개 이상, 서울고등법원에 1개의 특별재판부를 각각 

두는 것이 골자다. 1948년 친일파 처단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 

구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갑론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주장

이다. 갑론의 논거는 ‘재판의 공정성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다. 특별재판부는 법원의 사건 배

당권을 침해하여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다. 또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것

이다.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반민특위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특별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을박은 특별재판부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논거는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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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나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들이 이 사건을 재

판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입

법부가 입법권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 등 사법행정권 행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견제

하는 것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상으로 삼는 삼권분립원리의 실천이라고 반박했다.  

 

김명수 사법부도 역시 특별재판부 ‘위헌론’의 입장에 섰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은 11월 9

일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 재배당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의 기소

를 앞두고 법원이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여러분들은 지켜

봐 달라’는 의미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특별재판부 논의를 자제

해 달라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런 의견도 들어볼 만 하다. 양승태 사법부를 지지하거나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된 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맡을 경우에 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를 지지하거나 이 사건을 촉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이와 관련된 판사가 재판

을 맡을 경우에도 과연 그 재판이 공정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

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김명

수 사법부와 코드가 맞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이 또한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사

법부 독립은 중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 독

립이라는 주장이 법원의 조직이나 특정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사법을 

농단하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사법부에 대하여 과연 누가 감시하고 재판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놓고 우리사회는 아직도 논쟁중이다.  

  

 

 

 

민변과 시민단체는 10월 30일 국회에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법관 6명의 탄핵소추를 요

구하였다. 명단도 공개했다.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과 이민걸(17기)·이규진(18기)·정

다주(31기)·김민수(32기)·박상언(32기) 판사였다.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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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

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가 탄

핵 결정을 내리면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파면이 확정되면 변호

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5년 동안 제한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가 있지만, 법관은 그런 적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법관이 탄핵까

지 가는 길은 멀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두 차례 있었다. 

첫 탄핵 소추 대상은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었다. 박시환(12기)·서태영(6기)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이유였다. 이 일로 일선 법관들이 반발해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2009년에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중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몰아주기' 

식으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 

시한을 넘기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외국에선 우리와 달리 탄핵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

다. 일본에서는 법관 9명이 탄핵 소추돼 7명이 파면 결정됐다. 

 

시민단체의 탄핵 요구는 그저 메아리로 들렸다. 하지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11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를 단죄하기 어렵

다. 국회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법관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

고 제안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제안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

원장이 6월 15일 검찰의 사법농단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법원은 둘로 쪼개져 내

부망을 통한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둘로 쪼개진 세력들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다는 

것이다. ‘당신 같은 법관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식이다. 법원 내 반목과 갈등의 골이 앞으

로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과연 김명수 사법부는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조직을 제대로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눈동자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15일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밤샘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새벽 5

시에 귀가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

판했다. 그리고 ‘판사들이 밤샘수사를 통해 작성된 검찰 조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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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검찰 수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9일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

했다. 기사에는 ‘강 부장판사가 과거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아부성 문자와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이 강 부장

판사를 역공격한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시기의 문제였다. 임종헌 전 차장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온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연고의 문제였다. 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법원 동료이

자 고교·대학 동문 관계였다. 여론은 강 부장판사를 ‘꼰대 판사’라고 비난했다.  

 

여론은 무섭다. 날카로운 비난을 화살처럼 쏘아댄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을 비판하

는 글을 올리는 또 한 명의 판사가 있었다. 최인석(61) 울산지법원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늙고 병

든 ‘꼰대 판사’라고 말했다. 10월 8일부터 시작한 시리즈 글 제목은 ‘소수 의견’이다. 아직도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원·검찰의 관행 중 사소하고 실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법정 구속에 대하여 ‘유무죄를 열심히 다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

은 엄청난 충격이다. 무엇보다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검사가 재판을 

하는 법관 통로로 법정을 드나드는 문제에 대하여 ‘재판은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하는데, 검사

가 법관과 같은 통로로 출입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에서 승복하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영

장 발부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내주려고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삼이사(일반 국민)

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판사가 최 법원장을 공격했다. ‘그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왜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

일 때 이런 글을 올리느냐’는 것이었다.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런 글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지

만 일부 판사는 ‘법원 내부의 일에 무관심했던 스스로를 성찰해 본다’는 댓글을 올렸다. 비난의 화

살이 쏟아지는 지금은 두려운 시기다. 하지만 어느 ‘꼰대 판사’는 지금도 병들고 늙은 손가락을 움

직여 후배 법관들에게 말하고 싶은 ‘소수 의견’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또 다시 멀리서 핑하고 화살

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려온다.(끝)   

 

※ 이 글은 2017. 2. 9.부터 2018. 11. 12.까지 보도된 신문 기사나 칼럼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고, 

지금도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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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혼자서 한 중국 져지앙성(浙江省) 배낭여행 

류도현 변호사 

진병춘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고종주 변호사 

박준석 변호사 

홍광식 변호사 

황민호 변호사 

조진제 변호사 

윤혜주 변호사 

이태원 변호사 

황진호 변호사 

홍광식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 

황형모 변호사 

시  |  수필  |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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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상처를 받은 이는 

산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눈 뜨면 풍경화고 

다가서면 포근하게 안아주어서일 게다. 

 

그러나 얼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곳이라고 어디 상처가 없겠는가. 

 

견디다 못해 바위는 쩍 벌어져 있고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행여나  

가슴 속 고통 실려 보내고 있지 않은가. 

 

미소짓게 하는 이가 그림이고 

상처를 주는 자는 현실이다. 

 

문득 고개 들어 둘러보니 

보여지는 세상이 다 그림이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곳은 분명 

여백이 많은 동양화 속 오솔길일 게다. 

 

가다보면 길이 끝나는 곳, 그 절벽에 서서 

드디어 그림 밖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게다. 

 

 
2018. 1. 2. 
새해 맞아 해안 산책로 따라 출근하면서  

그림

글● 류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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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에서 지금 함께 흐르고 있어도 

출발한 곳 제각기 달랐으리라 

 

무심히 흐를 뿐, 

다만 낮은 곳을 향하여 

 

지금 얼굴 맞댄 채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도 

떠나온 곳은 역시 달랐으리라 

 

오직 행할 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찾아서 

 

 
2018. 8. 20. 

출근길에 지난 밤 내린 비로 

물 흘러드는 것 지켜보면서



하늘이 저리 파라니

산다는 것

글● 진병춘 변호사  

산다는 건 

 

가슴속에 세상을 담아가며 

기억으로 

하나씩 하나씩 탑을 쌓고 

멍에로 짊어지는 것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이내 지치면 

그리움으로 외로움을 달래며 

서럽게 기다리는 것 

 

그리고 

사랑도 미움도 기다림도 

자신을 놓는 그날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시 헐어 

마침내  

시원으로 돌아가는 것 

 

 
2018. 8. 1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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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어린 시절 

우리 꿈을 

설렘으로 담아 두고 

 

그날의 

즐거움을 

아름다움으로 담아 두고 

 

지나간 세월 

아픔 달래어 

그리움으로 묻는 곳 

 

 
2017. 9.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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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의 밀칙과 안세이 대옥

변호사  변 영 철 

1. 면조의 추천도서 

2. 미일수호통상조약과 쇼군 후계문제 

  가. 이국선타격령과 신수급여령 

  나. 1853년 및 1854년의 흑선내항 

  다. 칙허 획득의 실패 

  라. 쇼군 후계 문제 

  마.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 

3. 무오의 밀칙(戊午の密勅) 

  가. 덴노의 양위 소동 

  나. 미토번의 밀칙 강하

4. 안세이 대옥(安政の大獄) 

  가. 교토에서의 체포 

  나. 에도에서의 체포 

  다. 막부평정소의 재판 

  라. 밀칙 반환 요구와 나카오카 돈슈(長岡屯集) 

5. 사쿠라다문 밖의 변 

  가. 암살음모 및 실행의 경위 

  나. 암살 이후의 정세 변화 

6. 마치면서 

 

부산대학교 사범대 대학원 일반사회교육학과(역사전공) 석사,  

‘아테나이 사법개혁에 대하여 - 배심재판을 중심으로’(2012). 



1. 면조(麵組)의 추천 도서 
 

점심 때 함께 밥이 아니라 면(麵)을 먹는 ‘면조(麵組)’모임2)에서 “일본이 왜 근대화에 성공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침을 

튀기며 하던 중, 우리 회의 정재훈 변호사로부터 ‘조용한 혁명-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건국’(성희엽)이라는 책을, 강진

영 변호사로부터 ‘칼에 지다’(아사다 지로), ‘막말의 암살자들’(시바 료타로)이라는 책을, 면조 회장님인 최현우 변호사

로부터 ‘동양문화사’(에드윈 라이샤워)를 소개받아서 열독하였다. 그 결과, “왜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사

람들로 하여금 3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였을까? 중국과 조선은 왜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였을까?”라는 의

문이 계속 남았다. 중국과 조선은 실패하였는데, 일본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름 바쁜 변호사인데, 이러한 한가한 일을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소중한 연구

(?)’를 포기하자고 자신에게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회의 홍보위원장 이덕욱 변호사 명의의 문자메세지 1통이 날

아들었다(2018. 8. 24. 오후 5:59) . ‘부산법조 원고모집 안내’라는 제목이었다. 이 때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소중한 연

구에 도전하라는 우리 회의 지시가 분명하다”. 이것이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내지 ‘동기의 착오’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다. 나는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때 해군력

이 뒷받침되었으므로, ‘일본 해군’부터 연구하자고 마음먹고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박영준)이라는 책을 읽었으나, 

마음에 크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1894년에 이미 일본은 청나라의 북양함대(北洋艦隊)3)를 무너뜨릴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어디에서 큰 모멘텀이 일어났을까? 어떤 사건이 핵심적 계기일까?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의 ‘특이점(singu-

larity)4)’은 무엇일까? 일본, 중국, 조선의 근대화의 차이는 어디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일까? 

 

멀리서 가만히 살펴보니 1840~1860년 무렵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공시 중국과 조선은 기존 권력의 교체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반하여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는 권력교체(메이지유신)에 성공한 것이 제일 크게 눈에 들어 왔

다! 이 점에 착안하여  페리 제독의 1853년 ‘흑선내항’(쿠로후네 라이코, 黑船來航)부터 1867년5) ‘왕정복고대호령’(王政

復古大號令)까지의 14년간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되돌아보니 뚜렷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보였다. 

 

고메이 덴노6)(孝明天皇)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충돌하는 장면이다. 막부는 덴노의 칙허(勅許)를 배제하고 일

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격분한 고메이 덴노는 외세를 배격하라는 칙서를 미토번(藩)에 직접 하달한다(戊

午の密勅). 도쿠가와 막부체제하에서 이러한 행위는 막부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므로 막부의 다이로(大老) 이이 

나오스케는 무오의 밀칙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다(安政の大獄). 그 결과 다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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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조는 2005년 경에 창립되었고, 이 모임의 회장은 우리 회의 최현우 변호사이고, 총무는 권혁근 변호사이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회장

님의 안내에 따라 짜장면, 짬뽕 등을 먹으러 동래, 온천장, 서면, 만덕 등지를 돌아다닌다. 최근에 우리 회장님이 발견한 명소는 만덕에 있는 ‘백객도

(佰客到)’이다.  

3) 연합뉴스 2017. 1. 14.자 “中 단둥 침몰선은 ‘비운의 청나라 전함’ 즈위안함 확인” 

북양함대는 청나라 말기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의 지원으로 독일과 영국제 함정을 들여와 건립된 현대식 해군으로 갑철포탑함, 순양함, 장갑포함 

등 78대의 함선을 보유,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 함대였다. 청나라 조정의 재정지원이 줄고 훈련 및 보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894년 청일전쟁 당시 

황해해전에서 일본군 함대에 대패해 순양함 5척이 격침되며 괴멸했다. 이를 상징하는 함선이 바로 즈위안함이다. 청일전쟁 승전 직후 일본인 수만명

이 도쿄 우에노(上野)공원에서 즈위안함 목제 모형을 만들어 불태우는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4) 특이점은 물리학에서 빅뱅(Big Bang)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빅뱅하기 전의 아주 작은 점이 바로 특이점이다. 특이점의 전과 후는 너무나 

확연히 구별된다. ‘알쓸신잡3’에서 김상욱 박사는 특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특이점은 전과 후과 확연히 구별되는 지점이다. 제2차 세계대

전은 하나의 특이점이다. 이 특이점 이후로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5) 도쿠가와 막부를 폐지하는 왕정복고대호령은 양력으로는 1868. 1. 3.이고, 음력으로는 1867(慶応 3). 12. 9.이다. 일본은 1873. 1. 1. 태음력을 폐지하였으

므로, 이 글에서도 1873.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음력으로, 그 이후는 양력으로 표시한다.  

6) 메이지 덴노의 아버지.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天皇’으로 쓰고 ‘てんのう(덴노)’라고 읽는다. 로마의 왕을 ‘카이사르’, 러시아의 왕을 ‘차르’,  

이슬람 국가의 왕을 ‘술탄’으로 부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왕은 ‘덴노’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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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케는 사쿠라다문 밖에서 미토번 사무라이들에 의하여 목이 잘리는 참변을 당하였고(桜田門外の変), 이후 막부 

권력은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먼저 무오의 밀칙의 원인을 제공하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의 체결 과정

을 살펴보고, 안세이 대옥, 사쿠라다문 밖의 변을 통하여 새로운 덴노 권력이 등장하고 막부 권력이 무너지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미일수호통상조약과 쇼군 후계(継嗣) 문제 
 

가. 이국선타불령과 신수급여령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는 1825년 ‘이국선타불령(異國船打払令)9)’이라는 법령을 공포하여 일본의 바다에 나타나는 

외국의 선박에 대한 발포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1837년 바다에서 조업 중 표류한 어민 오토키치 등 7명이 미국 

상선 모리슨 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모리슨 호는 이들을 고향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에도만(江戶湾)10) 우라가(浦

<도쿠가와 막부의 관료 조직도>

7) 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23쪽. 

8) 황수경, ‘幕末의 정치적 변동과 幕府目付의 동향’,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2014), 7쪽 

9) 1824년 미토번(水戸藩) 어민들이 앞바다에서 조어를 하고 있는 서양 포경선의 선원들과 물물교환을 하는 행위가 막부에 발각되어 30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막부는 일반 백성들이 서양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1825년 이국선타불령을 공포하였다.  

10) 에도(江戶)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설이 있으나 가장 유력한 것은 입강의 문(入江 の戶=江戶)이라는 것이다. 양익모, ‘에도의 거대도시화와 다이묘

의 에도저택’, 역사문화연구 제49집(2014), 227쪽.

<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23쪽> 

 

쇼군 아래 다이로(大老), 로주(老中), 와카토시요리

(若年寄)라는 세 직역을 중심으로 관료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다이로는 비상시국에 설치되는 쇼군 

아래 최고위직으로 도쿠가와 막부 265년간 총 12

명이 있었고, 그 중 5명이 이이(井伊)家 출신이다. 

로주는 정무를 총괄하는 역할로서 5명이 임명되었

고, 로주들의 협의하에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여 쇼

군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였다. 로주를 보좌하는 

와카도시요리는 주로 하타모토(쇼군의 가신)를 감

시·관리하였다. 로주 아래에 지샤부교(寺社奉

行)·마치부교(町奉行)·간조부교(勘定奉行)·오

메쓰케(大目付)·메쓰케(目付)가 설치되었다.7) 지

샤부교는 전국의 사찰과 신사를 관장하고, 간조부

교는 勘定方(간조카타,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役)

의 최고책임자로 재정·세무를 총괄하는 한편, 막

부 직할지에 파견하는 다이칸(代官)을 통솔하였다. 

마치부교는 주요 도시의 행정·치안을 담당하였다
8). 오메스케(大目付)는 로주 소속으로 다이묘의 감

찰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메스케(目付)는 와카도시

요리 소속으로 하타모토(旗本)·고케닌(御家人)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였다(메쓰케 정원 10명).



賀)에 나타났는데, 이를 영국 군함으로 오인한 우라가 부교(浦賀奉行)11)는 이국선타불령에 따라 비무장의 미국 상선 

모리슨 호를 포격하였다. 이후 아편전쟁에서의 청나라의 패배로 인하여 1842. 6. 난징조약(南京條約)12)이 체결되자, 이

에 놀란 막부는 같은 해 7. 이국선타불령을 폐지하고 조난당한 선박에 한하여 연료와 식수의 보급을 인정하는 신수급

여령(薪水給与令)을 발령한다13). 

 

이후 계속하여, 1846. 4.경 영국 상선, 프랑스 군함이 류쿠(琉球)에 출현하였고, 같은 해 윤 5.경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

령관 제임스 비들이 2척의 군함을 이끌고 에도만의 우라가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6.경 나카사키에 

프랑스 함대도 나타났다. 연이은 흑선(黑船)의 도래에 대하여 고메이 덴노는 1846. 8. 29. 막부에 ‘해방(海防)을 엄중히 

하라’는 취지의 사태서(沙汰書)14)를 하달하였다15).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도쿠가와 막부 성립 이후 정치에 관여한 최초

의 것으로서 당시 불과 15세에 불과하고, 즉위한지 6개월에 불과한 고메이 덴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었다16). 그 배경에는 관백(関白)17)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18)와 미토번주(水戸藩主)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斉
昭)19)가 있었다. 당시 중앙의 막부정치에서 소외된 나리아키 등의 다이묘(大名)20)들과 덴노 조정(朝廷)의 공경(公卿)21)

들은 덴노를 움직여 개항 반대를 추진하고, 차기 쇼군 후계자 선정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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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막부는 전국을 약 260개 번(藩)으로 편성하여 번의 행정은 번의 자치에 맡기는 한편, 오사카, 교토 등의 주요 도시에는 막부 직할의 부교소(奉行所)

를 설치하고 부교(奉行)를 임명하여 직접 통치하였다.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23쪽. 

12) 난징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②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닝보[寧波] ·상하이[上海] 등 5

항(港)을 개항한다. ③ 개항장에 영사(領事)를 설치한다. ④ 전비배상금(戰費賠償金)으로 1,200만 달러와, 몰수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13) 박삼헌, ‘막말유신기의 대외위기론’, 문화사학(23호, 2005), 88쪽.  

14) 천황이 보내는 편지, 덴노의 명령을 의미하는 칙령과는 구별됨. 

15) 吉田常吉, 「安政の大獄」, 吉川弘文館(1996), 55쪽. 

16) 「安政の大獄」, 56쪽. 

17) 덴노를 보좌하는 조정의 관직 중에서 최고위직을 의미한다. 

18) 1823년부터 1856년 사임하기까지 33년간 관백의 지위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관백 출신의 다카쓰카사 마사히로이고, 마사히로는 딸 고도코(任子)

를 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徳川家定)의 정실로 보내고, 야스코(祺子)를 인코 덴노의 후궁(나중에 황태후가 됨)으로 보낼 정도의 명문 공경이다. 

조정(朝廷)의 고위관직을 세습하는 고셋케(五摂家)는 고노에(近衛), 구조(九条), 니조(二条), 이치조(一条), 다카쓰카사(鷹司) 등의 5가문으로 구성된다.   

19)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조정(朝廷)과 긴밀한 혼척 관계를 가졌다. 아리스가와 노미야(有栖川宮) 친왕가의 딸을 자신의 정실로 맞이하였으며, 이 외에

도 측실 다수가 공경 출신이었다. 또한 나리아키의 누이 둘은 각각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와 역시 섭관가인 니조(二條)의 정실이었다. 

김형진, 도쿠가와 후기 朝廷의 浮上과 ‘學問’의 역할, 서울대 석사학위논문(2015), 54쪽. 

20)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석고(石高) 1만석 이상의 영지를 받은 영주를 다이묘(大名)라고 한다.  

21) 중국의 삼공구경(三公九卿)의 준말로서, 조정에서 봉직하는 공가(公家) 중에서도 종삼위 이상의 최고위관직을 의미한다.  

22) 大日本帝国憲法 第1条 大日本帝国は、万世一系の天皇が、これを統治する(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23)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4) 남기학, ‘가마쿠라 막부 정치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113쪽.

<막부와 덴노의 위임약정>

덴노는 일본의 왕으로 권력의 근원(根源)이다22). 그러나 통치권은 쇼군이 행사한다. 

그 이유는 덴노가 자신의 통치권을 쇼군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대정위임(大

政委任)이라고 한다23). 덴노와 쇼군과의 위임약정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정이대

장군(征夷大將軍, 세이이타이쇼군)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통하여 체결된다. 일본에서

의 최초의 쇼군은 단노우라(壇の浦) 전투에서 패권을 잡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
朝)로서, 1192년 쇼군으로 임명되어 최초로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를 설치하였다
24). 막부체제는 가마쿠라 막부(1192년)→무로마치 막부(1338년)→에도 막부(1603년)

를 거치면서 1867년 왕정복고대호령에 의하여 대정위임약정이 해지될 때까지 675년

간 지속되었다. 세키가하라(関が原) 전투에서 승리하여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고메이 덴노의 사태서를 접한 막부의 로주 슈자(老中首座)26) 아베 마사히로는 1846. 10. 13. 외국(흑선) 함선이 도래한 

경위를 조정에 보고하였으나, 1842년의 아편전쟁 및 난징조약의 결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막부 각료들은 서구

열강의 개항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전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자국의 영토까지 빼앗기고 개항해야만 

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27)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신판(親藩) 및 도자마(外様) 다이묘들28)은 개항 

반대에 적극적이었다. 

 

나. 1853년 및 1854년의 페리의 흑선내항 

 

(1) 1853년의 내항 

 

1853. 6. 3. 미국의 페리29) 제독(동인도함대 사령관)이 사스케한나 호를 포함한 4척의 함대를 이끌고 에도만의 입구

에 있는 우라가(浦賀)에 모습을 드러내었다30). 대포는 총 73문을 장착하고, 에도 만의 측량을 마음대로 실시하는 

한편, 독립기념일 기념 축포, 공포탄 등을 발사했다. 페리는 필모어 대통령(13대)의 국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상륙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31) 막부의 아베 마사히로는 이를 조정

에 보고하는 한편, 미국 대령통의 국서 수령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우라가 부교 이도 히로미치(井

戶弘道)에게 훈령을 내려 일단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협상을 위하여 페리 일행의 구리하마(久里浜)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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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6)로주(老中)는 쇼군을 보좌하는 막부의 각료로서, 후다이 다이묘 중에서 5명 정도로 구성되고, 5명 중 선임자가 로주 슈자(老中首座)가 되어 평의를 주

재한다.  

27)당시 막부의 각료들은 아편전쟁 등 세계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까? 도쿠가와 막부는 쇄국정책을 하는 가운데서도, 해외 문

물을 받아들이는 작은 창(窓)을 하나 열어 두었다. 나가사키 인근에 인공섬 데지마(出島)을 만들어 1641년부터 네델란드 상관(商館)에서 해외무역을 

독점하는 권한을 주었다. 그 대신 네델란드 상관장에게 풍설서(風說書, 정기 보고서)와 별단풍설서(別段風說書, 특별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해외정세

를 막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막부의 각료들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아편전쟁 등의 세계정세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68쪽. 

28)다이묘에는 신판(親藩) 다이묘(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친족들로 구성된 다이묘), 후다이(譜代) 다이묘(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와 가문에 봉사

한 다이묘), 도자마(外様) 다이묘(세키가하라 전투 전후로 도쿠가와 가문에 봉사한 다이묘) 등이 있다. 막부의 정치는 쇼군과 후다이 다이묘들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신판 및 도자마 다이묘는 배제되어 왔다. 신판 다이묘에는 고산케(御三家, 도쿠가와 3家)와 고산쿄(御三卿)가 있다. 

29)Matthew Calbraith Perry. 1999년 북핵 위기 발생 당시 미국의 북핵조정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와는 같은 집안 출신이다. 페리 

제독은 1833년에 브룩클린 해군공창(Brooklyn Navy Yard)의 조선소장이 되고, 1837년에 최초의 증기선 풀턴호를 건조한다. 1852. 3. 미국의 동인도

함대(East India Squadron)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일본의 항구를 개항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고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30)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 소개 : 페리제독의 중국과 일본, 필리핀지도’, 361쪽. 페리는 1852. 11. 24. 증기선 ‘미시시피 호’(USS Mississippi)를 이끌고 

미국의 로 노퍽을 출항, 대서양을 횡단하여 인도를 거쳐서 그 다음 해 1853. 5. 4. 중국의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상하이 등지에서 3척의 함대가 추가로 

결합하여 4척으로 에도만에 나타났다. 

31) 도널드 킨, 「메이지라는 시대1」, 서커스, 38쪽. 

는 1615년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并公家中諸法度)를 제정하여 덴노는 ‘오직 학문과 화가(和歌)에만 전
념’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원천 배제하였고, 재정도 막부가 하사하는 석고 3만석으로 생

활하도록 하였다. 덴노(天皇)와 쇼군(將軍)의 위임약정의 특징은, ① 통상적인 위임약정과 달리 전쟁에

서 승리한 패자에 대하여 덴노가 반드시 통치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점, ② 위임 약정의 본

질상 쌍방이 위임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25), 덴노가 일방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1867년의 왕정복고대호령은 덴노측의 대정

위임약정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실제로 사쓰마번과 조슈번의 무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반막부군은 도바 후시미 전투(鳥羽 伏見の戦い)에서 막부군을 타도하였다.



을 허용했고, 페리는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 신임장 등

을 전달하면서 통상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막부

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徳川家慶)가 병석에 누

워 있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할 수 없다”며 1년간 답신

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페리는 이에 동의하여 1853. 6. 

12. 에도만을 떠나 홍콩으로 회항하였다. 그 직후인 6. 

20.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사망하였고, 후계자로 

지정되어 있던 도쿠가와 이에사다(徳川家定)32)가 13대 

쇼군으로 취임하였다. 페리가 다시 내항할 것에 대비

하여 막부는 7. 1. 미국 대통령 필모어 친서의 번역문

을 제다이묘에게 제시하면서 대책 및 의견을 구하였

다. 후쿠오카(福岡) 번주 구로다 나가히로(黒田長溥)

는 “미국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한다면 전쟁이 벌어

질 것은 뻔하다. 일단 전란이 시작되면 일본 선박은 도

처에서 적의 습격을 받아 해로가 막히고 만다. 에도 같

은 곳은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33).....다이묘 모두에게 군함과 증기선 등의 건조를 허락토록 해 주기 바란다.”라는 의

견을 제시하였고34), 시마즈 나리아키라(사쓰마 번주)는 “그러나 지금 당장 미국과 포화를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필

승을 기하기 어렵다. 미국 사절이 다시 오면 교섭을 최대한 끌어 회답을 3년 뒤로 연기하는 것이 어떨까. 그 사이

에 군비를 충실하게 하고 나라의 힘을 양성함으로써 일거에 외이(外夷)를 격양(擊攘)35)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

다....증기선의 문제는 재작년 이래 부하들에게 명한 바가 있어 연구를 하면 상당한 정도로 건조 준비를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6) 한편, 막부는 7. 3. 도쿠가와 나리아키를 해방참여(海防参与)로 임명하였

고37), 나가사키 부교 미즈노 다다노리(水野忠徳)에게 네델란드 상관으로부터 증기군함의 수입을 지시하여, 증기선 

3~4척이 포함된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단, 매매대금은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함)38). 또한 우라가 부교에게 서

양식 범선의 건조를 지시하여, 우라가에서 1854. 5. 최초의 서양식 범선인 호오마루(鳳凰丸)가 준공되었고, 미토번

에도 제작을 의뢰하여 1856. 7. 아사히마루(旭日丸)가 건조되었다.39) 또한 아베 마사히로는 막부 내외의 자문을 거

쳐서 9. 15. 500석 이상의 식량운반이 가능한 ‘대선건조금지령’을 폐지하고, 다이묘의 대선건조를 허용한다는 통달

을 하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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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도쿠가와 이에요시는 생전에 14남 13녀를 두었으나, 성인까지 생존한 사람은 4남 이에사다가 유일하다.  

33)1721년 도쿠가와 막부는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 인구는 약 3,000만 명, 에도의 인구는 약 100만명 정도였다(1800년도 런던 인구는 약 

100만명, 1851년 268만명으로 추산). 에도는 만 깊숙이 들어오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식량 등 각종 물자가 해상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 

선박에 의하여 에도만 입구가 봉쇄된다면 식량 공급 등의 문제로 에도가 격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34)「메이지라는 시대1」, 40쪽, 박영준,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 191쪽. 

35) ‘외이(外夷) 격양(擊攘)’이라는 말에서 나온 ‘攘夷(じょうい)’(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단어는 외세에 침입에 반대하는 사무라이들의 핵심 슬로건이 

되었다. 「메이지라는 시대1」, 42쪽. 

36)「메이지라는 시대1」, 40쪽,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 그물, 191쪽.  

37) 1853. 12. 미토번에서 대포 74문을 제작하여 막부에 헌상하였다.  

38)「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 209쪽. 

39)나아가 막부는 해방괘(海防掛) 에가와 다로자에몬에게 증기선을 직접 제작하라고 명하였으나, 기술축적의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다가, 

1862. 三重津海軍所에서 제작을 시작하여 1866. 5. 최초의 증기선 치요다가타마루(千代田形丸, 全長 31.3m) 건조에 성공한다.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

본」, 204쪽. 한편 흥선대원군도 제너널 셔먼호 사건이 발생한 1866. 8. 21. 이후 제너럴 셔먼호를 인양하여 이를 본 따 철갑증기선을 만들 것을 지시하

여 10개월 만에 제작에 성공하였으나 너무 느리게 움직여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文化〈50〉科学（6）西歐기술의 摸倣, 《경향신문》, 1973. 7. 3.자  

40)이 때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은 제자들과 함께 함선에 다가가서 미국으로의 밀항을 시도하였으나, 페리가 조약체결 문제로 인하여 거절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성희엽, 「조용한 혁명-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건국」, 299쪽. 

우라가 지역(붉은 색 표시)



(2) 1854년의 내항 

 

페리는 1854. 1.경 9척의 함선을 이끌고 다시 에도만에 내항하여 통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40). 제다이묘의 의견

을 청취한 아베 마사히로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측의 통상조약은 거절하되, 화친조약의 체결(개항 

포함)을 받아들이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막부는 1854. 3. 3. 12개조 구성된 일미화친조약(日米和親条約)을 시

모다(下田)에서 체결하였다41). 이러한 화친조약체결에 관한 보고도 교토 쇼시다이(京都所司代)42)를 통하여 조정에 보

고되었으나, 조정은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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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이 그린 흑선(쿠로후네)의 모습, 사진 출처 : gall.dcinside.com/mgallery

<도쿠가와 막부의 석고(石高, 고쿠다카)> 

막부 말기의 일본 전체의 쌀 생산량은 약 3,000만석 정도였고, 막부 직할령의 석고(石高)가 약 420만석, 

막부 가신 하타모토(旗本, 석고 1만석 미만, 쇼군 알현 가능)들과 고케닌(御家人)들이 약 260만석 정도였

으므로, 막부 지배하의 석고는 약 700만석 가까이 되어 전국 총생산량의 25%를 장악하고 있었다(막부

는 오사카 등 경제적 요충지를 장악)43). 사쓰마번 77만석, 죠슈번 40만석 등 전체 도자마번의 석고를 모

두 합치면 980만석 정도였다. 고산케인 오와리번은 62만석, 기이번이 55만석, 미토번이 35만석이었고, 

고산쿄인 다야스家, 히토쓰바시家, 시미즈家는 영지 없이 막부로부터 석고만 10만석을 지급받았다. 덴

41) 미일화친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 시모다[下田] ·하코다테[函館]의 개항, ② 미국 선박에 대한 식량 ·연료 ·식수의 공급, ③ 미국 영사(領事)의 시모

다 주재, ④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등의 승인이었다. 그러나 개인간의 상거래는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조약은 아니었다. 1857년 조약의 개

정을 통하여 미국인에 대한 치외법권에 해당하는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을 인정하였다. 

42)교토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막부가 설치한 직할 행정기관. 

43)「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19쪽. 



44)「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31쪽. 

45)이에사다의 첫번째, 두번째 정실은 병약해서 일찍 죽었다. 세번째 정실이 된 아쓰히메(篤姫)의 양부가 사쓰마 번의 시마즈 나리아키라이므로, 나리아

키라는 이에사다의 장인이다. 사쓰마번은 차기 쇼군 후계자로 히토츠바시 요시노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2008년NHK는 「아쓰히메(篤姫)」(50회)라는 

대하드라마를 제작하였는데, 에도 막부 말기를 배경으로 한 NHK 대하드라마 가운데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평균시청률 24.5%). 

46)母利美和, 「井伊直弼」, 吉川弘文館(2006), 179쪽. 

47)해리스의 에도성 등성과 장군 알현에 관한 보고가 조정에는 1857. 11. 10.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고메이 덴노는 12. 1.에 페리의 내항 시와 마찬가

지로 7社 7寺에 대해 17일간 정성껏 기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48)「井伊直弼」, 182쪽. 

49)「安政の大獄」, 134쪽, 「井伊直弼」, 180쪽. 

50)에도에 거주하는 타마리즈메(溜詰) 다이묘 9명이 연서한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공사의 에도 주재 요청에 대하여, 일본의 관인(官人)을 미국에 파견하여 주재시킬 수 있을 때까지 유예를 요청한다.  

 ② 조약을 거부하는 경우, 미국의 병선이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각 번으로부터 에도만으로 들어오는 쌀을 실은 선박에 지장을 초래하여 양곡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므로 병단(兵端)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③ 공사 주재 장소는 에도성의 외부에 둔다.  

④ 무비(武備)를 엄중히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이이 나오스케가 초안을 작성하여 타마리즈메(溜詰) 다이묘의 합의를 득하여 막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井伊直弼」, 180~181쪽. 

51) 「井伊直弼」, 180쪽.

 

다. 칙허 획득의 실패 

 

(1) 타운젠드 해리스의 통상조약 체결 요구 

 

아베 마사히로는 1855. 10. 개항론자인 홋다 마사요시(堀田正睦, 사쿠라번주1810. 8. 1. ~ 1864. 3. 21.)를 로주에 임명하

였고, 로주 슈자직을 홋다에게 양위하고, 외국괘 로주도 겸임하도록 하였다. 일미화친조약의 시모다(下田) 영사 주재 

규정에 따라, 1856(安政 3). 7. 21.에 일본에 부임한 초대 영사 타운젠드 해리스(Townsend Harris)는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쇼군에 대한 알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홋다 마사요시는 이를 수용하여 1857. 10. 21. 마침내 에도성에서 쇼

군 도쿠가와 이에사다(徳川家定)45)와의 면담이 성사되었다46). 해리스는 쇼군에게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14대)의 친

서를 제시하고 통상조약체결을 요청하였고47), 이에 막부는 같은 해 11. 11. 다이묘들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의 친서와 해

리스의 통상조약요구안 원본과 번역본을 첨부하여 허용 가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명하는 한편, 12. 11. 막부의 전권대

사 시모다 부교 이노우에 키요나오(井上清直) 등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통상조약 교섭을 개시하도록 명하였다48). 그리

고 1857. 12. 13. 해리스의 통상조약요구안을 관백 구조 히사타다(九条尚忠)를 통하여 고메이 덴노에게 보고하였다. 

 

(2) 막부의 칙허(勅許) 주청(奏請) 

 

이어서, 막부는 1857(安政 4). 12. 29., 30. 양일에 걸쳐 에도 거주 다이묘들에게 전원 등성을 명한 뒤 쇼군 이에사다의 

임석 하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촉구했다. 그 결과, 통상조약체결에 대해 거절론, 비판론, 용인론, 긍정론 등의 의견

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는데49), 막부 정치에 참여하여 온 후다이 다이묘들은 통상조약에 대부분 찬성하였고, 막부 정치

에서 소외되어온 일부 도자마 다이묘, 고산케(御三家)를 포함한 신판(親藩) 다이묘들은 반대의견을 밝혔으나 후다이 

다이묘를 포함한 대다수는 긍정50),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51).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오와리 번주 도쿠가와 요시카쓰(徳川慶勝) 등은 ‘덴노의 칙허(勅許)를 받아서 통상조약을 체결

하자’고 제안하였는데52), 홋다 마사요시는 상당수 다이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막부 단독으로 조약체결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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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天皇)도 영지 없이 쇼군으로부터 3만석을 지급받았고, 덴노와 조정 관료들의 전체 석고를 모두 합해

도 15만석 미만이었다. 당시의 전체 석고 비율은 대략 막부령 25%, 후다이번 30%, 도자마번 30%, 신사 

사찰 10%, 덴노(조정 포함) 5%로 구분할 수 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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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케(御三家)와 고산쿄(御三卿)>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 후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9남 도쿠가와 요시나오(徳川義直), 10
남 도쿠가와 요리노부(徳川頼宣), 11남 도쿠가와 요리후사(徳川頼房)에게 영지를 각 하사하고, 별도의 
독립 가문을 만들어 승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오와리 도쿠가와(尾張徳川, 62만석), 기슈 도쿠가와
(紀州徳川, 56만석), 미토 도쿠가와(水戸徳川, 35만석)라고 하고, 세 가문을 합하여 고산케(御三家) 또는 
도쿠가와 삼가(德川三家) 라고 한다. 세 가문 중 오와리 번의 가격(家格)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되었

다. 이에야쓰 이후 직계에 의한 승계가 지속되었으나 7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쓰구(徳川家継)가 8세의 나
이로 요절하여 직계 후손이 없게 되었는데, 고산케 중 하나인 기슈 도쿠가와 출신의 요시무네(8대)가 쇼

군직을 계승함으로써 아무런 다툼도 없이 무난한 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이에야스의 고산케 창설

이라는 혜안이 빛나는 장면). 이를 본받아 요시무네(8대)도 자신의 기슈 도쿠가와家의 승계가 무난하도

록 다야스 도쿠가와(田安徳川, 2남), 히토쓰바시 도쿠가와(一橋徳川, 4남), 시미즈 도쿠가와(清水徳川, 
9대 쇼군의 차남)의 고산쿄(御三卿)를 창설하였다. 이후 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徳川家治)의 아들
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후사가 없어 히토쓰바시家의 이에나리(一橋家斉)가 후계자되어 11대 쇼군이 된
다. 이후 쇼군은 히토쓰바씨家에서 배출된다. 고산쿄는 쇼군의 후계자를 제공하는 것은 고산케와 동일

하나 별도의 영지를 받지 않고, 막부의 석고(10만석)을 받으며, 에도에만 거주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아

래 그림의 에도성 인근의  고산케 3가의 위치를 보면 에도성의 주위를 빙 돌아서 배치되어 외부의 침입

에 대비하는 느낌을 준다).



52)「安政の大獄」, 136쪽. 

53)홋다 마사요시 등의 막부 각료들은 그동안의 조막(朝幕) 관계의 관행에 비추어 쉽게 칙허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칙허 주청’을 결정하였으나, 

칙허 주청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칙허 주청에 실패하고, 칙허 없이 단독으로 통상조약이 체결되자 막부를 비

판하는 여론이 급등하고, 이에 힘입은 덴노가 무오의 밀칙을 내리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막부가 처음부터 칙허 주청이라는 결정 없이 대정위임(大

政委任)의 원칙에 따라 단독으로 통상조약을 결행했다면 반막부 세력이 결집하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54)무가전주(武家傳奏)는 2인으로 대막부와의 교섭창구 역할을 하고, 의주(議奏)는 4인으로 조정 내의 정무를 담당했다. 무가전주와 의주를 합하여 양

역(兩役)이라고 한다. 

55)이원우, ‘메이지 유신과 테러리즘’, 한일관계사연구 58, 343쪽. 

56)고메이 덴노가 통상의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조정 전체의 의견으로 만들기 위하여 칙문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57) 「安政の大獄」, 161쪽. 

58)교토와 에도의 거리는 465km, 왕복 930km이고, 편지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12일이므로(덴노 반답서 2. 23.자~쇼군 답신서 3. 5.자), 하루에 

77.5km(답장 작성에 소요되는 4시간 정도를 빼면 약 70km)를 달린 것이다. 이 거리는 말이 하루에 통상 갈 수 있는 거리로 추정되는 60~70km와 대

략 일치한다. 

59)타카츠카사 스케히로의 아버지는 관백 마사미치이고, 어머니는 미토번주의 4녀이다. 마사미치는 관백을 사임한 이후에도 아들인 우대신 스케히로를 

통하여 사실상 내람권을 행사하고, 정국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칙허 주청(勅許奏請)’을 막부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말았다53). 이에 막부는 1858. 1. 5. 해리스에

게 덴노의 칙허 주청을 이유로 조약체결을 60일간 연기하자고 요청하였고, 1. 8. 로주 홋다는 칙허를 받기 위하여 교

토로 출발하였다. 

 

 

(3) 고메이 덴노의 조정(朝廷) 장악 

 

한편, 막부의 조약 체결 추진과정을 보고 받고 있던, 고메이 덴노는 로주 홋다가 교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조정의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1858(安政 5). 1. 14. 통상조약체결 건에 대해 관백과 무가전주(武家

傳奏), 의주(議奏)54) 및 고셋케(五摂家) 당주(當主)에게 칙문(勅問)하여 1. 24.까지 답변을 받았고, 대부분의 공경들이 덴

노의 뜻을 받들어 ‘도쿠가와 삼가(德川三家) 이하 제다이묘의 의견수렴 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실질적으로 조약체결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통상적으로, 조정의 정무는 관백과 양역(兩役)에 의해서 처리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는 고셋케 당주에게 칙문이 이

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메이 덴노는 칙문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했다55). 1. 25.에는 현임공가(現任公家) 20명

에게, 그리고 1. 27. 천황의 비서실장격인 구로우도노토(蔵人頭) 2명에게도 통상조약문제에 대해 칙문을 행하였다. 현

임공가와 구로우도노토의 답변은 홋타가 교토에 도착하기 이틀 전인 1858. 2. 3.까지 전부 제출되었는데, 다수의견이 

통상조약칙허불허와 도쿠가와 삼가 및 대소 다이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56).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홋타 마사요시는 통상의 관행대로 무리 없이 칙허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와지도시 아키

라(川路聖謨)·이와세 다다나리(岩瀬忠震) 등 외교실무관료를 대동하고 교토에 도착하여 1858. 2. 9. 덴노에게 미일

통상조약의 칙허를 주청했다. 그러나 덴노와 조정은 이미 결의한 대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2. 23. 반답서(返答書)를 

통하여 통상조약체결은 “국가의 안위, 인심(人心)의 향방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중의(衆意)를 듣고자 하니 재차 삼가

(三家) 이하 여러 다이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고 조약체결의 칙허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1858. 2. 23.자 반답서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홋다 마사요시는 교토에 머무르면서 조정의 의사를 전환하려고 시

도하였다.57) 이후 3. 2. 무렵부터 관백 구조의 태도는 급속히 막부 지지로 기울었다. 막부는 3. 5.자 답신서58)에서 “인심

의 동의(同意) 문제 등은 막부가 책임을 지겠으니 신속하게 조약칙허를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구조는 3. 

9. 다시 칙답안을 의논하기 위하여 좌대신 고노에 타다히로(近衛忠煕), 우대신 타카츠카사 스케히로(鷹司輔煕59)),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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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산죠 사네쓰무(三条実万)·이치죠 타다카(一條忠香)·니조 나리유키(二条斉敬) 및 고셋케 등의 주요 인사를 불

러서 ‘막부가 잘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60)’라는 취지의 변경된 칙답안을 의결하고, 이를 고메이 덴노에게 올려 재가를 

요청하였다. 덴노는 이를 부득이 재가하였으나, 조약체결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였으므로(칙답안이 3. 

14. 홋다에게 하달될 예정이었음), 칙답안이 홋다에게 하달되기 전인 3. 11. 오후 10시경 비밀리에 측근을 불러 “이번 칙

답은 국가의 안위에 직접 관계된 것으로 짐의 우려가 깊으니, 반드시 칙서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61)는 취지의 편

지를, 사임한 의주(議奏)62) 코가 다케미치(久我建通)에게 전달하도록 하명하였다. 이에 코가 다케미치는 조정 내의 동

지들을 규합하였고, 이에 호응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63), 나카야마 타다야쓰(中山忠能) 등은 칙답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이에 공경(公卿) 88명이 서명하였다. 나아가 이와쿠라 도모미 등은 3. 12. 구조 관백의 사저

까지 몰려가서 칙답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廷臣八十八卿列参事件64)). 이에 호응하여 3. 14. 관무(官務)와 출납(出納) 

등의 하급관인(地下官人) 97명도 조약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65)  

 

이에 놀란 관백 구조는 반답서의 안을 수정해야만 하였는데, 그 내용은 2. 23.자 반답서(도쿠가와 삼가 이하 여러 다

이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의 결론과 동일하였으나, 조약체결을 피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더욱 강

경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칙답서가 3. 20. 홋타 마사요시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칙허 획득에 실패한 채

로 4. 5. 교토를 출발하여 4. 20. 에도 막부로 복귀하여 4. 21. 쇼군을 배알하였다.66)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조약체결보다 더 무서운 쇼군 후계문제였다. 

 

라. 쇼군 후계(継嗣) 문제 

 

(1) 히토츠바시파와 난키파의 대립 

 

1853. 6. 페리가 물러 간 직후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가 사망하고, 13대 쇼군으로 도쿠가와 이에사다(徳川家定)67)가 

취임하였으나(당시 29세), 병약하고 직계 후손도 없는 상태여서 쇼군 후계 문제가 정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토번

의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자신의 아들 요시노부(徳川慶喜68), 1837년생, 당시 16세)를 쇼군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다. 반

면, 히코네번의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 등의 후다이 다이묘들은 쇼군 이에사다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촌동

생인 도쿠가와 이에모치(徳川家茂69), 기슈번주, 1846년생, 당시 7세)를 추대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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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메이지 유신과 테러리즘, 345쪽에서 재인용 

61) 「安政の大獄」, 164쪽. 

62)코가 다케미치(久我建通)는 구조의 칙답서 변경 시도에 항의하여 3. 3. 의주직을 사임하였다. 「安政の大獄」163쪽.  

63)메이지 유신 이후 구미 12개국을 방문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끈 사람이다.  

64) ‘水戶藩密勅降下事件と九條尙忠關白の失脚に關する小考’, 254쪽.  

65)「安政の大獄」, 164쪽. 

66)교토에서 에도까지의 거리는 465km, 자동차로 5시간 29분 걸린다(구글 지도). 홋다는 이 거리를 16일 걸렸으므로, 하루의 평균 이동 거리는 약 

29km(465km÷16일)이다. 홋다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행군했다고 가정하면 시속 4.8km(29km÷6시간)이고, 일반인의 평지에서의 보행속도도 평균 

시속 4km이므로, 대략 일치한다. 따라서 ‘말’을 타고 갔다고 하더라도 달려 간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의 보폭에 맞추어 행군한 것으로 추정된다.  

67)도쿠가와 이에사다는 12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徳川家慶)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에사다는 어릴 때부터 병약하였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였다고 한다. 1841년 쇼군 이에요시는 세자를 책봉하는 과정에서 이에사다의 자질을 염려하여 미토번의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양

자로 들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로주 아베 마사히로 등의 반대로 이를 포기하고, 이에사다를 세자로 책봉하였다.  

68)어머니는 방계 황족 아리스가와노미야 가문 출신인 요시코(吉子) 여왕이다. 요시노부는 나리아키의 7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 미토에서 성장했다. 1847

년, 10살 때 막부에서 요시노부를 고산쿄의 히토츠바시家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요시노부는 히토츠바시家의 양자로 들어가서 히토츠바시 

요시노부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에 요시노부를 지지하는 정파를 히토츠바시파로 부르게 되었다. 

69)기슈 번주로서 당시의 이름은 요시토미(慶福)였으나, 쇼군에 취임하면서 이에모치로 개명하였다. 이에모치는 기슈번의 11대 번주인 도쿠가와 나리유

키(徳川斉順)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나리유키는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徳川家斉)의 7남이고, 이에요시(12대 쇼군)는 이에나리의 차남으로 서

로 형제간이다. 따라서 12대 쇼군 이에요시는 이에모치의 백부이다. 

70)10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의 세자였던 이에모토가 급사하고, 이에하루의 직계후손이 없어서 고산쿄의 하나인 히토츠바시家의 이에나리가 쇼군 

이에하루의 양자로 입적되어 11대 쇼군이 되었다. 그 이후 이에하루의 차남 이에요시가 12대 쇼군으로, 이에요시의 4남 이에사다가 13대 쇼군으로 되

어, 사실상 히토츠바시家 출신에서 쇼군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히토츠바시파는 이러한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였다.



나리아키는 요시노부가 이에모치에 비하여 ‘연장(年長)·영명(英名)·인망(人望)’이라는 장점을 내세웠고, 이에 동의

한 사람들을 히도츠바시파(一橋派)70)라고 하는데, 이 정파에는 도쿠가와 요시카츠(徳川慶勝, 오와리 번주), 도쿠가와 

요시아츠(徳川慶篤, 미토번주, 요시노부의 형), 마쓰다이라 요시나가(松平慶永, 에치젠번주)71) 등의 신판다이묘와 시마

즈 나리아키라(島津斉彬, 사쓰마번주),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우와지마번주), 야마우치 도요시게(山内豊信, 도사번

주) 등 도자마 다이묘들이 있었고, 막부 내부에는 로주 홋타 마사요시·쿠제 히로치카(久世広周)72)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난키파(南紀派)는 히토츠바시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첫째, 천하치평은 도쿠가와 대장군가의 

‘위덕’(威德)에 의한 것이지 ‘현우’(賢愚)에 의한 것은 아니다. 둘째, 쇼군과의 혈통이 가까운 것을 중시하는 것이 정통

이며 황국의 풍습이다. 셋째, 쇼군가의 상속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쇼군이다. 난키파에는 마쓰다이라 가타모리

(松平容保, 아이즈 번주), 마쓰다이라 요리타네(松平 頼胤, 다카마츠번주), 미즈노 타다나카(水野忠央, 기이번의 가로, 

나중에 번주), 히라오카 미치히로(平岡道弘, 후나가타번주) 등의 후다이 다이묘들과 막부 내부에서는 야쿠시지 모토

자네(薬師寺元真) 등이 모여 있었다. 

 

난키파가 지지하는 이에모치는 당대 쇼군 이에사다(13대)의 사촌으로 11대쇼군 이에요시의 손자였으나, 요시노부의 

경우는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1남 요리후사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쇼군과의 혈통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였

다. 이에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앞서 본바와 같이 부족한 힘을 덴노의 조정에서 찾으려고 하였다73). 

 

(2) 이이 나오스케의 다이로 취임 

 

한편, 에도로 복귀한 홋다 마사요시74)는 바로 다음 날 4. 21. 쇼군 이에사다를 배알하면서 비상 정국에 대비하기 위하

여 다이로(大老)직에 히토츠바시파의 마쓰다이라 요시나가를 추천하였으나75), 이에사다는 이를 거절하고, 이이 나오

스케(井伊直弼)76)의 임명을 지시하였다77). 

 

이이 나오스케의 가신(家臣)인 우쓰키 로쿠노죠우(宇津木六之丞)78)가 나오스케와 주고 받은 편지 등 당대의 기록을 편

찬한 『公用方秘錄(공용방비록)』에 의하면, 이이 나오스케가 다이로에 임명되기 하루 전, 1858. 4. 22. 심야에 막부의 가

치가시라(徒頭)인 야쿠시지 모토자네(薬師寺元真)가 에도의 히코네 번저를 방문하였다. 모토자네는 나오스케에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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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에치젠번의 초대 다이묘는 이에야스의 차남 히데야스(秀康)이다. 히데야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게 양자 겸 인질로 보내져, 생부와 양부

의 이름을 하나씩 물려받은 히데야스(秀康)라는 이름을 얻었다. 히데요시의 친아들 쓰루마쓰가 태어나자 유키 하루토모(結城晴朝)의 양자 겸 조카 

사위가 되었다가,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67만석의 에치젠 번주에 임명되었다. 후에 도쿠가와가의 원래 성인 마쓰다이라의 사용을 허가받았다.  

72) 안세이 대옥에서 이이 나오스케의 강압적 처벌방침에 반대하다가 파면되었다. 사쿠라다문밖의 변 이후 로주에 다시 취임하였고, 1860. 4. 28.에는 로

주 슈자(老中首座)에 올랐다.  

73) 마리우스 젠슨,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푸른길, 101쪽. 

74) 홋다 마사요시는 개항파로서 원래 도쿠가와 나리아키와는 조약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서로 달랐으므로 그의 아들 요시노부를 후계자로 지

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상조약 체결을 위하여 덴노 조정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조정이 히토츠바시파에 친화적이므로, 자신이 요시노부를 

지지하게 되면 조정의 협력을 받아 칙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히토츠바시파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75) 에치젠번주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의 시조(始祖)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차남 히데야스(秀康)이므로 마쓰다이라 요시나가는 신판 다이묘로서 원칙적

으로 막부의 각료가 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런데 이이 나오스케 암살 이후 덴노는 요시노부를 쇼군후견직에, 마쓰다이라 요시나가를 다이로에 임명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막부는 신판 다이묘가 다이로에 취임한 전례가 없다고 하면서 정사총재직(政事総裁職)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덴노측은 이를 받아들여 요시나가는 1862. 7. 6. 막부의 정사총재직으로 취임한다.  

76) 이이 나오스케는 1815. 10. 29. 히코네번의 번주 이이 나오나카의 14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의 사후 산노마루 오스에초의 저택으로 옮겨가 15세부

터 32세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는 그곳에서 다도, 와카, 북치기, 참선 등을 배웠고, 1846년 히코네 번주 이이 나오아키의 후계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서 나오아키의 양자로 입양되는 방식으로 후계자가 되었다. 1850년 나오아키가 사망하면서 36세에 15대 히코네번주가 되었다. 1852년 가메야마번의 

번주의 차녀와 혼인하였다. 

77) 「井伊直弼」, 185~186쪽. 

78) 이이 나오스케가 다이로에 취임할 때 히코네번의 코우요닌(公用人)이 되어 나가노 슈젠(長野主膳)과 함께 나오스케를 보좌하였다. 나오스케가 암살

된 이후에도 히코네번에서 소바야쿠(側役)로 일하였으나 1862년 나가노 슈젠과 함께 체포되어 처형된다. 



토노공(水府老公)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음모가 있는데, 쇼군 이에사다를 감금(押込)79) 히토츠바시 요시노부를 옹립하

여 권세를 장악하려는 모반을 꾸미고 있다.”고 고변하였다80). 이에 나오스케는 급히 막부 내부의 난키파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 날 나오스케를 다이로에 임명한다는 고요우메시(御用召)81)가 히코네 번저에 도착하

였다82). 나오스케는 4. 23. 에도성에 등성하여 다이로직에 임명되었다. 이것은 히토츠바시파에게는 대타격이었다.83) 

 

 

 

 

 

 

 

 

 

 

 

 

 

 

 

(3) 쇼군 후계자 결정과 통상조약의 체결  

 

다이로에 취임한 나오스케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쇼군 후계자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통상조약의 체결이었는데, 그는 먼저 쇼군 후계자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였으나 먼저 해결된 것은 통상조약이었다. 

쇼군 이에사다는 1858. 1. 16. 어전회의에서 “히토츠바시와는 결코 의를 맺지 않을 것(一 橋にては決して相成らざる

義)”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84), 히토츠바시파의 로주 마쓰다이라 타다가타(松平忠固), 히라오카 미치히로(平岡道弘, 

御側御用取次) 등은 여전히 요시노부의 추대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1858. 5. 1. 이에사다는 나오스케를 시작으로 각로 일동을 불러 후계자는 기슈의 요시토미(이에모치)라는 결심을 밝혔

으나85), 로주평의(老中評議)에서 타다가타가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후계자 문제를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부득이 

나오스케는 쇼군에게 홋다 마사요시와 마쓰다이라 타다가타 등에 대한 파면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쇼군은 “쇼군 후

계자 내정 단계에서 로주 2인을 파면하여 지장(障り)이 생기면 큰일이므로 쇼군 계사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

하라”고 지시하였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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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공용방비록 원문에는 오시코메(押込)라고 기재되어 있다. 「井伊直弼」, 185쪽. 슈군 오시코메(主君押込)는 카마쿠라 시대부터 무가사회에 나타난 관

행으로, 특히 에도시대의 막번체제에 있어서 행적이 악한 번주를 가로들이 합의하여 강제적으로 감금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80)나리아키의 음모에 대하여 「安政の大獄」의 저자 요시다 쓰네키치(吉田常吉)는 나오스케의 다이로 취임 이후 모토자네의 이례적인 급속 출세를 근

거로 ‘허구의 음모’라고 주장하나, 고산케인 미토번을 상대로 일개 하급무사에 불과한 모토자네가 날조된 사실을 고변할 경우, 자신과 관계자들이 입

을 타격이 너무나 심대한 점, 나리아키 등이 이에사다를 후계자로 정식 공표하기 하루 전날인 1858. 6. 24. 불시등성하여 심각한 항의를 제기한 사정

까지 보태어 보면, ‘날조된 음모’라고 보기 힘들다. 「井伊直弼」, 187쪽, 「安政の大獄」, 198쪽. 

81) 고요우메시(ごようめし). 관직에 임명하기 위하여 출두를 요구하는 명령서.  

82) 「井伊直弼」, 185쪽. 

83) 「井伊直弼」, 192쪽. 

84) 「井伊直弼」, 179쪽. 

85) 「井伊直弼」, 193쪽. 

86) 「井伊直弼」, 195쪽. 

公用方秘錄(공용방비록)



한편, 칙허주청 실패 이후 미일통상조약 체결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중, 6. 17. 미국 군함 포하탄호(USS Pawhatan)

가 가나가와(神奈) 부근에 나타났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나오스케는 더 이상 조약체결을 연기하다가는 전쟁이 나고, 

그러한 경우 더욱 불리하게 조약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87), 이노우에 키요나오(井上清直, 시모다 부교), 

이와세 타다나리(岩瀬忠震, 가이코구 부교 겸 外国奉行)에게 조약체결을 명하였고, 이노우에 등은 1858(安政 5). 6. 19. 

포하탄호 선상에서 미일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였다. 

 

마. 조약체결에 대한 반발 
 

조약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각지의 존왕양이파(尊王攘夷派)들은 격렬하게 반발하였고88), 가장 먼저 행동으로 나선 쪽

은 시마즈 나리아키라(사쓰마번주) 였다. 그는 직접 번병(藩兵) 5,000명을 이끌고 에도로 상경하여 위칙조인(違勅調

印)에 항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7. 8. 가고시마성에서 병사들의 열병 훈련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89)으로 쓰

러져, 1858. 7. 16. 사망하였다(49세). 

 

한편, 조약체결문제를 해결한 나오스케는 쇼군 후계문제를 매듭짓기 위하여 6. 21. 히토츠바시파 로주 홋다 마사요

시·마쓰다이라 타다가타의 등성정지를 명하고, 6. 22. 에도성의 제다이묘의 총등성을 명하여 조약조인을 포고한 다

음, 6. 23. 홋다 등을 파면함과 동시에 오타 스케모토(太田資始), 마나베 아시가츠(間部詮勝), 마쓰다이라 노리야스(松

平乗全) 등의 3인을 로주에 임명하고 이어서 6. 25. 이에모치를 후계자로 공표하려고 하였다90). 

 

이에 도쿠가와 나리아키, 도쿠가와 요시카쓰(오와리번주),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에치젠번주) 등은 쇼군 후계 공포 하

루 전인 6. 24. 에도성으로 불시등성(不時登城)91)하였다. 나리아키 등의 주장은, 첫째 이번의 조약체결은 위칙(違勅)이

다. 둘째, 쇼군후계자를 히토츠바시 요시노부로 정하면 위칙의 변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마쓰다이라 요시나가

를 다이로(大老)에 임명해 달라는 것이었다92). 이에 대하여 나오스케는, 첫째, 둘째 주장에 대하여, 고메이 덴노의 칙

허는 도쿠가와 삼가와 제다이묘가 재논의하여 결정하라는 것이었고, 제다이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개전(開戰)하여 

청나라(淸國)의 복철(覆轍)을 답습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부득이 전쟁을 막고자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위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장에 대해서, 로주 슈자 오타 스케모토(太田資始)는 현재 다이로 나오스케가 직무에 정려(精励)93)하고 

있으므로 해임은 전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다94). 나리아키 등이 불시등성한 실질적 이유는 위칙 조약을 구실로 삼아 

다음 날 6. 25.로 예정된 쇼군 후계자 공표를 연기하려고 의도한 것이었으나, 나오스케는 이를 거부하고 1858. 6. 25. 

기슈번주 이에모치를 쇼군의 후계자(継嗣)로 정식 공표하였다(만 12세).95) 이후 7. 2. 쇼군 이에사다는 각기충심(脚氣衝

心)96) 증상으로 갑자기 중태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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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이 나오스케는 조약체결에 덴노의 사전칙허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위임(大政委任)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쇼군이 조약체결을 

사전에 허가받는 것은 오히려 대정위임의 본지에 반한다.  

88) 반발의 내용은 싸워 보지도 않고, 오랑캐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덴노의 칙허도 없이 막부가 위법하게 체결하였다는 것이

었다.  

89) 당시 일본에 유행하였던 콜레라라는 설이 유력하였으나, 당시 콜레라는 이미 종결된 상태였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열병을 사열한다는 것도 이례

적이므로 심근경색으로 봄이 타당하다. 

90) 「井伊直弼」, 202쪽. 

91) 쇼군을 배알하러 에도성에 등성하는 일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 고산케는 언제, 고산쿄는 언제, 후다이 다이묘는 언제 등의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에, 정해진 일자를 위반하여 등성하는 것은 불시등성(不時登城)으로 위법이다. 

92) 「井伊直弼」, 204~205쪽. 

93)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노력함. 

94) 「安政の大獄」 199쪽. 

95) 「安政の大獄」, 201쪽. 

96) 각기병 증상의 하나로 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하며 심하면 정신이 어리둥절해지고 헛소리를 하며 구토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나오스케는 7. 5. 막부 평의를 개최하여 나리아키라 등의 ‘불시등성’의 죄책을 물어 처벌을 결정하였다.97) 도쿠가와 요

시카츠(오와리 번주)에게는 은거(隱居)98), 도쿠가와 나리아키에게 고마고메(駒込)의 저택(屋敷)에 킷도츠츠시(急度

愼)99)를 명하고(서신 왕복 금지 병과),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에게 은거(隱居), 킷도츠츠시(서신 왕복 금지 병과)를, 히토

츠바시 요시노부와 도쿠가와 요시아츠에게 일시 등성금지를 명하였다100). 바로 그 다음 날 7. 6. 쇼군 이에사다가 사망

한다(막부는 이에사다의 사망을 공표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이를 묵비하였음). 

 

 

3. 무오의 밀칙(戊午の密勅) 
 

가. 덴노의 양위 소동 
 

막부로부터의 무칙허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상주서가 6. 28.에 조정에 보고되자, 고메이 덴노는 격노하여 양위(讓位)

하겠다고 하였고101), 이에 조정에서 평의한 결과, ‘도쿠가와 삼가(三家) 또는 다이로’중에서 한 사람이 상경하여 미일통

상조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102) 그러나, 막부는 7. 9.자 답신으로, 고산케(御三家)는 불

미스러운 점이 있어 근신중이며(7. 5.자 은거 등의 처분), 다이로는 영･불･러 삼국의 배가 가나가와에 들어온 상태에 

대비하는 등으로 정무에 바빠서 상경할 수 없으므로, 우선 로주 마나베 아키카츠(間部詮勝)를 상경시켜 설명드리겠

다고 답변하였다. 

 

위칙 통상조약체결에다 ‘고산케 또는 다이로’중에서 한 사람이 상경하여 설명하라는 지시마저 거절되자 고메이 덴노

는 7. 22. 재차 양위의 의도를 밝혔고, 7. 27. 전 관백 다카스카사 마사미치의 내람(內覽)103)을 파면하였다.104) 8. 5.에는 관

백 및 의전양역을 어전으로 소환하여 양위의 칙서를 내렸는데, 양위의 사유는, “(1) 조약체결은 위칙(違勅)에 해당한다. 

(2) 도쿠가와 삼가(三家)·다이로(大老)는 소명을 거절하였다. (3)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의 조약까지도 체결한다고 상

주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놀란 구조 관백 등은 좌대신 고노에 타다히로(近衛忠凞) 등과 상의하였는데, 도쿠가와 

나리아키와 내밀히 소통하고 있던 타다히로는 막부의 역인(役人)을 힐책하고, 내정을 개혁하며, 외해(外海)의 방비를 

강화하는 내용의 칙서를 2 내지 3개의 대번(大藩)에 하달하고, 나리아키를 쇼군 보좌역으로 삼으면 덴노의 뜻을 관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8. 7. 어전에서 덴노에게 상주하였다(구조 관백은 나중을 

두려워하여 8. 7.자 어전회의에 불참)105). 이를 들은 고메이 덴노는 매우 기뻐하면서 양위의 뜻을 철회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칙서는 8. 8. 먼저 미토번으로 출발하였고(도착은 8. 16.), 이틀 후인 8. 10. 동일한 내용의 칙

서가 막부로 출발하였다(도착은 8. 19.). 또한 오와리번, 후쿠이 번 등 13개 번에도 연고 있는 공경을 통하여 내밀히 밀

칙의 사본(寫本)을 전달하였다106). 이를 무오의 밀칙(戊午の密勅)이라고 한다.107) 밀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 8. 7.자 

어전회의에 구조 관백이 불참하였고(칙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음), (2) 칙서는 막부를 통하여 번에 하달하는 것이 원칙

인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밀칙 강하 이후 덴노는 친막부적인 관백 구조 히사타다(九条尚忠)에게 사퇴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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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安政の大獄」, 202쪽. 

98) 번주에 대한 은거처분은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강제로 퇴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99) 외출이 금지되고 자택의 1실에서 근신하는 칩거(蟄居)와 유사한 형벌. 

100) 「安政の大獄」, 203쪽, 「井伊直弼」, 205쪽. 

101) 고메이 덴노가 문제를 삼는 지점은 삼가 이하 제다이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는 칙답을 내렸는데, 이를 위반하고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과 테러리즘’, 358쪽. 그러나 대정위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논리는 자기모순(自己矛盾)으로 보인다. 

102) 「安政の大獄」, 208쪽. 

103) 덴노에게 올리는 문서나 재가한 문서 등을 먼저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역을 의미한다. 

104) 「安政の大獄」 218쪽. 

105) 「安政の大獄」 220쪽. 

106) 「일본역사 13」, 암파서점, 34쪽.



하였고, 9. 4.에는 관백의 내람권(內覽権)을 회수하였다108). 

 

나. 미토번의 밀칙 강하 

 

1858(安政 5). 8. 7. 심야에 조정의 부케텐소(武家伝奏) 마데노고우지 나오후사(万里小路正房)가 밀칙을 교토에 있는 

미토번저의 우가이 키치지에몬(鵜飼吉左衛門)에게 전달하였는데, 우가이의 지병이 악화되어 아들 우가이 고우키치

(鵜飼幸吉)가 대신 수령하였다. 고우키치는 밀칙을 수령하여 미토번으로 향하여 8. 16. 심야에 미토번 가로 아지마 다

케와키(安島帯刀)를 통해 미토 번주 도쿠가와 요시아쓰에게 전달하였고, 요시아쓰는 근신 중인 나리아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109) 

 

덴노가 막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번에 칙서를 내린 것은 도쿠가와 막부 성립 이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이었다110). 

무오의 밀칙의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문] 先般墨夷假條約無餘儀無次第ニ而、於神奈川調印、使節へ被渡候儀、猶又委細閒部下總守上京被及言上之趣

候得共、先達而敕答諸大名衆儀被聞食度被仰出候詮茂無之、誠ニ以テ皇國重大ノ儀、調印之後言上、大樹公叡慮御伺

之御趣意モ不相立、尤敕答之御次第ニ相背輕卒之取計、大樹公賢明之處、有司心得如何ト御不審被思召候。右樣之次

第ニ而者、蠻夷狄之儀者、暫差置方、今御國內之治亂如何ト更ニ深被惱叡慮候。何卒公武御實情ヲ被盡、御合體永久

安全之樣ニト、偏被思召候。三家或大老上京被仰出候處、水戸尾張兩家愼中之趣被聞食、且又其餘宗室之向ニモ同樣

御沙汰之由モ被聞食候。右者何等之罪狀ニ候哉。難被計候得共、柳營羽翼之面々、當今外夷追々入津不容易之時節、

既ニ人心之歸向ニモ可相拘旁被惱宸襟候。兼而三家以下諸大名衆議被聞食度被仰出候旨、全永世安全公武御合体
ニ而、被安叡慮候樣被思召候儀、外虜計之儀ニモ無之、內憂有之候而者、殊更深被惱宸襟候。彼是國家之大事ニ候閒、

大老閣老其他三家三卿家門列藩外樣譜代共一同群議評定有之、誠忠之心ヲ以テ、得ト御正シ、國内治平、公武御合

体、彌御長久之樣、德川御家ヲ扶助有之內ヲ整、外夷之侮ヲ不受樣ニト被思召候。早々可致商議敕諚之事。 

安政五戊午年八月八日 

近衞左大臣  

鷹司右大臣  

一條内大臣  

三條前内大臣 

二條大納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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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安政の大獄」, 220~221쪽. 통치행위의 주체인 막부를 제쳐두고 번에 직접 밀칙을 하달하는 행위는 에도시대 막번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막
부의 통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108) 水戶藩密勅降下事件, 265쪽. 관백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칙허를 검토하여 서명하는 것인데, 이를 금지한 것은 사실상 파면에 다름없다. 
109) 水戶藩密勅降下事件, 260쪽. 
110) 水戶藩密勅降下事件, 263쪽.  
111) [현대 일본어 번역] 先般墨夷との假条約は、余儀なき次第にて、神奈川に於て調印し使節へ渡され候儀、猶又委細は間部下総守が上京に及ばれ言上

の趣に候えども、先達て勅答に諸大名と衆議を聞かされたく仰せ出で候所、詮議も之無く、誠に以て皇國重大の儀を調印の後に言上とは大樹公（幕
府 将軍）が叡慮のお伺いの趣意も相立たず、尤も勅答の次第に相背き軽率のお取計いは大樹公賢明の所、有志の心得如何と御不審に思召され候。
右のような次第にて、蠻夷狄の者、暫くさし置いて今国内の治乱は如何と更に深く叡慮（天皇）を悩まし候。何卒公武の実情を尽くされ、御合体を永
久安全の様にと偏に思召され候。三家或は大老が上京を仰せ出され候所、水戸尾張両家は慎んでこの趣を聞き及び、且つ又其の餘宗室（将軍家）の
向きにも同様の御沙汰の由も聞かれたく候。右の者は何等の罪状に候や、計り難く候えども、将軍を補佐の面々は、今こそ外夷はこれからの入港も
容易ならぬ時節で既に人心の帰向にも相拘るべく、傍ら宸襟を悩ませ候。かねて三家以下諸大名の衆議を尽くされたく仰せ出され候所、全く永世
の安全は公武御合体にて、叡慮を安んじられ候よう思召され候儀、外慮の計の儀にもこれ無く、内憂これ有り候ては、殊更深く宸襟（天史の心）を悩
ませ候。かれこれ国家の大事候あいだ、大老や閣老其の他、三家三卿と家門や列藩の外様と譜代ともども、一同群議の評定これ有べく誠忠の心を持
って、篤と政道を正して、国内平和をいよいよ長く続かせて徳川家を援けるよう整えて外夷の侮りを受けぬよう思召られ候。早々と商議致すべく、
この勅諚を下す。 
安政五戊午年八月八日 
近衛左大臣　鷹司右大臣　一條内大臣　三條前内大臣　二條大納言



[번역]112) 지난번 흑이(미국)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나가와천에서 체결된 가조약에 대하여 조인한 사절이 전달한 내

용 또는 마나베 아키가츠가 상경하여 아뢴 취지에서도, 지난 번의 칙답에서 제다이묘의 중의를 듣고 싶다고 분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의도 없고, 성의를 다해야 하는 황국의 중대한 의를 조인한 후에 대수공(막부·쇼군)이 짐의 뜻

을 살피는 모양새도 나타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칙답의 취지에 반하는 경솔한 조치는 대수공의 현명과 뜻에도 불

구하고 미심쩍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점차로 오랑캐 및 잠시 방치된 현재 국내의 정치의 어려움은 더욱 더 짐의 

마음을 심려케 한다. 삼가 혹은 다이로에게 상경을 분부하여 미토 오와리 양가가 근신을 받은 이유를 알고 싶고, 나

아가 쇼군가의 의향도, 위와 같이 된 이유도 듣고 싶다. 그들이 어떠한 죄상인지에 대하여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더라

도 쇼군을 보좌하는 면면은, 현재의 외이(外夷)가 앞으로 입항도 용이한 시절이므로 모두가 민심의 향배에도 서로 구

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짐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겸하여 삼가 이하의 제다이묘의 중의를 전력을 다하여 제출하

고, 참으로 영속적인 안전은 공무합체(公武合體)113)로 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외부의 침입에 대한 계책도 

없이, 내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깊게 짐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다이로 및 각로 등, 

삼가삼경과 가문, 열번의 도자마와 후다이 다이묘 모두 모두, 뜻이 평정되어 충성의 마음을 지녀, 신중히 정치의 도를 

바르게 하고, 국내 평화가 더욱 더 길게 영속되어 도쿠가와家를 원조하여 외이(外夷)의 모욕을 받지 않도록 하라. 조

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칙정(勅諚)을 하달한다. 

안세이 5년(1858년) 8월 8일 

 

좌대신 고노에 타다히로(近衛忠凞) 

우대신 다카스카사 스게히로(鷹司輔熙) 

내대신 이치죠 타다가(一條忠香) 

前 내대신 산죠 사네쓰무(三條実万) 

대납언 니죠 나리유키(二条斉敬) 

 

 

4. 안세이 대옥(安政の大獄) 
 

무오의 밀칙이 미토번에 강하된 사실을 확인한 이이 나오스케는 이를 쇼군 후계 문제와 관련된 막부정권에 대한 항

쟁(抗爭)으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114). 이것이 바로 안세이 대옥(安政の大獄)이다. 무오의 밀칙에 대

한 나오스케의 심경이 잘 드러나는 편지가 발견되었다(1858. 11. 4.자 마나베 로주에게 보낸 편지). 

 

“밀칙이 미토번에 내린 것은 덴노의 국체배려의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악계(惡計)로써 공의(公儀)의 권위에 관계된 

것이고, 당상관 공경의 논쟁도 없이 비천한 자들에게 칙정을 하달한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으로, 공무(公武)간 불화

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잘못에 대하여 규문(糾問)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115) 

 

가. 교토에서의 체포 

이이 나오스케는 사가이 타다아키(酒井忠義, 오바마번주)를 교토 쇼시다이(京都所司代)로 신규 임용한 다음, 쇼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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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무오의 밀칙을 우리말로 번역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부득이 필자가 현대 일본어에 기초하여 구글번역기에 돌리고 다듬어 번역하였다. 

113) 조정의 권위(公)와 막부의 힘(武)을 합쳐 외세에 대응하자는 정치노선을 말한다. 덴노를 중심으로 외세에 대응하자는 존왕양이(尊王攘夷)와는 구별

된다. 사쓰마번주 시마즈 히사미쓰는 1862년 사쓰마번의 무사들(존왕양이파)이 공모 중이던 데라다야(寺田屋)를 습격하여 6명을 살해하였다. 또한 

공무합체론에 근거하여 쇼군 이에모치와 황녀 가즈노미야와의 강혼(降嫁)이 추진·실행되었다. 공무합체파였던 사쓰마번은 점차 존왕양이로 기울

어 조슈번과 손을 잡고 삿초도메이(薩長同盟)에 기초하여 막부를 타도하게 된다. 

114) 「井伊直弼」, 207쪽. 

115) 「安政の大獄」, 263쪽.



에사다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인 1858. 8. 16. 교토로 상경하라고 지시하였다. 뒤를 이어 로주 마나베 아키카쓰(間部

詮勝)가 9. 3. 교토로 출발하였다. 쇼시다이 사가이 타다아키의 임무는 밀칙 강하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고, 로

주 마나메의 임무는 덴노에게 조약체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관백 구조 하사다타를 복직시키는 것이었다. 

 

사가이(酒井)는 9. 3. 교토에 도착하여, 관련자들을 확인한 다음, 9. 5. 미토번주 나리아키의 측근인 콘도 모자에몬(近

藤茂左衛門)116)을 중산도(中山道)의 오오츠슈쿠(大津宿)에서 체포하였는데, 콘도의 가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의 동

생(山本貞一郞)이 작성한 문서가 수통 발견되어, 이들이 조정의 공경들과 내통한 것이 확인되었다117). 이어서 9. 8.에는 

조슈번의 산물어용괘(産物御用掛) 출신의 우메다 운핀(梅田雲浜)118)을 체포하였다. 

 

로주 마나베는 상경한 다음 날인 9. 18. 서정봉행소(西町奉行所) 부교(奉行)오가사라와 나가츠네(笠原長常)에게, 무오

의 밀칙을 미토번에 전달하였던 우가이 키치지에몬(鵜飼吉左衛門)과 그의 아들 우가이 고우키치(鵜飼幸吉)를 체포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우가이 부자는 교토의 롯가쿠고쿠(六角獄)에 투옥되었다. 우가이 부자가 체포되기 직전에 

아지마 노부타츠(安島帯刀)119) 등에게 보낸 비밀편지가 압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만일 마나베가 폭정을 휘두르면, 사

쓰마번, 오와리번, 도사번 등 3번의 병력으로 이를 분쇄하자”는 것이었다120). 

 

체포의 손길은 조정의 공경들에까지 이어졌다. 9. 22. 다카스카사家의 대부(大夫) 고바야시 요시스케(小林良典)121)와 

소속 무사 등 5명이 연이어 체포되었다. 공경의 체포에 조정의 강경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동요하였다.122) 9. 27. 조의

(朝議)에서 이에사다(13대)의 후계자인 이에모치(14대)의 쇼군 선지(宣旨)가 결의되었고, 10. 19. 덴노는 구조 관백의 사

직을 반려함과 동시 내람을 복직시키고, 밀칙 강하에 앞장선 좌대신 고노에 타다히로(近衛忠凞)의 내람 사직을 허가

하였다123). 덴노는 조의의 결정에 따라 10. 24. 이에모치를 쇼군(正二位 権大納言)에 임명하였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

되자 그동안 병을 핑계로 덴노를 알현하지 않았던 마나베 로주는 덴노를 알현하고 통상조약체결의 부득이 함을 변소

하였다. 

 

나. 에도에서의 체포 

 

에도에서도 9. 17. 前 내대신 산죠 사네쓰무(三條実万) 소속 무사인 이이즈미 키나이(飯泉喜內)가 체포되었다. 키나이

는 에도에 거주하면서 막부의 동향과 조정의 동향을 파악한 편지를 통하여 교토에 거주하는 히토츠바시파 소속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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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측근으로, 교토로 상경하여, 고노에 타다히로(近衛忠凞) 등의 공가와 교류하였다. 체포되어 교토의 롯가쿠고쿠(六角
獄)에서 문초를 받은 다음 에도의 북정봉행소(北町奉行所)로 송치되어 막부평정소(幕府評定所)에서 심문을 받았다. 다음 해인 1859년 중(中)추방형
(에도 10里 사방 및 山城国으로부터 추방 및 가재몰수 처분을 받았다. 나오스케 암살 이후 1862년 사면되어 귀향하였고, 1869년(메이지 2년) 가옥, 전
답을 하사받았다. 80세로 사망.  

117) 「安政の大獄」 239쪽. 
118) 존왕양이파의 사상적 지도자(1815년생). 오바마번(小浜藩) 출신으로 8세에 번교인 순조관(順造館)에 입학하여 유학을 배웠고, 1843년 교토로 상경하

여 망남헌(望楠軒)의 강사가 되었다. 1852년 번주 사가이 타다아키(酒井忠義)에게 해방책(海防策)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번정을 비난
하였다는 이유로 번적을 박탈당하였다. 이후 로닌(浪人)이 되어 각지를 돌면서 유세하였고, 1853년 페리 내항시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러시아 함선
의 습격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과 교류하게 되었고, 조슈번 가신의 소개로 산물어용괘(産物御用掛)가 되어, 
소금, 양초, 종이 등을 네델란드에 수출하는 등의 무역에 종사하여 돈을 많이 모았다. 1856년 겨울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을 우연히 만나서 시국에 대
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1858. 9. 8. 교토에서 체포되어 에도의 덴마쵸(伝馬町) 감옥으로 압송되어 취조를 받던 중, 요시다 쇼인을 만난 사
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막부는 운핀과 쇼인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자 조슈번의 하기 감옥에 있던 요시다 쇼인을 덴마초 감옥으로 이송하였는데, 
쇼인은 스스로 로주 마나베 아키카쓰에 대한 암살계획을 세웠다고 자백하였고, 이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우메다 운핀은 1859. 9. 14. 옥중에서 사망
하였고(45세), 요시다 쇼인은 1859. 10. 27. 참수되었다(29세). 「조용한 혁명」, 294쪽. 

119) 미토번 나리아키의 가신, 셋푸쿠(切腹) 처분을 받고, 1859. 8. 27. 사망하였다. 
120) 이러한 내용은 사쓰마번 등의 3번이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로주 마나베의 입경에 격분한 사이고 키치베(西鄕吉兵衛, 사쓰마번 출신 하급무사)가 홀

로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安政の大獄」, 242쪽. 
121) 1859년 원도형(遠島刑) 처분을 받았으나, 감형되어 에도의 감옥에서 수감 중 병사하였다.   
122) 「安政の大獄」 244쪽. 
123) 「安政の大獄」, 246쪽.



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압수수색 당한 편지로 인하여 그의 역할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관련자들의 

체포가 본격화되어, 9. 27. 사쓰마 번사(藩士) 구사카베 이소지(日下部伊三次)124), 그의 장남 유노신(裕之進) 등이 추가

로 체포되었다.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에치젠 번주)의 측근인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125)는 10. 22.,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우와지

마 번주)의 측근인 요시미 쵸우자에몬(吉見長左衛門)은 11. 21. 각 체포되었다. 다테 무네나리도 11. 23. 은거처분을 받

았고126), 해를 넘겨 1859. 2. 26. 야마우치 요도(山內容堂, 도사번주)127)도 은거처분을 받았다. 

 

막부의 요청에 의해, 덴노는 1859. 2. 17. 황실의 조언자로서 활동하여 온  쇼렌인노미야(青蓮院宮)128) 등에게 근신을 명

하고, 4. 22. 前 관백 다카스카사 마사미치 부자(父子), 좌대신 고노에 타다히로, 前 내대신 산죠 사네쓰무 등에 대하여 

근신 및 라쿠쇼쿠(落飾)129)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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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평정소(幕府評定所)> 

도쿠가와 막부는 전국을 다이묘가 지배하는 시료(私領)와 막부의 직할통치하는 고료(御料)로 나

누고, 고료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다이칸(代官)이라고 하고, 다이칸이 통치하는 고료를 

다이칸쇼(代官所)라고 하였다.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 모든 민사·형사 사건에 대해 심리․
판결하였고, 다이칸은 다이칸쇼 내의 민사·형사 사건에 대해 심리할 권한이 있었으나,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상급기관인 막부의 간죠부교(勘定奉行)에게 품신하여 그 지령에 따라 판결하였다. 

여러 다이묘의 영지에 걸쳐 있거나 주요 시국 사건에 대해서는 에도의 막부평정소(幕府評定所)가 

재판권을 행사하였다130). 막부평정소는 로주의 자문기관으로서 지샤부교(寺社奉行), 마치부교(町

奉行), 구지가타 간죠부교(公事方 勘定奉行)131)의 3자 합의에 의해 중요사항을 평의하였다(三手掛

かり). 위 삼부교에 더하여 오오메츠케(大目付), 메츠케(目付)가 추가되어 심리하는 경우도 있었

다(五手掛かり). 평정소 제도는 1635년에 정비되어 매월 2일, 12일, 22일에 합의일이 정해졌고, 

재판은 1심제였다. 막부평정소의 위치는 현재 기준으로 東京都 千代田区 丸の内1-4-1、丸の内永
楽ビルディング(마루노우치 에이라쿠 빌딩)이다. 에도의 덴마초 감옥(東京都 中央区 日本橋小伝
馬町 3-5 大安楽寺內, 2,618평)과 막부평정소의 거리는 1.6키로미터이고, 도보로 약 20분 소요
된다. 막부평정소의 왼쪽이 쇼군이 거주하는 에도성이다.

124) 구사카베 이소지는 미토번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고향이 사쓰마번 출신이었는데, 사쓰마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눈에 들어 사쓰마번으로 복

귀하였다. 이러한 특이한 경력으로 사쓰마번의 에도번저에 거주하면서 양번을 연계하는 활동의 통하여 히토츠바시파를 위하여 복무하였다.  

125)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에치젠번주)의 측근. 오가타 코우안(緒方洪庵, 일본 근대의학의 시조)이 오사카에 개설한 데키쥬쿠(適塾)에서 의술을 배워, 

1853년 에치젠번(越前藩)의 외과담당 번의(藩医)가 되었다. 1854년 의술을 더 배우기 위하여 에도로 유학하여 란방의학(蘭方医学)을 공부하던 중, 

사쓰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바마번의 우메다 운핀 등과 교류하였고, 마쓰다이라 요시나가를 소개받아, 1857. 1. 후쿠이 번교인 명도관(明道館)의 

학감으로 등용되었다. 1859(安政6) 10. 7. 참수되었다(25세).  

126) 「安政の大獄」 252쪽. 

127) 막말기 4제후의 한 사람. 사쓰마 번의 시마즈 히사미쓰, 에치젠 번의 마쓰다이라 요시나가, 우와지마 번의 다테 무네나리 그리고 도사 번의 야마우

치 요도 등 4명의 번주를 일컫는다. 

128) 4대 세습친왕가(世襲親王家) 중 하나인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가문의 20대 당주인 후시미노미야 구니이에 친왕(伏見宮邦家親王)의 4남으로 히토

츠바시 요시노부를 지지하였다. 

129) 라쿠쇼쿠(落飾)는 삭발하고 중이 되는 것으로 강제출가시키는 형벌의 일종이다. 고메이덴노는 고노에 타다히로의 ‘라쿠쇼쿠’ 형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메이지라는 시대1, 91쪽). “고노에 다다히로는 내 서예 스승이었다. 관례를 올릴 때 나에게 가관(加冠) 의식을 한 것도 고노에였

다. 다른 두명도 선제의 제위 중에 직무를 충실히 다하여 극력 분발했다. 외이가 내항했을 때도 중신 네 사람은 나의 명을 받들어 분골쇄신 국사에 

진력했다. 혹 과실을 범했을지는 몰라도 이 네 사람이 쇼군에게 모반의 마음을 품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130) 오오히라 유우이치, 도쿠가와(德川) 일본의 민사재판, 법사학연구 제56호, 59쪽 

131)  간조부교 휘하에서 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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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평정소 古지도

막부평정소와 덴마쵸 감옥과의 거리



다. 막부평정소(幕府評定所)의 재판 

 

교토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1858. 12. 19.부터 에도의 덴마쵸(伝馬町)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그 곳에서 문초를 받은 다

음 막부평정소(幕府評定所)에서 재판을 받았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밀칙을 미토번주 요시아츠에 직접 전달하였던 

우가이 고우키치(鵜飼幸吉)가 7회 신문을 받았고, 미토번사로 밀칙 강하에 관계된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미토번사 아

지마 다테와키(安島帯刀), 지노네이 요스스케(茅根伊予之介)가 각 4회, 고우키치의 부친 우가이 기치자에몬(鵜飼吉

左衛門)132) 3회 등이었다. 재판의 결과 1859. 10. 7.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라이 미키사부로(頼三樹三郎), 이이즈

미 키나이(飯泉喜内) 등은  참수형을 받고 덴마초 감옥에서 처형되었다. 아래의 표는 나오스케의 가신(家臣) 나가노 

슈젠(長野主膳)이 안세이 대옥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을 기록한 것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 

158•제36호 부산법조

순번 성명(氏名) 신분(身分) 형벌(刑罰)
1 安島帯刀 水戸藩 家老 切腹133) 
2 茅根伊予之介 水戸藩士 死罪134) 
3 鵜飼吉左衛門 水戸藩士 死罪
4 飯泉喜内 旗本 曽我権太夫 家臣 死罪
5 橋本左内 福井藩士 死罪 
6 頼　三樹三郎 京都浪人（学者） 死罪 
7 吉田松陰 長州藩士 死罪
8 鵜飼幸吉 水戸藩士 獄門135) 
9 鮎沢伊太夫 水戸藩士 遠島136) 
10 小林民部 権大輔良典 公卿鷹司家 家臣 遠島
11 六物空満 大覚院門跡 家臣 遠島
12 太宰八郎 松平伊豆守 家臣 遠島
13 勝野森之介 江戸浪人 勝野豊作 息子 遠島
14 日下部裕之進 薩摩藩士 日下部伊三治 息子 遠島,1860. 윤 3. 3. 獄死
15 茅根熊太郎 水戸藩士 茅根伊予之介 息子 遠島
16 吉見左膳 宇和島 藩士 重追放137)

17 池内大学 学者·儒者·医者 中追放138)

18 丹羽豊前守 公卿三条家 家臣 中追放 
19 森寺若狭守 公卿三条家 家臣 中追放
20 三国大学 公卿鷹司家 家臣 中追放 
21 伊丹蔵人 青蓮院宮家 家臣 中追放 
22 入江雅楽頭 公卿一条家 家臣 中追放 
23 茂左衛門 信濃松本町名主 中追放 
24 藤森恭助 幕臣古賀謹一郎 家臣 中追放
25 と　　き 水戸藩厄介 修験宝寿院 中追放
26 鮎沢力之進 水戸藩士 鮎沢伊太夫 息子 中追放
27 鮎沢大蔵 水戸藩士 鮎沢伊太夫 息子 中追放 
28 山科出雲守 御倉舎人 永押込め139) 
29 春日讃岐守 公卿久我家家臣 永押込め 
30 森寺因幡守 公卿三条家家臣 永押込め 

<공가(公家)의 가신(家臣) ․ 다이묘(大名)의 가신(家臣)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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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水戸藩の京都留守居役.  

133) 切腹(셋푸쿠)은 자신의 복부를 단도로 갈라서 자살하도록 하는 형벌. 복부를 가른 다음 뒤에서 목을 쳐서 고통 없이 죽도록 하여 주는데, 이를 카이

샤쿠(介錯)라고 한다. 腹切り(하라키리), 割腹(갓푸쿠）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134) 死罪(시자이)는 에도시대 행하여진 6종류의 사형 중 하나로서 참수(斬首)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부가형으로 재산몰수, 매장금지가 추가된다.  

135) 참수형을 시행한 다음, 베어진 목을 공개 장소에서 3일간 공개하는 형벌. 

136) 재산을 몰수하고, 원거리의 섬으로 추방하는 형벌. 

137) 재산을 몰수하고, 섬이 아닌 원(遠)거리 지역으로 추방하는 형벌. 

138) 재산을 몰수하고, 에도 10里 사방 및 거주지로부터 추방하는 형벌. 

139) 押込め(오시코메)는 가택연금의 일종으로 20日 30日 50日 100日의 4종류가 있었는데, 永押込め는 무기한 가택연금에 해당한다. 

140) 国許永押込め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측건대 국가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택연금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의 형벌이 아닐까 생각한다.

순번 성명(氏名) 신분(身分) 형벌(刑罰)
31 長谷川宗右衛門 高松藩士 永押込め
32 長谷川速水 高松藩士 長谷川宗右衛門 息子 永押込め 
33 山国喜八郎 水戸藩士 永押込め 
34 海保帆平 水戸藩士 永押込め 
35 加藤木賞三 水戸藩士 永押込め 
36 横山湖山 松平伊豆守 家臣 国許永押込め140) 
37 菅野健介 姫路藩士 国許永押込め 
38 大郷巻蔵 鯖江藩士 国許永押込め 
39 林　　某 鯖江藩士 国許永押込め 
40 小南五郎 土佐藩士 国許永押込め
41 大山正阿弥 薩摩藩士 国許永押込め 
42 大久保　 土浦藩士 要 国許永押込め 
43 舟橋亘理 関宿藩士 国許永押込め 
44 津崎村岡 公卿近衛 家老 女 押込め
45 飯田左馬 有栖川宮家 家臣 押込め 
46 高橋兵部権大輔 公卿鷹司家 家臣 押込め 
47 山田勘解由 青蓮院宮家 家臣 押込め 
48 富田織部 公卿三条家 家臣 押込め
49 大沼又三郎 下田奉行附 押込め 
50 飯泉春堂 飯泉喜内 養子 押込め 
51 大竹儀兵衛 水戸藩士 押込め 
52 岩本常助 幕臣·掃除之者 押込め
53 藤田忠蔵 幕臣·鉄砲方与力 押込め 
54 筧　承三 岡部土佐守 家臣 押込め 
55 勝野保三郎 江戸浪人 勝野豊作 弟 押込め 
56 勝野ちか 江戸浪人 勝野豊作 妻 押込め 
57 勝野ゆう 江戸浪人 勝野豊作 娘 押込め 
58 三木源八 水戸藩士 押込め 
59 萩　信之介 水戸藩士 押込め 
60 菊池為三郎 水戸藩士 押込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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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氏名) 신분(身分) 형벌(刑罰)
61 宇喜田一蕙 画家 所払い141) 
62 宇喜田松庵 画家 所払い 
63 蒲　市正 公卿二条家 家臣 所払い 

64 恪太郎 伊勢松坂 百姓 江戸構い142)  
紀伊殿領分 所払い143) 

65 山本とよ 信濃浪人山本貞一郎 妻 急度叱り置く144) 
66 山本さい 信濃浪人山本貞一郎 娘 急度叱り置く 
67 山本うめ 信濃浪人山本貞一郎 娘 急度叱り置く 
68 伊十郎 小網町 名主 手鎖145)  
69 源左衛門 信濃松本町 町人 手鎖 
70 源助 江戸神田 町人 手鎖 
71 若松木工権頭 公卿三条家 家臣 洛中·洛外構い江戸構い 
72 太宰せい 水戸藩郷士 太宰清衛門 妻 構いなし146)  
73 利益菴行阿 修験者 構いなし 
74 兼田伊織 公卿鷹司家家臣 構いなし 
75 知順 元神崎寺坊主 構いなし
76 峰十 水戸百姓 構いなし
77 甚右衛門 水戸百姓 構いなし 
78 日下部伊三治 薩摩藩士 獄死 
79 梅田雲浜 小浜藩士 獄死 
80 藤井但馬守 公卿西園寺家 家臣 獄死 
81 信海 僧月照 弟 獄死
82 近藤正慎 成就院坊 獄死
83 中井数馬 幕臣·御先手組与力 獄死 

141) 거주하는 마을로부터 추방하고, 주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형벌. 

142) 에도에서 추방. 

143)기이번 영지에서 추방하고 거주하지 못하게 함. 

144)叱り(시가리)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공무소로 출석하여 부교, 다이칸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반성문을 제출받은 다음 사면한다. 叱り보다 중한 

형벌로 ‘急度叱り’가 있는데, 과료가 병과되는 경우이다. 

145)手鎖(てぐさり)는 철체 수갑을 채워서 자택에서 근신하는 형벌로서, 30일, 50일, 100일의 세종류가 있었다. 

146)범죄가 성립하나 불문에 부침. 현재의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147) 후계자가 아닌 황족들이 출가하여 온 것처럼 1831년 교토 혼노지(本能寺)로 출가하였다. 이후 천태종(天台宗) 계의 쇼렌인(青蓮院)의 문주(門主) 자

리에 올라 법명을 ‘존유우(尊融)’로 개칭하고, 쇼렌인노미야(青蓮院宮)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통상조약체결에 대한 칙허에 반대하였고, 쇼군 후계에

서도 히토츠바시파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안세이 대옥에서 은거처분을 받게된 것이다. 나오스케 암살 이후 1862년에 사면되어 복귀하여 국

사어용괘(国事御用掛)로서 조정에 참가하였다가, 1863年에 환속하였다. 

148)라쿠쇼쿠(落飾)는 삭발하고 중이 되는 것으로 강제출가를 의미한다.  

149)집의 대문을 닫고, 쪽문으로 드나들며, 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는 형벌. 

150)가족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 

151) 蟄居는 폐문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자택의 1실에서 근신하는 형벌이고, 永蟄居는 무기한이다.  

152) 해임처분을 의미. 

153)근무지를 떠나 자택에서 근신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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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氏名) 신분(身分) 형벌(刑罰)
1 青蓮院宮尊融法親王 天台座主·青蓮院門跡 隠居·永蟄居 
2 鷹司政通 前関白 辞官·落飾148) 
3 近衛忠煕 左大臣 辞官·落飾 
4 鷹司輔煕 右大臣 辞官·落飾 
5 三条実万 前内大臣 辞官·落飾 
6 一条忠香 内大臣 遠慮·引篭り
7 二条斉敬 権大納言 遠慮·引篭り
8 近衛忠房 権大納言 遠慮·引篭り
9 広橋光成 前権大納言 遠慮·引篭り
10 久我建通 右大将 慎み·引篭り 
11 正親町三条実愛 権中納言 暫時慎み·参朝差控 
12 徳川斉昭 前水戸藩主 前中納言　 永蟄居151)  
13 徳川慶篤 水戸藩主 中納言 差控 
14 一橋慶喜 一橋当主　刑部卿 隠居·謹慎 
15 徳川慶勝 尾張藩主 中納言 隠居·謹慎 
16 松平慶永 福井藩主 越前守 隠居·謹慎 
17 山内容堂 土佐藩主 土佐守　 隠居·謹慎 
18 伊達宗城 宇和島藩主 遠江守 隠居·謹慎 
19 堀田正睦 佐倉藩主 備中守 隠居·謹慎 
20 太田資始 掛川藩主 備後守 隠居·謹慎 

21 板倉勝静 松山藩主 周防守 御役御免152)  
差控153) 

22 大久保忠寛 幕臣·西丸留守居 伊勢守 隠居·謹慎 
23 本郷泰固 幕臣·若年寄 丹波守 隠居·減地·謹慎 
24 土岐頼旨 幕臣·大番頭 丹波守 隠居·謹慎 
25 石川政平 幕臣·側衆 土佐守 隠居·減禄
26 岩瀬忠震 幕臣·作事奉行 肥後守 永蟄居 
27 永井尚志 幕臣·軍艦奉行 玄蕃頭 永蟄居 
28 川路聖謨 幕臣·西丸留守居 左衛門尉　 隠居·謹慎
29 鵜殿長鋭 幕臣·駿府奉行 民部少輔 隠居·差控 
30 浅野長祚 幕臣·小普請奉行 備前守 隠居·差控 
31 佐々木顕発 幕臣·公事方勘定奉行 信濃守　 御役御免·差控 
32 黒川嘉兵衛雅敬 幕臣·一橋家 家臣 御役御免·差控 
33 平山謙二郎 幕臣·書物奉行 甲府勝手
34 木村敬蔵 幕臣 甲府勝手
35 平岡円四郎方中 幕臣·一橋家 家臣 御役御免·差控 

<공가(公家)의 가신(家臣) ․ 다이묘(大名)의 가신(家臣) ․ 일반인> 



라. 밀칙 반환 요구와 나카오카 돈슈(長岡屯集) 
 

막부는 밀칙 관련자들을 체포·처벌하는 한편, 1859. 1. 8. 사가이(酒井) 교토 쇼시다이에게 지시하여 미토번에 하달된 

밀칙을 조정에 반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조정은 2. 6. 미토번에 대하여 칙정을 반납하라는 사태서를 하달하

였다.154) 미토번은 칙서 반환에 응하자는 온건파(鎭派155))와 칙서 반환을 전면 거부하는 강경파(激波)로 대립하였고, 강

경파 사무라이들은 1858. 9.부터 에도로 가는 길목인 코가레슈쿠(小金宿)에 결집하여 실력으로 반납을 저지하기 위해 

기세를 올렸다. 같은 해 12. 막부의 압력으로 조정은 미토번에게 칙정을 반환하라고 다시 결정하였고, 이에 1859. 12. 

16. 반납의 칙명이 미토번에 하달되었다.156) 미토번의 번의(藩議)에서도 온건파의 주장이 채택되어 칙서를 조정에 반

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일부 강경파는 이를 무시하고 12. 23. 실력으로 반환을 저지하고자 나카오카 슈쿠(長岡

宿)157)에 수백명이 모여서 집회를 개최하였다158). 

 

 

 

 

 

 

 

 

 

 

 

 

 

 

 

 

 

 

강경파는 나카오카에 결집하여 가도(街道)를 봉쇄함으로써, 칙서 반환을 실력으로 저지하고자 시도하였다(나가오카 돈

슈, 長岡屯集). 이에 막부는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두려워 한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1860. 1. 24. 

서찰을 보내 “반납의 저지는 하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설득하였으나, 오히려 참석자들은 ‘大日本至大至忠

楠公招魂表’이라는 비석(약 9척 높이)을 세우는 등으로 더욱 기세를 올렸다. 이후 번청에서 사자(使者)를 보내 토벌군

이 진군하는 경우, 이에 저항하는 것은 반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고 설득하여, 2. 19. 마침내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나카오카 돈슈에서 해산한 사무라이 중 한명인 모리 고로쿠로(森五六郞)159) 는 수명의 사무라이들과 함께 나카오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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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일본의 역사 13, 37쪽. 

155) 진정하다(鎭靜--)의 鎭에서 따옴. 

156) 但野正弘, 「桜田門外の変」, 錦正社 (2010), 32쪽. 

157) 현재 이바라기 현의 히가시이바라기 군 이바라기 마을 

158) 「井伊直弼」, 222쪽. 

159) 미토번사(1838－1861). 습격 당시 부상을 입어 大関和七郎 등과 함께 웅번번저에 사수하였으나, 1861. 7. 27. 처형되었다(24세).

미토에서 에도로 가는 가도에 있는 나카오카(長岡)



출발하여 2. 21. 에도에 도착하였고, 하스다 이치고로(蓮田一五郞)160)  등도 2. 21. 미토를 출발하여 에도로 향하였는데, 

그들은 3. 1. 니혼바시(日本橋) 부근의 야마사키로(山崎楼)에서 회합하여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를 살해할 거사 일자, 

장소, 역할 등을 모의하였다161).  살해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18명이었다. 17명은 미토번 사무라이였고, 나머지 

1명은 아리무라 지자에몬(有村 次左衛門)으로 유일하게 사쓰마번 사무라이였다. 

 

 

5. 사쿠라다문 밖의 변(桜田門外の変) 
 
가. 사건 발생 경위162) 
 

살해의 모의가 보다 구체화된 장소는 에도에 있는 구사카베 이소지(日下部伊三治)163)의 자택이었다. 구사카베 이소지

는 안세이 대옥 당시 체포되어 처참한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였고, 그의 장남도 옥중에 있는 상태였다. 구사카베의 유

가족은 복수를 위하여 자택을 모의장소로 적극 제공하였다164). 

 

1860(安政 7). 3. 3. 오전 8시경 이이 나오스케는 에도의 히코네 번저를 나와서 에도성의 사쿠라다문(桜田門)을 지나 

막부로 출근하려고 하였다. 이날은 막부에서 ‘모모노셋쿠’(桃の節句)165)라는 축제가 개최되는 날이어서 다이로는 반드

시 참석해야 날이었기 때문에, 이이 다이로의 동선(動線)이 미리 확연히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출근 길에 봄눈이 내

리고 있었고, 소매가 없는 붉은 비옷을 입은 5~60여명이 나오스케의 가마의 좌우로 열을 지어 경호하고 있었다. 이

때 선두 습격조인 모리 고로쿠로(森 五六郞)가 행렬의 선두를 가로 막으며 외쳤다.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선두의 나오스케의 경호대장 구사카베 사부로우에몬과 메쓰케(目付) 사와무라 군로쿠가 다가왔다. 이 때 모리 고로

쿠로는 삿갓을 벗어 던지며 번개같이 경호대장을 내리치고 잇따라 메스케도 단칼에 베어 넘겼다.166) 이윽고 가마를 

향해 권총을 쏘았고, 이를 신호로 행렬의 좌우에서 사무라이들이 달려들었다. 아리무라 지자에몬(有村次左衛門)은 

가마로 돌진하여 가마의 문을 부수고 이이 나오스케의 옷깃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나오스

케의 목을 잘랐다. 약 15분 정도에 상황은 모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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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미토번사(1833. 3. 5.~1861. 7. 26.) 1855. 6. 미토번 軍用方小吏가 되어 처음으로 출사하였다.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永蟄居를 명받게 되자 이에 격분

하여 나오스케 습격 계획에 가담하였다. 나오스케 살해 직후 부상을 입은 하스다 이치고로는 로주 脇坂安宅의 저택으로 가서 자수하였고, 그 날 밤

에 막부에 인계되었다. 1861. 7. 26. 에도의 덴마쵸 감옥에서 동지 6명과 함께 참수되었다(28세). 나중에 1889(明治 22). 5. 야스쿠니신사(月靖国神社)

에 합사되었다.『近世義勇伝』, 蓮田市五郎, 2014年 5月 閲覧. 

161) 「桜田門外の変」, 70쪽. 

162) 이하의 사건 발생 경위는 「막말의 암살자들」(시바 료타로) 중의 ‘사쿠라다문 밖의 사건’ 부분을 주로 참조하였다. 

163) 구사카베 이소지는 미토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太田学館에서 근무하였는데, 아버지는 원래 사쓰마번 출신이었다.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와 사쓰마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히토쓰바시파로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소지는 나리아키라의 눈에 들어 사쓰마번으로 복귀하였

다(41세). 사쓰마번의 에도번저로 와서는 사쓰마번과 미토번을 연계, 산조 사네쓰무 등의 공경과의 교류를 통하여 쇼군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히토

쓰바시파를 위하여 일하였다. 무오의 밀칙 당시 밀칙을 직접 수령한 미토번사 우가이 키치지에몬(鵜飼 吉左衛門)과의 관련성이 드러나 그의 장남 

유노신(裕之進)과 함께 체포되어 처참한 고문 끝에 1858. 12. 17. 덴마쵸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장남 유노신은 遠島형에 처해졌으나 배치되기 전인 

1860. 閏 3. 3.(사쿠라다문밖의 변 1개월 후) 덴마쵸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164) 「막말의 암살자들」, 18쪽. 

165) 히나 마츠리(雛祭り)는 매년 3월 3일에 여자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빨간 천으로 덮은 제단인 히나단(雛壇) 위에 히나 인형과 여러 음식을 올

려 장식하는 축제이다. 히나 마츠리가 행해지는 3월 3일은 본래 다섯 절구(節句) 가운데 하나로 조시노셋쿠(上巳の節句)라고도 불리며,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라는 뜻에서 ‘복숭아 절구’(節句)라는 의미인 ‘모모노셋쿠’(桃の節句)라고도 한다. 

166) 당시 봄눈이 왔고, 이이 家의 경호무사들은 칼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칼자루에 주머니를 씌웠기 때문에, 주머니 끈을 풀지 않으면 칼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막말의 암살자들, 49쪽. 



아리무라 지자에몬는 칼끝에 나오스케의 수급(首級)을 꽂아 이를 가지고 가려 하였지만 경호대의 오가와라 히데노조

(小河原秀之丞)에게 후두부를 공격당하여 중상을 입었다. 이에 히로오카 네노지로(広岡子之次郎)가 달려 와 오가와

라를 베어 쓰러뜨렸다. 이후 지자에몬은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여 와카도시요리(若年寄) 엔도 다네노리(遠藤胤統)의 

쓰지 번소(辻番所) 부근까지 왔으나 기력이 다하여 결국 자결하였다(22세)167). 모리 고로쿠로는 오오제사 와시치로(大

関和七郎) 등과 함께 쿠마모토번저(熊本藩邸)로 가서 자수하였다. 

 

나. 이이 나오스케 살해 후의 정세 변화 

 

이이 나오스케 살해 이후 모든 정치 세력은 당황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세를 살피고 있었다. 가장 먼저 움

직인 쪽은 고메이 덴노였다. 고메이 덴노는 사쿠라문밖의 변을 이유로 1860. 3. 18. 연호를 안세이(安政)에서 만엔(万

延)으로 바꾸자고 막부에 요청하였고, 동의를 얻어 연호를 개정하였다. 

 

나오스케 살해 이후 막부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로주 안도 노부마사(安藤信正, 다이라번주)였는데, 그는 안세이 대

옥 당시 강압적 처벌방침에 반대하다가 파면된 쿠제 히로치카(久世広周, 세키야도번주)168)를 로주로 다시 등용하여 

정국을 이끌고자 하였다. 안도 등은 막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메이 덴노의 여동생 가즈노미야(和宮)

와 이에모치 쇼군과의 결혼, 즉 강혼(降嫁)을 추진하였다. 1860. 4. 12. 막명을 받은 교토 쇼시다이 사가이 타다아키(酒

井忠義)는 구조 관백을 통하여 강혼을 요청하였다. 고메이 덴노는 가즈노미야가 이미 정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처

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공무합체에 의하여 오랑캐를 몰아내야 한다는 명분에 의하여 막부로부터 “10년 이내에 쇄국체

제로 복귀”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1860. 10. 18. 이를 수용하였다.169)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1862. 2. 11. 쇼군 이에모치와 가즈노미야의 혼례가 에도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이 혼인 직후 

1862. 4. 16. 사쓰마번의 시마즈 히사미쓰는 덴노에게 막부 개혁을 요구하기 위하여 병력 1,000명을 이끌고 입경하였

다. 이에 동의한 덴노는 막부에 보낼 칙사로 오오하라 시게토미(大原重徳170))를 임명하고, 히사미쓰를 칙사 수행으로 

명하여 6. 7. 막부에 삼사책(三事策)을 제시하였다. 

 

1.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상경 

2. 연해 5대번(사쓰마번, 조슈번, 도사번, 센다이번, 가가번)으로 구성된 오대로의 설치 

3. 히토츠바시 요시노부의 쇼군 후견직(将軍後見職), 전 후쿠이번주 마쓰다 이라 요시나가의 다이로(大老)직 취임 

이러한 덴노의 삼사책에 대하여 막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되, 마쓰다이라 요시나가는 신판다이묘로서, 신판다이묘

가 다이로에 취임한 전례가 없으므로 정사총재직(政事総裁職)으로 함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1862. 7.  

6. 히토츠바시 요시노부는 쇼군후견직에, 마쓰다이라 요시나가는 정사총재직에 각 취임하였다171). 가즈노미야와 결혼

한 쇼군 이에모치는 1866. 7. 20. 각기병으로 오사카 성에서 갑자기 사망한다(20세)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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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桜田門外の変」, 84쪽 

168) 안세이 대옥에서 이이 나오스케의 강압적 처벌방침에 반대하다가 파면되었다. 사쿠라다문밖의 변 이후 로주에 다시 취임하였고, 1860. 4. 28.에는 

로주슈자(老中首座)에 올랐다.  

169) 「메이지라는이야기1」, 119쪽. 1860. 9. 4. 히토츠바시 요시노부 등의 근신(謹慎) 처분이 해제되었다. 

170) 1858년 홋다 마사요시가 미일통상조약의 칙허를 구하기 위하여 상경하였을 때 이와쿠라 도모미 등과 함께 이에 반대하다가 근신처분을 받았다. 나

오스케 살해 이후 사면되어 시마즈 히사미쓰가 병력을 이끌고 상경하였을 때 막부에 덴노의 요구를 전달하는 칙사로 임명되었다.  

171) 이에모치의 쇼군 후계자 경쟁 상대였던 히토츠바시 요시노부의 쇼군후견직 임명은 쇼군 통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쇼군 교체와 다름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사실상 해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72) 1853. 6. 20.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12대)가 사망하였고, 1858. 7. 6. 이에사다(13대)가, 1866. 7. 20. 이에모치(14대)가 사망함으로서, 13년 사이에 3명의 

쇼군이 잇달아 사망하였다. 최고 권력의 연이은 사망도 막부 약화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6. 마치면서 
 

페리의 내항 당시 막부는 개항에 적극적이었고, 덴노는 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막부 타도 이후 권력을 잡은 덴노측

은 역설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근대화=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다.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근대화 개혁 정책 즉, 판적봉환(版籍奉還, 1869년)173), 폐번치현(廃藩置県, 1871년)174), 징병령(徵兵令, 1873년)175), 지조개

정(地租改正, 1873년)175), 폐도령(廃刀令, 1876년)177), 질록처분(秩禄処分, 1876년)178) 등의 일련의 개혁정책은 막부가 타

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더라면 추진 자체가 어려웠고, 성공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메이지 근대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이웃나라 중국과 조선의 구 권력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근대적 개혁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 이제 개혁에 성공한 메이지 정부는 1894년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중국과 조선에 대한 침략을 노골

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을 쓰도록 필자에게 동기(또는 동기의 착오)를 부여한 최현우, 정재훈, 강진영, 권혁근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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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영지(領地)’와 ‘영민(領民)’, 즉 ‘판적(版籍)’을 덴노에게 반환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이로써 다이묘들의 세습권은 폐지된다. 

174) 다이묘가 통치하는 번을 폐지하고, 전국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한 행정 개혁이다.  

175) 징병령은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징병령 이전에는 전투는 사무라이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징병령에 대하여 반발이 있었다. 

176) 전국 260여 번이 행사하고 있던 조세징수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조치. 지권 교부를 통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과세의 기준

을 석고가 아니라 지가(地價)로 변경하였다. 「조용한 혁명」, 547쪽. 

177) 1876. 3. 8. 폐도령(廢刀令)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서 칼을 차고 다니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1876. 8. 5. 질록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녹공채증서 발행조

례’가 발령되었다. 

178) 폐번치현에 따라 각 번이 소속 사무라이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던 석고(가록, 家祿)의 지급의무가 중앙정부에 이전되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석고의 지급에 갈음하여 금록공채증서(禄公債証書)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석고의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질록처분에 의하여 사무라이의 경제적 토대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사피엔자 포에티카 (법률문장론 서설 2) 

글● 고종주 변호사  

 

좋은 사람이 쓰는 좋은 글 

1.  “문장이 곧 사람”이라는,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

도 없는 이 말은 여전히 진실이다. 한 인간이 작성

하는 단 몇 줄의 글에 그 사람의 인격, 생각, 가치

관, 목표, 지적 수준, 사물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깊

이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글은 일종

의 거울이미지처럼 뚜렷하게 필자의 됨됨이를 독

자의 시선과 마음바탕에 비춘다. 그러므로 좋은 글

을 쓰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거의 평생에 걸친 독서와 수양을 거쳐 삶의 고통과 

숱한 난제(難題)를 뛰어넘는 도저(到底)한 지혜와 

오랜 공부를 통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쓰는 문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모든 것을 그 안에 실어 담을 것이므로 절로 좋

은 글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에

서 조선조 선비 이덕무는  “어떻게 글을 머리와 가

슴으로 쓴단 말인가, 글은 마땅히 온몸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소설가 어슐러 K. 르귄이  

“글쓰기는 처음도 마지막도 예술이고, 기술이며, 

제작이다. 무언가를 잘 만드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일이고, 온전한 정신을 찾는 일이고, 영

혼을 따르는 일이다.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데는 우리의 일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한 말도 같은 관점에 서 있다.  

 

2. 법률가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 문

장, 즉 법률문장 역시 다를 바 없다. 좋은 법률가가 

쓰는 문장이 곧 좋은 법률문장이다. 다만, 글쓰기는 

사물에 대한 표현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

하여는 우리나라 어문(語文)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

도의 규칙이나 어법은 익히 통달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사물에 대한 해석과 정치(精緻)한 

논증을 위하여는 이로정연(理路整然)하고 명료한 

지성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변만화(千變萬

化)의 인정기미(人情機微)를 꿰뚫어보기 위하여는 

깊고 폭넓은 감성 또한 긴요하다. 조선조 선비를 비

롯한 우리나나 선진(先進)들이 시문(詩文)을 중심으

로 허다한 인문학 전적(典籍)의 섭렵에 거의 대부분

의 젊은 날을 소진(燒盡)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글● 고종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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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법률가는 시(詩)와 소설 등을 포함한 문학예술

의 다양한 장르에도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     

 

3. 법률문장을 논함에 있어 먼저 법률가는 어떤 사

람이어야 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굳이 되새겨보는 것

은 법률가가 활동하는 공간이야말로 이상과 같은 

“문장이 곧 사람”이라는 오래된 진실이 가감(加減) 

없이 적나라하게 작동하는 현장인 까닭이기도 하다. 

 

그대 가슴의 한 문장 - 사명과 지향점   

4.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브 도나휴는  ‘사막을 건너

는 여섯 가지 방법’이란 책에서, 사하라 사막을 종단

(縱斷)한 자신의 경험을 빌려, 인생이라는 사막을 잘 

건너려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하는 위치확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나는 어디로 가야하

는가”  하는 방향설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그 점으로 

보면,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더 유용하다고 했다.  

      

5. 어떤 책에서 읽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한 문

장이 무엇인가(What is your one sentence in your 

mind)?” 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생각난다. 이는 곧 상

대방의 현재 관심사를 묻는 말이기도 하고 그가 추

구하는 삶의 목표를 환기시키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 점을 하이쿠 방식으로 써보면 “그대 가슴속의  

뜨거운 문장 하나, 그것이 곧 삶의 엔진” 정도가 되

겠다. 결국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의 문장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좋

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가라는 

대단히 고달프기는 하지만, 참으로 수많은 모험과 

성취, 삶의 허다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충돌하는 격

렬한 대결의 현장에 서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게, 지금 나는 묻는다.  “그대 가슴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하나의 문장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대의 인생

을 끌고 가는가? 그대 인생의 북극성과 나침반은 무

엇인가?”  

 

6. 먼저 관련 법률을 본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

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항은 변호사

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

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변호사의 지위)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

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

공기간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

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능력 

7. 변호사로서의 사명 등이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에 한정되는가.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성찰이 필

요하다고 본다(ad fontes). 법률가의 성품과 자질에 

관한 논의 말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자면 이렇다. 첫째로는   ‘법

률과 사람 앞에 겸허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균형감

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셋째는   ‘사물의 핵심과 본질

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동양고전을 빌려 요

약하자면 이렇다. 첫째는 논어의 중심사상인 사람 

중심의 인(仁)에 뿌리를 두고 있고(  ‘唯人最貴’라는 

소학의 가르침도 그렇다), 둘째는 중용지도(中庸之

道)에 기초를 두고 있다. 주자는 말하기를,  “중(中)

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넘치거나 모나

지 않는 것의 이름이다. 용(庸)은  ‘평상시 언제나’라

는 뜻이다.”라고 했다. 중용은 가운데 지점에 처하

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 관계의 균형, 행동의 균형, 판단의 균형 

등 인간은 균형의 실천을 통하여 완벽한 삶을 구현

할 수 있다. 셋째는 대학(大學)이,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으니 무엇을 먼

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안다면 도에 가깝다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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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두고 있다.  

 

8. 이를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률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복무하는 사람, 즉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

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지표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준서 전 대법관이 

1999년 퇴임사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  “사법은 보

편타당한 진리를 단호히 수호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말과 맥

락을 같이 한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

현이라는 이 모순된 두 가지 가치의 조화는 우리가 

사법이나 변론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궁극의 목

표이며, 정의는 사랑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상 깊게 표현한 것이다  

 

9. 사람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적

어도 존엄한 인간으로 죽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

이 존엄성을 상실하면 인간으로 죽을 수조차 없다. 

이것이 한 인간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극이다. 그러

므로 법률가로서는 그 직무수행의 중심단어(key 

word)를  ‘인간의 존엄성’에 두어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가 천명하는 바이기도 하고, 1986

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이지리아의 시인 월레 

소잉카의 결심이기도 하다.  

 

10. 이러한 성품과 자질을 집중적으로 함양하는 기

간이 현재로서는 우선 로스쿨 3년의 세월이다. 같은 

기간 중에 세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기법을 연마

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양의 독서도 하

여야 하고, 토론 기술과 논증능력도 터득하여야 한

다. 사람의 심리에 관한 분석도 해보아야 하고, 설득

의 기법도 확보하여야 하며, 탁월한 필력(筆力)도 갖

추어야 한다. 마치 민완투수가 아무리 다종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더라도 이를 적시에 맞받아칠 수 있

는 우수한 타자가 됨으로써 경기를 승리로 이끌듯

이, 변호사는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얻어 

지녀야 한다.  

 

11. 새가 창공을 비상(飛翔)하려면 날개가 있어야 하

듯 변호사가 논리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새의 날

개에 상응한 무기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표현

능력이다.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 말이다. 그걸 집중

적으로 훈련하여야 하는 시기가 로스쿨의 3년이다. 

변호사가 되어 일에 매몰되면, 연장을 벼릴 그런 기

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에머슨은 말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글 솜씨가 좋거나 낚시를 잘하거나 

쥐덫을 잘 놓는다면 그가 아무리 숲속에 집을 짓고 

살아도 그리로 길이 생길 것이다.”      

 

12. 프랑스의 한 소경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

니다” 라는 글자판을 목에 걸고 미라보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심히 지나치기만 할 

뿐 동정을 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어

떤 남자가 그 판을 뒤집어, 몇 자를 적어서 다시 목

에 걸어주었다. 하루에 10프랑밖에 못 얻던 그 소경

은 이후 몇 배가 넘는 돈을 얻게 되었다. 그 남자가 

적어준 말은,  “머잖아 봄이 오건만, 저는 봄을 볼 수 

없답니다.”였다. 글귀를 바꾸어준 그 남자는 시인 

로제 카이유였다. 이 글의 주제를 한마디로 드러내

는 일화다. 시를 모르거나 다수의 시를 암송해 본 경

험이 없는 사람은 이상과 같은 문장을 쓸 수 없다. 모

름지기 법률가는 세련된 지성을 시인의 감성으로 표

현할 줄 알아야 한다(sapienza poetica). 니콜슨 베

이커는  “나는 시를 읽으면서 글 쓰는 법을 배웠다”

고 술회한 바 있다. 법률가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

든, 그리고 아무리 바쁘든, 하루에 적어도 몇 분은 

시를 읽어야 한다. 그 경우의 시는 영혼의 맑은 샘물

이기도 하다. 시정신(詩精神)을 바탕에 깔고 있는 잘

된 글은 산문(散文)이라도 시와 같은 울림이 있으며, 

시의 향기와 맛을 지닌 문장은 독자의 메마른 가슴

을 촉촉이 적셔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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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원의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말을 할 때는 지식을 갖추어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들을 때에는 지혜를 갖추어 자

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쓰기를 하

면 이렇다.  “지식 있는 자는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  간결명료한 어문(語文)은 힘이 세다. 헌법 

조항의 각 문장을 다시 쓰기를 해보라. 얼마든지 더 

쉽고도 품위 있는 우리 글로 다듬어낼 수 있다. 우리

가 도처에서 부딪치는 문장을 수시로 윤문(潤文)해 

보자. 나라면 저렇게 안 쓸 텐데 하고. 간결한 문장

은 품위, 힘, 속도, 암시, 그리고 명료함이 있다.   

 

14. “하기는 금년 만 88세인 어머님에게 정신의 힘이 

아닌 듣는 힘의 떨어짐은 삶의 덜 나쁜 현상인지 모

른다(삶의 향기 몇 점 22쪽).”   좋은 시와 산문을 써

온 시인 황동규도 때로는 이런 문장을 쓰기도 한다. 

다시 쓰면 이렇다.  “하기는 어머니가 올해 만 88세

시니 생각하는 힘보다 듣는 힘이 떨어지는 게 살아

가는데 더 나을지 모른다.” 

 

15. 니체는  “내게 한 권의 책을 달라. 나는 그걸 읽고 

열 문장으로 요약하겠다.” 그러나 열 문장은 너무 많

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

으로는 단 한 단어로 한 권의 책을 말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령

부득의 사람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

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

한다. 세상 즉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은 읽기 

능력에서 출발한다. 적어도 법률가라면, 일만 페이

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단 몇 장의 서면으로 핵심

을 요약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추상화 능력 또는 개념을 통하여 사물을 지배한다. 

사물에 이름붙이기는 창의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   

 

16. 글을 좀 써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글쓰기의 기본 원칙은 뜻밖에도 단순하다. 첫째, 짧

게 쓴다. 둘째, 쉽게 쓴다. 셋째, 정확하게 쓴다는 그

것이다.  “무엇을 쓰든 짧게 쓰라. 그러면 읽힐 것이

다. 명료하게 쓰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

이 쓰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이 말은 미

국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퓰리처상을 제

정한 저명한 신문인 조셉 퓰리처의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연합

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한 장의 종이

에 요약할 수 없는 보고서는 충분히 숙고된 것이 아

니다.”라고 단정하였다. 세계의 대부호 에드넌 카쇼

기는 수십 페이지로 된 투자제안서를 단 한 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많은 자료를 읽을 시

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패트릭 

G. 라일리가 쓴  ‘The One Page Proposal’ 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웬

만큼 이해 가능한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문장 - 단어의 선택과 배열  

17. 글쓰기는 그 형식으로 말하자면 곧 단어의 선택

과 배열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문장은 세 단

어를 선택하여 이를 평서문으로 배열하였다. 이 문

장의 배열을 여러 가지로 달리 할 수 있다.  “너를 사

랑한다, 나는.” 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

라고도 할 수 있다. 단어의 위치를 달리 함에 따라 

문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필자의 의도가 달라진다. 

‘사랑한다’ 는 낱말 대신에  ‘좋아한다’  는 낱말을 선

택하는 경우,  ‘연모한다’ 는 낱말을 선택하는 경우,  

‘생각한다’ 는 낱말을 선택하는 경우, 그 뜻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

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

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

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내 그대를 불러보리라.”  황동규 시인이 고등학생 시

절에 연상의 어떤 여인을 생각하며 썼다는 한 편의 



시, 박신양과 최진실 주연의   ‘편지’라는 영화의 모

티브가 되고 그 영화에 인용되었던 유명한 이 시의 

상대방을 만약 시인이   ‘너’라고 불렀다면 이 시가 지

니고 있는 고유의 아우라(aura)를 느낄 수 있었겠는

가. 단어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18. 토씨 하나의 선택도 때로는 문장의 품격과 맛, 

그리고 내용을 가른다. 달이 밝다는 표현과 달은 밝

다는 표현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전자는 묘사문이

요, 뒤의 것은 설명문이다. 작가 김훈이 쓴 칼의 노

래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시작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썼다고 한다. 김훈은 그 문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번 생각한 끝에 결국  “버

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바꾸었는데 그는 이렇

게 말한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사실을 진술하는 문

장이고, 꽃은 피었다는 것은 의견이나 정서를 진술

하는 문장이다. 소설가에게 꽃은 피었다는 그런 표

현은 뽕짝이고 트로트다.” 단어의 선택은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다.  

 

19. 주어 한 단어, 술어 한 단어로 된 문장은 단순하

고 명료하다. 이어 구문(構文)의 다른 요소들이 첨가

되어 점차 여러 가지 문형으로 확장된다. 그런 과정

을 거쳐 주어와 술어를 한정하거나 설명하려고 수식

어를 덧붙이거나, 목적어가 등장하고, 문장이 다른 

문장을 품게 되면 글은 불가피하게 길어진다. 이 때, 

방심하게 되면,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어긋나게 되

고, 수식어의 지배범위가 모호해지면서 의미전달에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상황에 잘 들어맞는 단어를 선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에 따라 소통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단어

의 선택과 배열을 달리 해 보는 것은 문장 공부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주어와 술어

를 잘 챙겨야 하고, 문장 하나에 사실 하나, 생각 하

나만을 싣는다는 원칙으로 시작하여 되도록 그 원칙

을 유지하며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 조선일보 2017. 2. 2. 자 양해원의 말글 탐험(개

헌한다면 문장도 손봐야)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헌

법의 전 문장은 1만 4,286자. 여기에 관형격 조사 의

만 429번 나온다. 전체 어절이 4,401개이니 띄어쓰

기 열 번에 한 번 꼴이다. 제69조를 보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

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

력하여 대통령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상투적으로 관형

격 조사를 붙이는 일본어 투가 짙다. 엄숙하고 매끄

러운 맛도 떨어진다. 우리 말 토씨   ‘의’는 가려 쓰지 

않으면 군더더기인 탓이다. 한번 다듬어보자. 대통령

은 취임할 때 다음처럼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지

키고 나라를 보위하며 평화적 조국통일과 국민의 자

유·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

령 직책을 성실히 해낼 것은 국민께 엄숙히 다짐합

니다.” 여섯이던   ‘의’는 이렇게 하나면 충분하지 않

을까. 일부 표현을 바꾸니 길이도 준다. 여기까지가 

인용이다.  

 

21. 글쓰기는 요리와 같다. 재료를 잘 선택하여 이를 

제대로 다듬어라, 요리 전에 재료를 다듬는 것을 프

랑스어로 미즈앙 플라스라고 한다. 글쓰기의 미즈

앙 플라스가 충실하여야 한다.   

 

22. 글쓰기의 주된 단점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아

가는 단선의 일방통행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도표 및 그

림과 사진의 이용, 각종 통계자료의 동원 등이 그에 

해당될 것이다.  

 

23. 짧은 문장을 이어 쓰면 긴 글도 쓸 수 있겠지만, 

이 때 유의할 점은 우리말의 모든 어미가 대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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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끝나는 약점 때문에 짧게만 쓰다보면   ‘다다다다’ 

하고 소총소리처럼 들려서 경박단소(輕薄短小)해 질 

우려가 있다. 간혹 긴 문장을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

으면 그 문장이 전체 글의 쐐기 역할을 하면서 글의 

구조가 비교적 단단해 질 것이다. 그밖에 좋을 글을 

쓰기 위한 조언을 많지마는 그 중 몇 가지만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수동태는 문장의 힘이 약하다. 되

도록 능동태를 쓰는 것이 좋다. ② 영어 등 구미 문

장의 번역문투와 일어 문장에서 오염된 표현을 삼가

야 한다. ③ 정치적·경제적·철학적 운운하는   ‘-

的’이라는 단어,   “것이었던 것이었다.” 에서   ‘것’이라

는 단어,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고 하는   ‘수’

라는 단어 등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④ 긴 글

을 쓰면서는 한 페이지에 적어도 두 세 개의 단락을 

만들고 그 단락에 소제목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⑤ 이제는 우리도 글을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

으로 쓰는 것이 이상적이다. 바쁜 세상 아닌가. 시간

이 없으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다.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듯이, 헤드라인(headline) → 리

드(lead) → 본문(body),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인의 눈과 가슴으로  

–세심한 관찰, 그리고 리듬이 살아있는 문장  

24. 짧고, 쉽고, 정확한 문장이 좋은 문장임에는 의

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 

문장은 본래 사람의 가슴에 가닿아야 한다는 임무

를 띠고 있으므로 무미건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러므로 문장은 모름지기 음악이고 그림이자 감동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문장은 귀로 써야 한다

는 말까지 있다.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발생하는 소

리의 울림과 리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세상의 수

많은 글 가운데 우리가 쓰는 글이 다른 사람들의 정

보수신기에 포착되려면 우리가 발신하는 정보가 무

엇인가 남다른 것을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시대

에 새삼스럽게 시(詩)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시는 짧고,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감동으로 쓴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다. 친근한 우리의 모국어로 된 절창(絶唱)들이 참

으로 많다. 시인의 눈과 가슴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시인의 어법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일이 그래서 필

요하다.  

   

25. 좋은 우리 시에 곁들여, 일본의 하이쿠, 짧은 경

구나 잠언, 인상 깊은 광고 카피와 신문기사의 헤드

라인, 우리나라의 시조나 단가, 고대 경전의 처세훈, 

조지훈 시인이 번역한 채근담 등 글쓰기의 본보기

로 되는 명문들을 많이 모아두어야 한다. 언제나 어

디를 가든 노트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런 

글들을 수집하라. 모아두면 반드시 쓰일 날이 올 것

이다. 글을 좀 쓴다는 분들은 이런 노트를 수십 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률가의 지표  

- 사과나무 한그루(법률문제의 방향성)  

26. 법률가의 정신지표는 사과나무와 같다. 상하 두 

방향으로 동시에 작동한다. 비옥한 땅에 깊이 뿌리

를 내리고 있어야 하고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펼쳐 

온몸으로 햇빛과 비바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

다. 우리의 활동무대에서는 전자가 곧 하향성의 법

학이다. 법률가는 철저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하

여야 한다. 그러자면 채증(採證)의 기술과 평가가 남

달라야 하고, 사실을 정리 표현하는 발군의 내러티

브(스토리텔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7. 후자가 곧 상향성의 법학이다. 수시로 헌법이념

과 자연법사상을 자신의 직무에 비추어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뿌리에서 올라온 지하의 영양과 결

합하여 과일을 맺고 숙성시킬 수 있다. 탁월한 논증

능력이다. 그래야만, 나무에 빛깔도 곱고 영양이 많

은 사과가 열리듯이 법률가가 자신의 직무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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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취하는 과실도 풍성할 것이다. 이 경우 금전 보

상만이 과실(果實)이 아니다. 상향의 이념에 복무하

였다는 자부심이 더 큰 과실이다. 그러자면 위와 같

이 사실인정을 위하여는 당사자의 눈높이까지 내려

갈 수 있어야 하고, 법률해석은 법관의 눈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28. 법률가의 글쓰기는 현장에서 채집한 실물언어

를 문자언어로 변환(번역)하는 과정이다.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자, 난마(亂麻)를 가지런히 풀

어내는 일이면서, 이해 불가능한 자연의 상형문자

를 납득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바꾸는 멀고먼 여

정이다. 혼돈상태에 있는 정보를 질서정연하게 정

돈하여 기억하기 쉽게 다듬는 기술이 진정한 글쓰

기 능력이다.  

 

법률문장 - 요건과 효과의 체계 

29. 요건과 효과의 체계로 된 문장은 본래 고대 경

전에서 볼 수 있다.   “학이시습지불역열호, 유붕자원

방래불역낙호, 인부지불온불역군자호(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願方來 不亦樂乎 人不知不慍 不亦

君子乎)”라는 논어의 첫 구절이 그렇고,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성경 구절도 그렇다.  

 

30. 법률문장이 또한 그러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前件)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後件)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

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

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前件) 효력이 생긴다(後件)

고 규정하고 있다. 전건(前件)이 증거로 인정되는 사

실이고, 후건(後件)이 인정된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

이다. 전자가 요건(事實)이고 후자가 효과(意見)다. 

이를 규명하는 것이 법률가의 본무(本務)다.   

우리말 문장의 리듬 - 음보율과 음수율 

31. 좋은 문장을 쓰려면 우리말의 음수율과 음보율

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글에 리듬을 실을 필요가 있

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

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3·4조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

네, 꽃피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가진들 

들려 안 오리” 7·5조가 음수율이다. 그러나 음보율

은 한 문장을 몇 번 숨을 쉬고, 몇 번을 끊어 읽느냐 

하는 운율이다. 우리말은 3음보, 4음보가 보통이고, 

이때 문장에 가락이 생성된다. 위 시조와 시편은 4

음보로 흘러가면서 운율이 생겨난다.  

 

32. 몇 년 전 한 법원에서 20년 간 배포된 소식지를 

모아 책을 내면서 책의 제목을 두고 한참 논의를 계

속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마음의 파도소리’로 정

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거

기다가 한 단어를 더하여   ‘내 / 마음의 / 파도소리’

라고 하니까 한결 느낌이 다르고 가락이 생겨나는 

것을 감지하였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필립 얀시의 

저서인   『Soul Survivor』를 우리나라 출판사인   ‘좋은 

씨앗’에서 번역 출간하면서, 제목을   ‘영혼의 스승들’

이 아니라   ‘내 / 영혼의 / 스승들’이라고 한 것도 같

은 이치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2음보보다는 3음보

에 더 친근하다. 당초의 2음절에서 나중의 3음절로 

음운체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단어의 배열과 문

장의 작은 변화는 이렇게 섬세한 차이를 만들어낸

다. 당연히 그 맛도 다르다.  

 

소송과 재판 - 깨어진 이야기의 복원 

33. 의뢰인들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변호사에게 구술하거나 서면으로 

설명을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읽어서 

이해를 한 다음,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거나 서면

을 제출하여 사건의 내용을 표현한다. 그런 방식으

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와 전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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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고, 증거와 법률이 이러하므로, 결론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가로서 자기가 이해한 

사실과 법률의견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법관

은 당사자나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읽어서 자신

이 이해한 것을 서면(書面)으로 표현한다. 그것이 바

로 판결이다. 이와 같이 소송사건의 해결은 이해 → 

표현 → 이해 → 표현이 연쇄적인 순환 고리를 이루

고 있다. 

 

34. 소송 사건은 곧 이야기(story)다. 이야기 중에서

도, 말하자면 이야기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흐름

이 깨어진 이야기다. 이 깨어진 이야기를 복원(復原)

하는 것이 재판이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도 결

국 이야기이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

하고 표현한 결과로 생성되는 많고 많은 사연들의 

복합체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 이성을 만

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일을 하면서 

늙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이야기다.  

 

35.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은 한 세트의 이야기 꾸러

미다. 작은 시내가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이 되

고, 강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이,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

다. 동화라든가, 신화나 전설, 그리고 종교경전 등 

모든 것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자

료는 인간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다. 글쓰기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사물에 대한 질문

과 대답을 따라가는 과정으로 그 때 바로 사람의 이

야기이자 삶의 이야기가 생겨난다.  

 

36.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주

로 말과 글이다. 물론 음악, 미술, 건축 등 다른 표현 

방식이 많이 있지만, 주된 도구는 언어와 문자다. 그

러므로 언어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그 사람

의 이해와 표현능력은 다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유명한 논리철학자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라

고 말한 바 있다. 사람은 어휘가 풍부하여야 하고, 

모든 현상을 언어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휘가 풍부하면 사물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상상력의 폭도 당연히 넓다고 

보면 된다. 

 

이해와 표현 - 필사, 암송, 그리고 듣기의 기술 

37. 읽기와 쓰기 사이에 필사가 있고,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 암송이 있다. 공들여 명문을 필사하고 명문

을 암송하면 마침내 우리는 문장으로 일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세월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

으나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의   ‘일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해보라.   

         

38. 어느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수녀님은 무어

라고 기도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테레

사 수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저는 듣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수녀에게 다시 물었다.   “그

러면, 수녀님이 들을 때 하느님은 무어라고 말씀하

십니까?”이 질문에 수녀는   “그분도 들으십니다.”라

고 대답했다고 한다. 기도는 고백과 발언의 양식임

이 분명하지만 이처럼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일

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프랑스

의 철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정의 실현은 보

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

다. 흔히 검사는 묻고 변호사는 말하고, 판사는 듣는

다고들 하지만, 변호사가 제대로 말하기 위하여는 

말을 우선 잘 들어야 한다. 

 

39. 영어로 표현된 다음과 같은 질문, 즉 Who is 

hearing this case?는   “누가 이 사건을 듣는가?”가 

아니라   “이 사건의 심리는 누가 하는가?”라고 번역

된다. 사건을 듣는다는 것이 곧 사건을 심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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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듣기는 중요하다. 그래서 삶

의 지혜는 종종 듣는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

개 말하는데서 비롯된다는 말도 있는가보다.    

 

구미어(歐美語)와 우리 언어의 용례  

–외국어 번역 투의 극복  

40. 한편 Time changed him.이라는 영어 문장을 

“시간이 그를 변화시켰다”, 라고 직역하면 어색하고 

이해가 더디다. 이 경우에는 사람 중심으로, 명사인 

주어의 품사를 부사로 전환하여,  “세월이 가자 그는 

사람이 변했다.” 라고 하여야 우리말다운 번역이 된

다. Wet weather always depresses her. 라는 문장

은,   “비가 오면 그 여자는 항상 울적해 진다.” 라고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많은 

번역서는 그렇지 못하다. 사물주어를 그대로 번역

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경한 발

상의 문장을 양산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다. 그런 

독특한 표현이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말에 대거 잠입한 이상한 구문의 그런 표현들

이 실상은 언어순화의 적이다.  

 

41. 한국인은   ‘한 잔의 술(박인환의 목마와 숙녀에서 

유포된 표현)’보다는   ‘술 한 잔’을 더 편하게 여긴다. 

‘경제위기 탈출에는 더 많은 성실함을 필요로 한다’

고 하지 않고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면 더 성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말을 할 때는,   ‘제 블

로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보다는 “제 블로그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무분별

한 개발은 자연파괴를 낳는다”가 아니라 “분별없이 

개발하면 자연이 파괴된다”가 우리말답다. 전자는 

영어 등 서양어의 번역 투다. 우리말은 동사 중심으

로 사물을 표현한다. 그러나 영어 등은 명사 중심으

로 말한다. 그러므로 그런 명사 중심의 외국어를 제

대로 번역하려면 동사 중심의 우리 어법으로 고쳐

서 문장을 작성하여야 부드럽게 읽히고 의사전달도 

명료하다. 주는 언어와 받는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해당 언어가 가진 표현상의 특징을 고려하지 아니

하면 번역은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번역문

장에서 정확한 의미를 터득할 수 없다. 

 

42. 예를 조금 더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영어

는, A careful comparison of them will show you 

the difference. 라고 명사 중심으로 표현한다. 그러

나 우리는,   “그것들을 자세히 비교하면 차이점이 드

러날 것이다” 라고 동사 중심으로 표현한다. 영어는, 

The president had a sudden fall in his popularity. 

라고 명사 중심으로 쓰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통

령은 지지도의 갑작스런 하락을 경험했다”고 쓰지 

않는다.   “대통령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나타낸다. 

이처럼 같은 내용이라도 명사가 중요 자리를 차지

하고 있으면 문장이 정적이고 딱딱해진다. 동사 중

심으로 표현하여야 문장의 흐름이 부드럽고 이미지

가 살아서 움직인다. 우리말 표현방식이 훨씬 더 문

장에 생동감을 더한다. 그런데 왜 굳이 영어식의 발

상과 표현을 따라가야 하겠는가.   

 

문장의 적(敵)이 된 적(的)  

- 버려야 할 언어의 유물 

43. 이 끔찍한 -적(的)자의 행렬을 보라. ①   “우리 

반원이 인간적으로 친밀적으로 생활하려면 안면적

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협조적인 정신을 발휘해

서 모든 것을 타협적으로 상의적으로 해나가면 모

든 일이 능률적으로 되니까 일이 육감적으로 되지 

않는다” - 어느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허세를 부리

며 하는 말(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한국말의 묘

미』에서 인용한 말). ② 고려대 문광훈 교수의   『심

미주의의 선언』에 나오는 글이다.   “더 정확히 말하

여 심미적 경험에 대하여 성찰적 비판적 부정적 감

재력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예술은 바로 나/여기/주

체/개인/느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술경

험에서 이뤄지는 감각과 사고의 연마는 비강제적 자

발적으로 일어나며, 이 비강제적 자발적 자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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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회적 변화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장 사적이고 내밀하여 주관적이고 실천적

인 경험 속에서 사회적이고 객관적이며 전체적인 것

의 변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가?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44. 그렇다면 적(的)자가 들어간 표현을 어떻게 대

체하여야 할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의 결합력이 뛰어나 꼭 위 적(的)에 기대

지 않고 그냥 명사만 앞에 세워도 관형어 역할을 해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 없이   ‘필수 요소’로 족하고,   ‘이색적인 문화’가 아

니라   ‘이색 문화’이며,   ‘돌발적 사고’가 아니라   ‘돌

발사고’라고 하면 충분하다. 거기다가 적(的)이 없

어도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좋은 접미사가 더러 

있다.   ‘야만적인 짓’은   ‘야만스러운 짓’으로,   ‘굴욕

적인 패배’는   ‘굴욕스러운 패배’로,   ‘남성적인 매력’

은   ‘남성다운 매력’으로,   ‘지도자적 풍모’는   ‘지도자

다운 풍모’로,   ‘매력적인 미소’는   ‘매력이 깃든 미소’

로,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라’는   ‘(사람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라’로 얼마든지 달리 표현할 수가 있다.  

 

45. 19세기 후반 서양어에 대응하는 기이한 한자어

를 일본과 중국에서 만들어내면서 주로 추상명사의 

관형사 꼴에 무조건 접미사 적(的)을 붙여 만들어 쓴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씀으로서 문장이 경직되고 

사고의 유연성이 정체되는 좋지 못한 현상을 초래

하였다. 바로 그 때문에 현재의 문장보다 구한말 이

전 선비들이 쓴 한적(漢籍)을 우리말로 번역한 문장

이 훨씬 더 유려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더러

는 본문에는 적(的)자가 없는데 우리말 번역문에 적

(的)자를 넣어 번역하는 한심스러운 현상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문장을 대단히 난삽하게 만드는 이러

한 표현 형태에 관한 지적은 사실 밑도 끝도 없다. 글

쓰기에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점에 관한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자연스러운 우리 문장을 

구사하기 위하여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사피엔자 포에티카(sapienza poetica) 

 - 세련된 지성을 시인의 감성으로  

46. “법은 영원한 시, 법률가는 영원한 시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세네카다. 법은 일점일획이라도 허튼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서릿발처럼 차가워야 한

다. 마치 시(詩)가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냉정이 변

하여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되기도 한다. 한

쪽의 극점은 다른 쪽의 극점과 맞닿아 있다.   

 

47.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시적정의』에서 다

음과 같이 썼다. “판사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

했던 20세기 후반 영국 법조의 신화적인 인물인 알

프레드 데닝 판사는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최대의 

덕목은 시적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의 기

원이 되는 로마법 일부는 아주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

간의 좌절과 고난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이해

한다. 즉 법의 시선은 깊고 따뜻해야 한다. 시(詩)의 

지혜(sapienza poetica)는 곧 인간존재의 역사성을 

두루 살필 줄 아는 인식을 말하며, 사물의 가치를 그 

본래 의미에서부터 파악할 줄 아는 지각과도 같다. 

시인다운 법률가의 시선이란 마치 햇빛과 같이 세

상의 존재들을 구석구석 살피고 감싸는 것이어야 한

다. 나아가 시인(법률가)은 자신의 시대에 시선을 고

정해야 한다. 이로써 빛이 아니라 그 너머의 어둠을 

볼 줄 아는 자, 펜을 현재의 암흑에 담그고 써내려 

갈 수 있는 자다. 눈앞의 햇빛을 뛰어넘어 어둠까지 

지각할 수 있는 법관, 그리고 읽을 수 없는 것을 읽

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시인,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법은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48. 위문제(魏文帝) 조비(曹丕)는 뛰어난 문장가로 

치세기간 중 문학을 장려하였다. 그가 쓴   ‘전론(典



論)’은 중국 최초의 문학론으로 평가받는데 그중   ‘論

文篇’에 문장의 중요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무릇 문장이란 나라를 경영하는 큰 사업이

며, 썩지 않는 성대한 일이다(經國之大業 不朽之盛

事). 목숨이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영화와 즐거움은 

자신에게만 그칠 뿐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한

이 오게 마련이니, 문장의 무궁함만 못하다. 이 때문

에 옛날에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모두 문장에 몸을 

맡기고 글 속에서 뜻을 펼쳤다. 그리하여 훌륭한 사

관(史官)의 글을 빌리지 않고, 나는 듯이 달리는 말

의 기세를 빌리지 않고도 명성이 절로 후세에 전해

졌다.”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통치할 때에는 각종 법

령과 규정이 필요하고, 송사(訟事)의 처리와 행정사

무의 집행은 문서로 이루어지며, 타국과의 교섭에

는 외교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때 동원되는 것

이 모두 문장이다. 사정이 그런즉   ‘문장’을 일러 어

찌   ‘경국지대업’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문장이 있어 

기록이 남고,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되는 것이니, 좋은 

문장은 당대의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시대를 뛰어넘어 후세 사람들을 가르친다.   

 

49.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

다. 글쓰기도 그와 같다. 아무리 좋은 단어, 아무리 

좋은 문장, 아무리 좋은 문단이라고 이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상호 긴장을 유지하면서 참신한 서

사방식과 논리에 따라 정교하게 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잡다한 단어와 문장의 무더기에 불과

할 뿐 사람을 감동시키는 명문(名文)이 될 수 없다.   

 

50. 변호사의 변론문장이 반드시 사건의 승패를 가

리는 것이 아닐 터이지만, 탄탄한 증거에 의하여 잘 

정돈된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명료하고 정치(精緻)

한 법리 논증은 승소가능성에 길을 열어 줄 것임은 

분명하다. 좋은 문장을 구사하는 것은 최소한 이길 

사건에서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그것이 무엇

보다도 판단기관인 법원을 돕는 길이자 법률가인 변

호사로서의 직무와 품위에 합당한 일일 것이다. 변

호사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법원의 증거 해석과 법

률의견이 달라 결론이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는가. 어차피 절차적 진실에 만족할 수밖

에 없는 재판제도의 한계 내에서 활동하는 번호사

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다만, 사실과 법리

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표현이 미흡하여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불상사는 

되도록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변론

의 표현도구인 법률문장의 구사능력은 여전히 중요

하다.  

 

51. 법률가로서 좋은 문장을 구사하기 위하여는 여

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먼저 자신이 좋은 법률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좋은 글을 써야겠다는 

강박증에 가까운 집착과 노력 또한 있어야 하겠는

데, 이에 참고가 되는 것이 좋은 글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진솔한 체험담이다. 그런 관점에서 글쓰

기 일반을 통하여 가히 일가(一家)를 이루었다고 자

부하는 작가들이 제대로 된 글쓰기와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아래와 같은 조언(助

言)을 한번 일별(一瞥)하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으리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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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나우웬 글쓰기란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글을 통해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 움직이는지 

드러내는 것이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면세계가 활짝 열리는 기쁨이야말로 글쓰기가 주

는 가장 큰 만족감이다.  

휘트니 밸리엇 글쓰기에 관해 내가 들은 최고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딱 한 문장으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라.”  

월리엄 진서 내게 있어 글쓰기란 흥미로운 삶과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수단이다. 그러나 작가의 처

지에서 내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사람들의 존재다.   

에머슨 글을 쓸 때 우리의 목표는 글 속에서 햇빛이 반짝이게 하는 것이다.   

윌리엄 진서 모든 글쓰기는 일종의 여행이며 글은 독자를 그 여행에 초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작가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사에 대해 글을 쓸 경우, 여러분이 처음 그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도입부분에서 대상에 

관한 알려진 사실보다 대상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F. L. 루카스 너무 늦게까지 글쓰기를 미루지 말라. 주제에 대해 백 권의 책을 읽기로 했다면 오십 권까지 읽었을 때 

글쓰기를 시작하는 게 좋다. 나머지 책들은 글 쓰는 중간이나 초고가 완성된 후 읽어도 된다.   

조지 오웰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플로베르 은유와 형상화의 재능이 없다면 그걸 시도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이 있다면 글

쓰기에서든 말하기에서든 그보다 더 유용한 도구는 없을 것이다.   

윌리엄 진서 논픽션 작가는 훌륭하고 깔끔한 문장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문장을 논리정연하게 직조함으로써 

과거 회상이 여러 번 반복되기 십상인 글의 여정 속에서 독자들이 자칫 길을 잃거나 지루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글 속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면 독자에게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즐거움을 빼앗고 

결국 글은 순례자의 이야기처럼 낡고 진부해진다.   

아브라함 링컨 글쓰기는 눈을 통해 생각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예술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뷔퐁 70세인 나는 지금도 매일 글 쓰는 법을 배운다. 

F. L. 루카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생생한 어조로 활력을 추구하는 작가는 욕심을 부리다가 글쓰기

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욕심을 부리다보면 좀스러울 정도로 세밀해지거나 온갖 

잡다한 내용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 

사무엘 존슨 글 쓰는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새로운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 단어 없이 글쓰기 없이 책 없이 어떠한 역사도 없으며 인류의 철학과 인간성의 개념도 없다.   

토니 힐러먼 내가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멋진 표현을 했을까?” 하고 곰곰 생각한다. 그러다가 저자가 사용한 글쓰기 기

법을 슬쩍 훔치는 것이다.   

 글쓰기에 관한 작가들의 조언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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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진서 글쓰기는 이해의 수단이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어니 젤린스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작가인가를 깨달았을 때 나는 책으로 이미 성공해버려 글쓰기를 그만 둘 수가 없

었다. 부족한 능력을 극복하려고 나는 더 많은 글을 쓰고 그러면서 내 글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다.   

어니 젤린스키 창조적인 글쓰기를 통해 당신은 누구도 누리지 못한 여러 번의 인생을 거듭 살 수 있다. 무엇보다 글쓰기

는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속담 손으로 씨를 뿌리고 눈으로 거둔다. 그게 바로 글쓰기와 읽기다.  

이성복 글쓰기는 캠코더보다 낫다. 그래서 언어가 소중하다.   

에릭 메이젤 글쓰기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이다.   

론 로젤 글쓰기에서 반복은 나쁘고 변주는 좋다.   

엘리자베스 보엔내 글쓰기는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제임스 미치너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말이 인간의 감정과 얽힐 때 발생하는 그 말의 소용돌이와 진동을 사랑한다.  

스탠리 쿠니츠 글쓰기는 칭찬이나 인정, 상을 받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 아니다. 삶이 주는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트루먼 카포티 글쓰기의 가장 큰 즐거움은 글의 소재가 아니라 말이 만들어 내는 영적 음악이다.  

길다 윌리엄스 글 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타고난 언어감각, 풍부한 어휘, 다양한 문장을 구사는 솜씨, 독창적

인 견해, 매력적인 아이디어다.   

이성복 필요 없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글쓰기다.  

카민 갤로 강의나 대화, 글쓰기에서도 세 개의 이야기, 세 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3의 법칙을 활용하라.  

주디 리브스 자기가 모아둔 글쓰기 재료를 수시로 읽어라.  

다이애나 애실 소리 내 읽어라. 문장들의 리듬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길은 그 방법뿐이다. 산문의 리듬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서 머리로는 알아낼 수 없다. 귀로 들어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플로베르 문체란 작가 자신이 사물을 보는 방법이다.   

허드슨 좋은 문체는 지적·정적 요소와 해조(諧調)·우미(愚迷)·매력(魅力)과 같은 미적 요소를 지녀야 한다.  

에릭 호퍼 좋은 문장은 열쇠와 같아서 독자의 마음을 연다.   

윌리엄 진서 가차 없이 쳐내라. 쳐낼 것이 보일 때마다 감사해라. 좀 더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가? 미사여구나 과시

를 위한 말, 유행을 좇는 말이 없는가? 그저 아름답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말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파블로 네루다 글을 쓰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다.  

알렉산더 스미스 명문에는 시정신이 있다. 리듬이나 간결과 축약은 시정신의 일부다. 산문은 지성의 언어요, 시는 정서의 

언어다.   

바버라 애버크롬비 나는 모든 수업을 시 낭독으로 시작한다. 종교행사를 기도로 시작하듯이 글이 칙칙하고 건조하고 공허

한 듯한 느낌이 들면 좋아하는 시 한편을 먼저 읽는다.   

로버트 마셀 작가는 자신이 만든 문장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다른 문장 속으로 잘 녹아들어서 긴장감 도는 스토리

와 화려한 서술과 정연한 논리가 깔려 있는 불가항력의 물결 속으로 독자들이 빨려들어 오길 원한다. 

윌리엄 진서 전문분야의 글을 쓸 때는, 쉬운 단어로, 간결명료하게, 능동태의 동사를, 인간미 있게 구사하되, 추상명사

로 된 개념을 동원하거나 전문분야의 특수용어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독자에게 흐릿한 안개를 뿌리지 

말고 선명한 햇빛 공간을 열어 보여 주어라.  

괴테 글을 쓰기 시작한지 40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독일어로)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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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 그것으로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창의로운 작업이 중요하다.   

보들레르 산문을 쓸 때도 시인의 태도로 써라.   

트루먼 카포티 잘못된 리듬으로 된 문장 때문에 이야기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특히 끝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그렇다. 

단락을 나누는 과정이나 부호 사용에서 잘못이 있어도 이야기가 훼손될 수 있다.  

캔자스시티 스타 단문을 구사하라. 첫 단락을 짧게 써라.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문을 쓰지 마라. 어지간하면 형용사

를 쓰지 마라. 특히 장엄한, 화려한, 근사한 따위의 과한 형용사를 쓰지 마라.   

애니 프루 문장은 사람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하루 종일 앉아서 단어를 골라 줄을 세워 문장을 만드는 것

은 멋진 일이다. 내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F. L. 루카스 시는 그 안에 산문이 없어야 더 나은 반면 산문은 상당한 시를 담을 수 있다. 시 안의 산문은 흰 백조에 묻

은 검은 잉크와 같은 흠이다. 하지만 시 없는 산문은 런던의 일요일처럼 칙칙하고 생기 없을 때가 많다.  

장 폴 언어의 축약은 사고의 확장이다. 

탈코트 파슨즈 새로운 개념은 어둠 속에 묻힌 사물의 존재를 드러내는 서치라이트다.  

앙리 포앙카레 발견은 직관에 의하여, 증명은 논리에 의하여.  

에머슨 세상은 인간에게 펼쳐진 한 권의 책이다.   

이인로 세상 모든 사물 가운데 빈부귀천을 높고 낮음으로 가리지 않는 것은 오직 문장뿐이다. 훌륭한 문장은 마

치 해와 달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아서 구름이 허공에서 흩어지거나 모이는 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라면 보지 못할 리 없으므로 이를 감출 수가 없다. 그리하여 가난한 선비라도 무지개 같이 아름다움 빛을 

후세에 드리울 수 있으며, 아무리 부귀하고 세력 있는 자라도 문장에서는 모멸을 당할 수 있다.   

에릭 호퍼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가 묻는다면 “내가 한 일은 그저 좋은 글 몇 문장 쓴 것”이라 

말하련다.   

이성복 우리가 시를 읽는 것은 섬광 같은 문장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사무엘 존슨 현대 작가는 문학의 달이다. 그들이 빛나는 것은 고대로부터 빌려온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에릭 호퍼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를 때 말을 가장 많이 한다. 할 말이 있을 때는 몇 단어 밖에 필요하지 않다. 

니체 훌륭한 산문을 쓰려면 시구, 이미지, 리듬, 운율을 얻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롬 브루너 법률가는 서사(敍事)로 삶을 영위한다. 

롤랑 바르트 지구상의 서사(敍事)는 무한하다.   

F. L. 루카스 매년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때 나를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는 한 가지는 그 많은 학생들이 이 삼

년 동안 시(詩)를 수시로 접했어도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시(詩)의 작은 입자 하나도 몸속으로 흡수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탓에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학생일지라도 현학자처럼 생각하고 식료

품 잡화상처럼 글을 쓸 때가 많다.  

미셸 투르니에  시는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소리로 희곡처럼 암송되기 위해 지어졌다고 확신한다. 상당수의 시구를 

줄줄 외우지 못하면서 문학적 교양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내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

게 지금 당장 외울 수 있는 시구(詩句)가 솔직히 몇 개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이 어린 시절 날 부드럽게 흔들어주기도 했고 겁에 질리기도 했던 시 암

송 과목에 너무 적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천 개의 시구

를 외우지 않고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다. 천 개가 많다고? 내가 보기에 그

것은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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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元曉大師와 千聖山 
 

① 양산에 위치하고 있는 千聖山은 그 제1봉이 해발 922m이고 제 2봉이 해발 

855m로 소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자수려하고 그 정상부의 평평한 습지와 

넓은 화엄벌 억새밭은 중후하고도 화사한 느낌을 갖게 하는 명산이다. 제1봉은 

약 50년전부터 군 고사포부대가 포진하고 있어서 등산객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지나칠 수 밖에 없어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근래 군부대가 철수하는 바람에 제

한없이 탐방할 수 있게 되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주어졌다. 

원효대사가 장안사 위쪽 척판(拓板)암에서 주석하고 있을 때 참선중에 중국의 

태화사 법당뒤의 산이 무너질 것을 예감하고 판대기를 태화사쪽으로 날려 보냈

더니 (그래서 척판암이다) 마침 그때 태화사에서 법문을 듣고 있던 천여대중이 

절 마당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판대기 구경을 하러 나온 사이 산사태가 일

어나 천여 불도들이 화를 면하였는데, 그 불도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해동

의 원효스님인 것을 알고 스님을 친견하기 위하여 천여명의 중국 불도들이 장

안사로 모여들었는데 그때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양산일원에 80여개의 암자

를 새로 짓게 되었고, 대사께서는 천성산 화엄벌에 올라 화엄경을 설법하여 그 

설법을 들은 불도들이 모두 깨달아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산이름을 천성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② 원효대사는 약1300여 년 전 신라 26대 진평왕에서부터 31대 신문왕 즉 삼국

글● 박준석 변호사  

千聖山의 法香 
(元曉大師의 登心 修行章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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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후에 걸쳐 생존하였다. 진속 원융무애(眞俗 圓融無礙) 화쟁사상(和諍思想)으로 불교사

상계에 큰 업적을 남기셨고 그 저술만도 100여부, 240여권이 되나 대부분이 산일되고 다행이 

여기 소개하는 발심수행장은 그 전문이 고스란히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책은 그 내용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삶의 교훈서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불법 무식이나 대사의 법향(法香)이 이

웃에 두루 퍼졌으면 하는 발심과 대사의 무리지지리 불연지대연(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의 가

르침에 기대어 큰 모험으로 이를 풀이 해 본다. 

 

 

2. 元曉大師의 悟道와 破戒  
 

먼저 대사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송고승전, 삼국유사 등에 전해지고 있는 것

들중 두 가지만 소개한다. 

 

①  오도(悟道) 

대사께서는 신라 문무왕 660년에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밤이 되어 황폐

한 무덤 속에서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갈증이나 마침 곁에 있는 바가지에 고여 있는 물이 있어 

이를 마시자 감로수처럼 맛이 좋았는데 다음날 보니 그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었음을 알

고 마구 토할 것 같았으나, 그때 홀연히 부처님께서 삼계유심(三界唯心)이요, 만법유식(萬法唯

識)이라 하신대로 아름다움과 나쁜 것이 마음에 있지 물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종경록)는 설

화가 있고 또 <송고승전>에는 위 토굴에서 처음에는 그곳이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 모르고 잘 

잤는데 둘째 날은 밤이 깊기 전에 귀신이 나타나 잠을 설치게 되자 대사께서는 심생고종종법생

(心生故種種法生), 심멸고감분불이(心滅故龕墳 不二), 삼계유심, 만법유식, 심외무법, 호용별

구, 아불입당(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我不入唐)이라 하시고, 당나라 유학을 포

기하였다고 한다.  

위 설화는 모두 ｢마음이 일어남에 온갖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니 감로수와 해골수, 토감

과 고분이 둘이 아니고 삼계가 오직 한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인식이고,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것은 부질없다.｣라는 가르침이다. 

 

②  파계(破戒) 

삼국유사에 의하면 대사께서는 어느 봄날 수허몰가부아작지천주(誰許沒柯斧我斫支天柱)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다녔는데 뜻은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내게 빌려 주려나, 내 하늘을 받칠 

기둥을 다듬고자 한다.｣라는 것이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다만 태종 무열왕만

이 대사가 춘정(春情)을 그리워 함을 알고 ｢아마도 스님이 여자를 얻어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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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나라에 대현이 있으면 그 보다 더 큰 이익 됨이 없을 것이다.｣라면서 마침 벽제와의 전투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요석공주로 하여금 대사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하였고, 이로써 대사는 환속, 파괴 하고 스스로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 자칭하며 천촌만락을 배회하면서 불법을 전파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환속한 원효대사는 후에 신라 10현의 한 사람인 설총을 낳고 더욱 대중의 교화와 학문에 전념하여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불후의 업적을 남겼는데 발심수행장도 그중의 하나이다. 

 

 

 

3. 발심수행장의 내용 
 

부제불제불 장엄적멸궁 어다겁해 사욕고행 중생중생 윤회화댁문 어무량세 탐욕  

① 夫諸佛諸佛 莊嚴寂滅宮 於多劫海 捨欲苦行 衆生衆生 輪廻火宅門  於無量世 貪欲 

 

불사   

不捨   

무릇 모든 부처들(깨달은 사람)이 장엄하고 고요의 높은 세계에 평화로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

안 탐욕을 버리고 고난중에 수행을 해 온 까닭이요, 수많은 중생들이 쉴 새 없이 고통의 지옥문을 넘나드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방천당 소왕지자 삼독번뇌 위자가재 무유악도 다왕입자 사사오욕 위망심보 

② 無防天堂 少往至者 三毒煩惱 爲自家財 無誘惡道 多往入者 四蛇五欲 爲妄心寶  

천당, 극락 가는 길에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음에도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탐욕, 화

냄, 어리석음(貪瞋痴)의 삼독(三毒)과 108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도 지옥으로 유인하는 

자 없는 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 것은 육신의 오욕락(五慾樂 : 眼耳鼻舌身)과 사사(四蛇 : 육신을 

구성하는 地水火風)에서 비롯된 쾌락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다.  

 

인수불욕귀산수도 이위부진 애욕소전 연이불귀산수수심 수자신력 불사선행 

③ 人誰不欲歸山修道 而爲不進 愛欲所纏 然而不歸山藪修心 隨自身力 不捨善行  

사람은 누구나 갖가지 탐욕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수행을 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이를 행

하지 못하는 것은, 갖가지 애욕의 밧줄에 매여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비록 산중에 들어가 수행을 못할지라

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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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능사 신경여성 난행능행 존중여불 간탐어물 시마권속 자비보시 시법왕자 

④ 自樂能捨 信敬如聖 難行能行 尊重如佛 慳貪於物 是魔眷屬 慈悲布施 是法王子  

쉴새없이 탐욕과 욕정의 풍파가 거칠게 불어 닥치고 있는 인생살이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

락을 능히 버릴 수 있다면, 만인으로부터 성인처럼 신뢰와 공경을 받게 될 것이요,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한다면 부처님과 같이 존중을 받을 것이다.  

부질없는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마귀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사랑과 자비야 말로 천당․
극락에 갈 수 있는 으뜸가는 공덕(功德)인 것이다. 

 

고악아암 지인소거 벽송심곡 행자소서 기찬목과 위기기장 갈음유수 식기갈정 

⑤ 高岳峨巖 智人所居 碧松深谷 行者所棲 飢餐木果 慰其飢腸 渴飮流水 息其渴情 

지혜로운 사람은 험준한 바위굴에서 지내고, 수행자는 푸른 솔 깊은 계곡에서 지낸다. 수행 중 

배고프면 나무 열매로 굶주린 창자를 채우면 될 것이요. 목마르면 흐르는 물로 갈증을 해소할 

일이다. 

 

끽감애양 차신정괴 착유수호 명필유종 조향암혈 위염불당 애명압조 위환심우 

⑥ 喫甘愛養 此身定壞 著柔守護 命必有終 助響巖穴 爲念佛堂 哀鳴鴨鳥 爲歡心友  

아무리 영양가 있는 좋은음식으로 보신을 하여도 이 몸뚱이는 반드시 죽게 되어있고, 값 비싼 

비단 옷을 몸에 걸친다 해도 사람의 명은 예외 없이 종말을 고하게 되어있다.  

죽음은 삶의 열매요, 삶은 죽음의 씨앗인 셈이다. 거기에 예외는 없다. 그러니 비록 바위굴이라도 

염불당으로 삼고, 슬피 우는 까마귀를 벗 삼아 천상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는 공부에 정진할 만 하다. 

 

※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

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 할 것이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성서) 

  

배슬여빙 무연화심 아장여절 무구식념 홀지백년 운하불학 일생기하 불수방일 

⑦ 拜膝如氷 無戀火心 餓腸如切 無求食念 忽至百年 云何不學 一生幾何 不修放逸 

수행에는 반드시 갖가지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꿇은 무릎이 얼음같이 차고,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를 인내 극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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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백년 밖에 못사는 주제에 어찌 배우지 않고 방일하게 세월을 보내겠는가? 삶은 고귀한 순간이다. 

 

이심중애 시명사문 불연세속 시명출가 행자라망 구피상피 도인연회 위입서궁 

⑧ 離心中愛 是名沙門 不戀世俗 是名出家 行者羅網 狗被象皮 道人戀懷 蝟入鼠宮 

수행한다고 꼭 머리 깍고 가족들 떠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디 있든 마음속의 

갖가지 애욕과 집착을 떨쳐 버리는 것이 바로 사문의 길이요, 세속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출가인 것

이다.  

수행하는 자가 비단 옷 걸치고 사는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두르고 있는 형국이요, 도(道)를 공부하는 

자가 세속 일에 연연하는 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수유재지 거읍가자 제불시인 생비우심 설무도행 주산실자 중성시인 생환 

⑨ 雖有才智 居邑家者 諸佛是人 生悲憂心 設無道行 住山室者 衆聖是人 生歡 

 

희심     

喜心 

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나쁜 환경에 처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님들이 걱정근심 하게 된다. 비

록 도는 깊지 않더라도 조용한 곳에 머무는 자에 대하여는 모든 성인들이 기쁜 마음을 갖게 된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인간관계의 측면을 잘 고려하여 귀한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유재학 무계행자 여보소도 이불기행 수유근행 무지혜자 욕왕동방이향서행 

⑩ 雖有才學 無戒行者 如寶所導 而不起行 雖有勤行 無智慧者 欲往東方而向西行 

비록 재주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사람노릇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마치 엄청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바보요, 또 비록 부지런히 수도를 한다고 설쳐대지만 지혜(智慧)가 없다면, 이 사람 역

시 마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으로 가는 바보와 같다. 

    

유지인소행 증미작반 무지인소행 증사작반 공지끽식이위기장 부지학법이개치심 

⑪ 有智人所行 蒸米作飯 無智人所行 蒸沙作飯 共知喫食而慰飢腸 不知學法而改癡心 

지혜로운 자의 소행은 쌀로서 밥을 짓는 격이나, 무지한 사람의 소행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격이다. 모래로 지

은 밥맛이 어떻겠는가! 사람들은 배고프면 모두 먹고 마시어 배를 채울 줄은 알지만, 배우고 닦아서 이와 같

은 어리석은 마음을 뜯어 고칠 줄을 모르는 구나!   

 

행지구비 여거이륜 자리리타 여조양익 

⑫ 行智俱備 如車二輪 自利利他 如鳥兩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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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행함은 수레 양 바퀴와 같고 남을 위하여 덕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득이 되는 이치이

다. 이는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관계인 것이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이 보살 정신의 정수인 것이다. 

 

득죽축원 불해기의 역불단월 응수 치호 득식창패 부달기취 역불현성 응참 

⑫ 得粥祝願 不解其意 亦不檀越 應羞 恥乎 得食唱唄 不達其趣 亦不賢聖 應慚 
 

괴호 

愧乎  

출가자가 행지구비나 자리리타의 이치를 모르고 탁발을 하는 것은 시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요, 또한 염불하는 경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님이나 성인현자에 

대하여 부끄러운 짓거리다.  

 

인오미충 불변정예 성증사문 기세간훤 승공천상 계위선제  

⑬ 人惡尾蟲 不辨淨穢 聖憎沙門 棄世間喧 乘空天上 戒爲善梯 

사람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분별 못하는 구더기 같은 벌레들을 싫어하듯, 성인도 이런 수행자를 

미워한다. 또한 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천상극락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면 계를 

지키는 것이 그 첩경이다.  

 

시고파괴 위타복전 여절익조 부구상공 자죄미탈 타죄불속 연 기무계행 수타공급 

⑮ 是故破戒 爲他福田 如折翼鳥 負龜翔空 自罪未脫 他罪不贖 然 豈無戒行 受他供給 

스스로 파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 준다는 것은 마치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이를 등에 업

고 하늘을 날겠다는 것처럼 무모하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곳곳에 우글거리는데 불쌍한 민초

들은 그들의 위장 행태도 모르고 복을 빈다고 손 비비며 엎드려 절을 하고 있구나!. 

 

무행공신 양무이익 무상부명 애석불보 망용상덕 능인장고 기사자좌 영배욕락 

⒃ 無行空身 養無利益 無常浮命 愛惜不保 望龍象德 能忍長苦 期獅子座 永背欲樂  

아무런 공덕(功德)을 쌓음이 없는 이 몸을 지극정성으로 길러봐야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 

몸은 한 조각구름 같은 것이다. 대덕의 꿈을 갖고 온갖 괴로움을 참으며 부질없는 욕망은 버려

야 한다. 공자는 군자가 도를 기름에 있어서는 성실함이 으뜸이라고 했다.(君子養德莫善於誠) 

 

행자심정 제천공찬 도인연색 선신사리 

⒔ 行者心淨 諸天共讚 道人戀色 善神捨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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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의 마음이 티 없이 맑다면 조물주와 부처와 모든 성인들이 모두 박수치고 기뻐할 것이요. 그러지 아니

하고 오욕락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면 모든 선신(善神)들이 우리들 곁을 떠나고 말 것이다.  

 

사대홀산 불보구주 금일석이 파행조재  

⒕ 四大忽散 不保久住 今日夕矣 頗行朝哉  

우리 몸(地水火風)은 언제 무너지고 흩어질지 모르는 것,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것은 오늘 저녁이 지

나면 바로 아침이 되는 이치와 같다.  

“모든 것은 덧없다. 다만, 부지런히 힘써 정진하라.”는 석가모니불의 최후의   말씀이다. 

 

세락후고 하탐착재 일인장락 하불수재 도인탐 시행자 수치 출가부 시군  

⒖ 世樂後苦 何貪着哉 一忍長樂 何不修哉 道人貪 是行者 羞恥 出家富 是君 

 

자 소소 

子 所笑  

세상의 낙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同伴) 하는 법인데 어찌 이에 탐착하며, 한 번 참으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어찌 닦지 않으리요? 도인이 탐욕에 젖어 있음은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한 사람이 부를 탐하는 것

은 군자가 웃을 일이다. 

     

차언부진 탐착불이 제이무진 부단애착 차사무한 세사불사 피모무제 절 

⒗ 遮言不盡 貪着不已 第二無盡 不斷愛着 此事無限 世事不捨 彼謀無際 絶 

 

심불기 

心不起 

이런 말들은 수 없이 하건만 탐욕과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거듭된 충언에도 이 세상사 애착을 끊을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구나! 

 

금일부진 조악일다 명일무진 작선일소 금년부진 무한범뇌 내년무진 부 

㉑ 今日不盡 造惡日多 明日無盡 作善日少 今年不盡 無限煩惱 來年無盡 不 

 

진보리 

進菩提 

오늘 이 가르침을 익히고 닦지 않으면 악행만이 나날이 늘어나게 되고, 내일도 이 가르침을 닦지 않으면 선한업

적은 나날이 줄어드는 것. 금년에 닦지 않으면 번뇌는 무한해지고 내년에 닦지 않으면 장엄한 삶은 틀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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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이이 속경일야 일일이이 속경월해 월월이이 홀래년지 연연이이 잠 

㉒ 時時移移 速經日夜 日日移移 速經月晦 月月移移 忽來年至 年年移移 暫 

 

도사문 

到死門  

시각 시각이 흘러 번개처럼 하루가 지나고, 하루하루가 흘러 한달이 지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어느덧 일 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흘러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구나. 

 

파거불행 노인불수 와생해태 좌기난식 기생불수 허과일야 기활공신 일 

㉓ 破車不行 老人不修 臥生懈怠 坐起亂識 幾生不修 虛過日夜 幾活空身 一 

 

생불수 

生不修 

부서진 차가 못가듯 노인도 수행하기 어렵다. 누우면 게으름만 나고 앉아도 잡생각만 가득하구

나! 지난 생애 얼마나 닦지 않고 밤낮을 헛되이 보내었는가! 지난 날 얼마나 부질없이 보냈는데 

남은 여생조차도 닦지 않으려 하는가.   

 

신필유종 후신하호 막속급호 막속급호 

㉔ 身必有終 後身何乎 莫速急乎 莫速急乎   

이 몸은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다음 생애는 어찌 하려는고. 급하고 급하도다.  

 

 

4. 마치면서 
 

대사께서는 부질없는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일상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장엄한 대자유의 삶

을 향유하기 위하여 부단한 공부와 수행의 길로 전력투구 할 것을 경책(警責)하시면서 한편으로 

무애(無碍)박을 두드리고 무애(無碍)춤을 추면서 세파에 지친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용기와 흥

을 돋우시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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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에 1913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인도

의 레빈드라나드 타고르 Rabindranath Targore이라고 들었다. 우리 한용

운 시인의 시에도 타고르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하였다. 그 타고르가 우리나

라를 위해 지었다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아래의 시도 고등학교 시절에 알

고 있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한국은 그 등불의 하나였으니 

그 등불 다시금 켜지는 날에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Korea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1949년생인 필자의 어릴 적 기억으로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도 거의 없었고, 거리에 걸인도 적지 않았고, 도

로는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조금 내리면 차의 바퀴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나라였다. 1945년 일

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1950년 6.25사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나라였다. 

미국 公法(Public law)480호에 의한 원조물자로 받은 강냉이로 만든 죽과 빵을 많이 먹었던 기억도 생생하게 

글● 홍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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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총체적으로 우울하고 희망이 별로 없는 나라라 생각되었다. 

그 시절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격려가 되었다. 

마치 오늘날에 이르러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 예견하였던 것같기도 하다. 

 

 

 

1967년 서울로 유학가게 되었다. 시골에서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일시적인 기쁨이 있었지만, 창창한 앞날을 

두고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한 시기였다. ‘앞에는 絶望, 뒤에는 虛榮(despair before, vanity behind)’의 시절

이었다.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 그러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할지 앞이 보이

지 않았다. 그 무렵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의 길로 가고 있어 법률 특히 공법을 전공하려는 입장에서 착잡

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들도 헌법은 ‘헌 법(old law)’이고, 공법은 ‘空法’이라고 자조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문

자 그래도 行路難 行路難이었다. 

서점을 배회하다 을유문화사에서 1969년도 간행한 을유문고 7에 있는 유영교

수의 타골시선집을 보게 되었다. 타고르가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의 ‘키탄잘리’Gitanjali라고 알았다. 그때 키탄잘리를 읽어도 스쳐

지나가는 듯 읽어서는 심오한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영교수의 시선집에는 타골의 또 다른 장시 ‘열매따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

오는 시 몇 편이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도 내안에 남아 은은히 힘을 주고 있다. 

 

타골의 長詩 열매따기의 5번째 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자주 읽곤 하였다. 

 

길이 많이 있는데도 내 갈 길은 없습니다. 

넓고 넓은 물위에도, 푸르고 푸른 하늘에도, 길 자국은 한 가닥도 없습니다. 

길은 새들 날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별빛 속에 나그네 길을 가는 계절의 꽃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 내 가슴에 묻노니 가슴의 피가 보이지 않는 길의 지혜를 실어다 줄는지 어떨는지. 

   

 

열매따기의 72연 

 

나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자 축원을 올리게 마옵시고, 

위험을 당하여도 두려움 없기를 축원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억제하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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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로서 고통을 이기도록 빌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지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찾도록 하여 주소서 

고생스런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고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끈기로써 자유를 이겨 찾도록 희망하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겁쟁이가 되어 내 성공에만 당신의 자비를 느끼는 일이 없게 하여주시고 

내가 실패를 당할 때 당신의 손이 나를 잡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타골의 열매따기의 72연은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시이기도 하였다. 

다음에 보는 퀴빌러 로스의 명저 ‘죽음의 순간’의 제일 앞쪽에 타골의 열매따기가 있습니다. 

 

 

 

유영교수가 1990년 타고르의 자서전 The Autobiography of Tagore. Rabindranath을 타고르 전기(汎潮

社.1990년 출판)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1) 이 책에는 타고르의 아들 라딘드라나드 타고르가 지은 

‘아버지 타고르의 일화들’도 포함되어 있다. 

타고르 전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본다. 

전기의 도입부의 서술도 인상적이다. 

 

 

인생의 외면으로는 잇따라 사건이 일어나고 인생의 

내면으로는 일련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우리

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아트리에(畫室)를 철저히 볼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한다. .............나는 문을 열고 

‘인생’의 추억들은 ‘인생’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

는 예술가의 한 독창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

다. 흩어져 있는 변화 많은 색채는 바깥 빛의 반사

가 아니라 화가 자신에 속하는 것으로 그의 정신

으로부터 정열의 물이 들어 나온 것이다. 그런고로 

법정의 증거로 쓰기에는 화포의 기록은 적당치가 

않다. 

1) 유영교수는 타고르에 관해 많은 저서를 남긴 분이다. 앞선 ‘타골시선’, ‘이제 나를 기억해다오’(1991년.고려원), ‘타고르 

선집’(1994년 혜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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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르가 문학에 가깝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내가 문학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하인들의 처소에서 유행하던 책에 그 연유가 있었다. 책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차나크야(Chanakya)의 금언집(金言集)과 크리티바사(Krittivasa)의 라마야나(Ramayana)였다. 

어느 날 라마야나를 읽던 영상이 지금도 뚜렷이 나에게 떠오른다. 그 날은 흐린 날이었다. 나는 길을 바라보면

서 긴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다. 무슨 영문이었는지 나는 기억이 되지 않는데 사트야가 별안간 “경관이다! 경

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를 놀래 주려고 하였다. 경관이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극히 어렴풋이 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일은 이러하였다. 일단 죄를 지어서 경관의 손에 넘어간 

사람은 마치 악어의 톱니 모양의 이빨에 물린 자처럼 틀림없이 파멸을 하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질이 풍족할 때 

그 기쁨이 내게 그다지도 아주 쉽사리 온 것은 외부와의 접촉의 가능성이 아주 멀었다는 때문일 것이다. 물질

이 풍족할 때는 마음은 게을러지고, 만사를 그것에 맡기고, 성공적인 기쁨의 잔치를 위하여 외부보다는 더욱 

내부의 갖춤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잊는다. 이것이 사람의 어린이적 상황이 어른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

한 교훈이다. 거기에는 그의 소유물은 별로 없고 또 보잘 것이 없지만 그는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놀이의 세계는 놀이거리의 무진장한 양으로 부담을 느끼는 불행한 젊은이들 때문에 망

치고 마는 것이다. 

 

대지의 위층만을 볼 수 있고 그 아래층은 아무것도 몰랐다 

교실 바닥이 산을 조립(組立)하는 데 적절한 터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거세고 또 갑작스럽게 전해

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환상과 어른들의 뜻 사이에는 늪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바닥에서 놓여난 돌의 무게는 우리의 마음을 눌렀다. 

그 당시는 생명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익숙하게 고동을 쳤던가! 흙과 물, 나뭇잎, 하늘,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무시되지 않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다만 대지의 위층만을 볼 수 있고 그 아래층은 아무것

도 몰랐다는 뼈아픈 뉘우침 때문에 얼마나 종종 충격을 받았던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이 흐린 갈색

의 뚜껑 밑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대나무를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어서 

밀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맨 밑의 속을 어떻게든지 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영국에 여행한 이유 

그리고 나에게 그 유용성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수월한 계획의 똑같은 풍부함을 나 자

신 속에서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어린이들에게 내 마음을 바친 첫 기회였고 또 그것은 이러한 첫 선

물의 신선미와 넘치는 충만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 영국에 머물기 위하여 이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생각은 법률을 공

부하여 법정 변호사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브라이튼에 있는 사립학교에 들

어가게 되었다. 내 용모를 자세히 살핀 뒤에 교장이 말한 첫 소리는, 

 “너는 참 근사한 머리를 가졌구나!”
 

 



타고르의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무렵의 상황 

내 생애에서 이 시기, 열 대여섯부터 스물 두셋까지는 완전히 무질서의 시대였다. 

육지의 바다가 아직 뚜렷이 갈라지지 않았을 지구의 초기에, 모양이 흉한 거대한 수륙 양서(水陸兩棲)의 동물

들이 질척한 틈새에 자라고 있는 줄기 없는 숲을 걸어다녔다. 이처럼 미숙한 마음의 흐릿한 시대의 정열은 어

울리지 않고 괴상하게 생긴 듯이 길도 없고 이름도 없는 황량의 끝없는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 정열

은 자신을 모르고 또 배회하는 목적도 모른다. 또 그것을 모르니 다른 것을 흉내내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런 

무의미한 행동의 시대에는 나의 미개척의 힘은 목적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감동할 수 있어서 한 출구로 나가

고자 서로 밀치고 당길 때에는 각자가 과장을 통해서 우월성을 고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젖니[幼齒]가 나오고자 애를 쓸 때에는 어린이는 열병을 앓는다. 이런 모든 소동은 이가 나와서 음식의 흡수

에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까지는 변명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똑같은 식으로 우리의 초기의 정열이 마음

을 괴롭힌다. 마치 질병과도 같이 그 정열이 외부 세계와의 참된 관계를 깨달을 때까지. 

그 무렵에 내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모든 도덕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시되어

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욕구를 우리 속에 국한시켜 놓고 외부 세계에 마음대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해를 끼친다. 우리 욕망에 자유 행동을 주기를 거부하고 저들의 참다운 목표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이기주의가 이러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비진실성과 무절제를 초래하는 일이 따라온다. 우리의 

욕망이 착한 일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찾을 때는 욕망은 저들의 병적인 상태를 떨어 버리고 저들 자신의 본

성으로 돌아온다 ------- 그것이 저들의 참다운 목적이요 거기에 또한 저들 조직의 참다운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는 내 미숙한 마음의 상태는 시대의 본보기와 교훈에 의하여 성숙되었다. 그리하여 이런 

효과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내가 말한 그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는 영국 문학에

서 영양보다는 자극을 더욱 얻었다는 것이 마음에 떠오른다. 그 당시 우리 문학에서의 신적 존재들은 셰익스

피어, 밀턴, 바이런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자극한 이 작품들의 질은 정열의 힘이었다. 영국 사람들의 사

회 생활에서 정열의 폭발은 무섭게 억제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아마도 저들은 자기네 문학을 지배

하여 무모하게도 격렬한 감정에서 어쩔 수 없는 큰 불이 나오게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는 모양이다. 적

어도 이렇게 억제되지 않은 흥분을 영국 문학의 정수로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영국 문학의 선창자(先唱者) 악샤이 초우두리가 한 영국 시의 열렬한 낭독에 벅차게 도취되었다. 

 

근본적인 진리에 관하여 

내 종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내 정서에 관해서도 나는 어떤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나의 흥분은 그 자체가 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당시의 어떤 시인의 시 몇 줄이 머리에 떠오른다. 

 

내 마음은 나의 것 

나는 그것을 아무에게 팔지 않는다. 

그것이 헤어지든 찢어지든 낡아 빠지든 

내 마음은 내 것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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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관점에서 마음은 그렇게 스스로 번거로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것에 스스로 누더

기를 입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 설움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분해하면 그 통절함은 향기롭게 보일

지도 모른다. 이 향기를 우리 시인들은 종종 중요시한다. 예배에서 저들이 몰두하는 신을 무시한다. 우리나

라는 아직도 이 유치한 경지를 벗어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종교의 진

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의 예술적인 만족감을 찾는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의 애국심의 대부분이 조국에의 봉사가 아니라 나라를 향한 마음의 바람직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가는 사치다. 

 

타고르의 시 아침의 노래(Morning songs) 

뒤이어서 “아침의 노래(Morning songs)"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시들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온다. 

 

마음이라는 이름의 광막한 황야가 있다. 

서로 얼키고 설킨 그 숲 가지들이 갓난이처럼 어둠을 어르고 흔든다. 

나는 그 깊은 속에서 내 길을 잃었다. 

 

이 시로부터 이 묶음의 시들의 이름에 대한 착상이 떠올랐었다. 

이처럼 내 생애가 외부와 교류를 갖지 못하고, 또 내 상상이 원인 모를 정서들과, 정처 없는 동경 속에서 많은 

가면을 쓰고 헤매어 다닐 때 또 나 자신의 마음의 관조에 열중해 있을 때에, 내가 쓴 것 중에서 많은 것이 그 판

에서 빠졌다. 그 시 중에서 몇몇만이 원래 “저녁 노래”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고 “마음의 황야” 묶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드디어’ 

하고 내 마음은 말했다. ‘내가 쓰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이다.’ 

아무도 이것이 내 일시적인 자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바쳐야 했던 모든 공

헌으로써 나의 이전 작품들에서 자랑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자아와 자기 만족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기를 거

부한다. 첫아이를 낳은 부모의 즐거움은 어린이가 태어났다는 것에 어떤 자랑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린이가 바로 자기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 어린이가 우연히 비범한 아이라면 저들은 더욱 그것을 영광

스럽게 여길 것이다 -------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다. 

 

여기 내가 좀더 나이가 들어서 “아침 노래”에 대하여 편지에서 쓴 것의 일부를 적어 보겠다.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소, 모두가 내 마음속에 있소 ------- 이것이 특수한 연륜에 속한 나의 마음의 상

태였소. 마음이 우선 눈을 뜨면 그것은 팔을 뻗쳐 온 세상을 잡으리라, 마치 모든 것을 제 입에 넣으려고 하는, 

이가 나는 갓난애와도 같이. 차차로 갓난애는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며 또 무엇을 원할 수 없는가를 이해

하게 되오. 다음에 그의 희미한 감화력은 저절로 수축되고 열을 얻고 다시 차례로 열을 올리오. 

온 세계를 원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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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대상에 미치는 사람의 존재의 온 힘을 가지고 욕망이 집중될 때에는 무한 세계로 

가는 문이 보이게 되는 것이오. “아침 노래”는 내 속의 자아를 처음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었소. 그리고 저들은 

이러한 집중에 대한 어떠한 징조도 결하고 있소. 

 

 

필사적인 희망으로 나는 내 방 구석구석을 가서 찾아보았도다. 

그를 찾을 수가 없도다. 

내 집은 작기에 일찌기 거기서 잃은 것을 못찾은 일 없도다. 

그러나 주여 무한하도다. 그대 저택이여 내 그녀를 찾고자 

그대 문 앞에 왔도다. 

내 그대 저녁 하늘의 황금 지붕 아래 서서 

내 뜨거운 눈을 그대 얼굴에 들었도다. 

나는 아무것도 사라질 수 없는 영원의 갓으로 왔도다 ------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눈물을 흘리며 볼 환상의 희망도 없도다. 

오 내 빈 인생을 저 대양에 담아 가장 깊이 넘치는 곳에 빠지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우주의 전체 속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타고르의 일본에 대한 관심 2)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이 스와데시 운동에 더욱 박차를 더했다. 조약이 조인되는 날 우리는 

축구장 가운데에 큰 횃불을 밝히고 아시아의 각성을 축복하여 긴긴 밤을 새우며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일

본에서 유도 전문가를 데려왔다. 우리는 영국 사람과 싸우는데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 기술

을 배웠다! 유도의 정신과 훈련이 전쟁에 이기는 데 일본 사람을 돕지 않았던가? 

 

오카쿠라 백작은 겸손하게 캘커타에 왔다 ------- 이 도시에서는 전혀 낯선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우리 집

안과 가까이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나의 사촌 수렌드라나드와 함께 살았다. 그를 위하여 

이 사람은 대단한 취미를 하나 생각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곳 사회의 지도자들과 알게 되었다. 그가 

자기의 저서 “동방의 이상”을 썼을 때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는 하나의 계시처험 보였다. 그 서두에, 

‘아시아는 하나다. 히말라야는 오직 두 거대한 문명을 두드러지게 하여 갈라놓았으니 그것은 공자의 지방 자

치주의가 있는 중국과 베다의 개인주의가 있는 인도다’ 

 

194•제36호 부산법조

2) 여기서부터는 타고르의 아들 라딘드라나드 타고르가 지은 ‘아버지 타고르의 일화들’에 있는 내용이다. 



스위스 시골 농부도 사랑한 타고르 

스위스의 세인트 모리츠의 환경 속에서 여름의 휴일이 한 유쾌한 경험을 주었다. 우리가 몇몇 헝가리 친구를 

동반했다는 것은 유달리 행운이었다. 이것은 휴일을 더욱더 즐겁게 해주었다. 우리는 대체로 유명한 여름 

유원지를, 설치는 체육광의 군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실스마리아에 있는 호숫가, 안락하지만 격리된 

호텔을 택했다. 우리 친구들 그룹에는 유명한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허버맨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방 속에 줄 곧 박혀 있었을 뿐, 식당에 내려오도록 어쩌다가 설복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그를 거의 만

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의 특질 중 몇몇을 알게 되었다. 그가 여행을 해야 할 때는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 여

러 개의 인접한 방과 때로는 한 층 전부를 자기 전용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더구나 그는 늘 문과 창에 고정시

켜야 하는 속을 넣은 침대보를 가지고 다녔다. 이러한 예방 조처로 그의 방은 완전히 방음 장치가 되도록 마

련되었다. 

어느 날 오후에 이탈리아 경계로 소풍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자동차 속력을 내서 깊은 산골짜기 속으로 꼬불

꼬불한 길을 돌아내려가 소나무가 덮인 계곡들을 지나 이탈리아에 경계를 이룬 그 조그만 마을로 갔다. 우리

는 약간의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는 집 맞은편에 멈추었고 이렇게도 이상하고 이국적인 환경 속에 있는 이들

을 내가 찬미하고 있을 때에, 한 헝가리 친구가 우리가 직접 방문하여 이런 취미를 가진 주인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자고 제의하였다. 아주 무뚝뚝해 보이는 한 사나이가 나와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였다. 그러나 스

위스의 이 지방 농민들 사이에서 쓰이는 독특한 사투리를 아는 사람을 우리 일행 중에 발견해야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하나 하나의 일행 모두가 그에게 소개되었다. 내 아내와 나 자신의 이름이 소개되자 

그 사람은 놀라며 입을 열고 우리가 그 시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친척 관계가 그에게 설명되자 그

의 놀라움은 측량할 길이 없었고 그는 흥분해서 몸을 떨기 시작하였다. 그는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누이

를 불러 소리를 지르고 다음에는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2층의 한 방으로 갔다. 그 방은 우리가 대경 실색하게

도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차 있었다. 

나의 아버지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놀랄 만큼 스위스의 

농부가 늘 입는 옷을 입은 이 사나이는 거치른 손으로 산스크리트 고전을 꺼내서 원문으로 시를 하나 하나 낭

송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통역관을 통해서 나는 몇 년 전에 그가 독일 책에서 ‘우파니샤드’로부터 두 줄을 번

역한 것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글이 너무나도 그의 마음에 들어서 즉석에서 그는 그 말을 배우고 이 

번역문의 원문을 읽고자 약간의 산스크리트 책을 사오도록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였다. 기차역으로부터 

40 마일이나 떨어진 스위스의 이 산간 벽지의 고적한 곳에서 아무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배

워야 했던 그의 산스크리트 지식은 나에게는 광범위한 문학 철학의 연구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우리

는 다음에 그의 누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정열적으로 ‘치트라’ ‘조국과 세계’ 그리고 ‘우체국’을 좋아한다고 말

하였다. 아침마다 그녀는 이 책들을 마을의 다른 농부들에게 낭독하기 위하여 나갔다. 생계를 위하여 그녀는 

인도풍 도안으로 가죽 쿠션을 만들었다. 그 도안은 “라마야나”의 옛날 ‘바탈라’(bat-tala) 판에서 얻었다. 어떻

게 그녀가 그것을 얻었는지가 하나의 수수께끼다. 

우리는 농부 학자와의 접촉으로 더욱 풍요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문화적 인도에 대해 두 소박한 닳고 닳

지 않은 사람의 자연 발생적인 존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산에 대하여 과도한 자랑을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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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탄잘리」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최초에 인도 뱅골어로 썼던 것을 선별해서 영역본으로 1912년 영국에

서 출간한 시집이다. 영혼불멸, 환생, 금욕주의, 명상 등을 특질로 하는 인도 사상에 매료되었던 아일랜드 시

인 예이츠가 시집의 서문을 썼다. 타고르는 이 시집으로 인해 1913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의 이 시집은 인간과 신(초월자)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

람들 사이에 오가는 감정을 빌려서 읊은 103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3)  

 

기탄잘리 1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당신은 나를 무한케 하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이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 넘어 지니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당신 손길의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가냘픈 가슴은 한없는 즐거움에 젖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발합니다. 

당신의 무궁한 선물은 이처럼 작은 내손으로만 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채우시고 그러나 여전

히 채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Gitanjali 1 

Rabindranath Tagore 

 

Thou hast made me endless, such is thy pleasure. This frail vessel thou emptiest again, and fillest 

it ever with fresh life. 

This little flute of a reed thou hast carried over hills and dales, and hast breathed through it 

melodies eternally new. 

At the immortal touch of thy hands my little heart loses its limits in joy and gives birth to utterance 

ineffable. 

Thy infinite gifts come to me only on these very small hands of mine. Ages pass, and still thou 

pourest, and still there is room to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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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음사에서 출판한 ‘세계의 명시 1’에 있는 내용이다. 키탄자리1은 김병익이 번역한 내용이고, 해설은 문태준 시인이 

하였다. 



「기탄잘리」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최초에 인도 뱅골어로 썼던 것을 선별해서 영역본으로 1912년 영국에

서 출간한 시집이다. 영혼불멸, 환생, 금욕주의, 명상 등을 특질로 하는 인도 사상에 매료되었던 아일랜드 시

인 예이츠가 시집의 서문을 썼다. 타고르는 이 시집으로 인해 1913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의 이 시집은 인간과 신(초월자)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

람들 사이에 오가는 감정을 빌려서 읊은 103편의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 

「기탄잘리」에서 ‘thou-thy-thee’라는 존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님(당신)’은 ‘나(시적 화자)’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모든 거짓을 씻어 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나의 사랑을 꽃피도록 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님은 

“내 가슴속 가장 깊은 성소(聖所)에 자리 잡고 있다”(「기탄잘리4」). 그러나 님은 나로부터 늘 떨어진 거리에 있

다. 님과 떨어져 있는 까닭에 “내 가슴은 안식도 휴식도 없고, 나의 일은 가없는 고통의 바닷속” (「기탄잘리5」)

일 뿐이며, 나의 “밤은 흑암(黑岩)처럼 검”다. 시적 화자인 나는 님이 빛을 이끌고 와 흙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님을 찾아 먼 길의 여행을 자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님과 나 사이의 간극은 좀체 메

워지지 않는다. “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먼 길이며 그 시련은 가장 단순한 가락을 따라가는 가장 

복잡한 것”(「기탄잘리12」)이라는 시구는 님과 나 사이의 이격을 실감하게 한다. 

「기탄잘리1」또한 님과 나, 절대자와 인간의 관계를 노래한 시다. 나는 유한한 존재며 나약한 존재다. 나는 님

이 “싱싱한 생명으로 채운 “연약한 그릇이요”,  “새로운 노래”를 불러 주는 “갈대 피리”에 불과하다.  

님이 안겨 주는 이 생명과 노래를 시인은 “무궁한 선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님을 극도로 찬양한다.  

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다. 이와 같은 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시(「기탄잘리56」)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님

은 “천상의 주인”이며, 내 생명 속에 뿌리내린 의지다. 

이와 같은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는 우파니샤드 사상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체적 주체, 궁

극자, 혹은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적 영혼으로서의 브라만(Brahman)을 떠올리게 한다. 우파니샤드 사

상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주의 유일한 중심인 브라만이 변해서 된 것이다. 범아일여(梵我一如) 사

상이 그것이다. 전능의 신(神)인 브라만은 모든 생물과 무생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할 때 만물의 모태

가 되는 브라만은 나(Atman)와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신과 인간, 부분과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

보게 한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당신 손길의 끝없는 토닥거림”은 나(Atman)에게 브라만이 내재해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개별적 자아가 보편적 자아에게 희귀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타고르에게 

‘님’은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었으며, 타고르는 심지어 ‘나’를 ‘님’에게 드릴 마지막 공물(供物)이라고 표현하

기도 했다.) 

 

우파니샤드 사상의 또 다른 특징은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이다. 순환론으로서의 이 사상은 인간이 죽으면 윤

회하는 주체가 있어 매번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다. 그런데 타고르의 시가 종교적

인 색채, 특히 우파니샤드 사상을 표출하는 데에는 타고르 개인적 삶의 고통이 그 근저에 있었다. 그는 처제와 

부인, 딸, 부친, 막내 아들,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특히 막내 아들 사미의 죽음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

는 슬품을 안겨 주었다.(타고르는 막내 아들 사미가 심었다는 마다빌라타 나무를 소중히 여겨 매일 물을 주며 

키웠다고 한다.) 그는 인간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이 연속된 가족사의 비극을 극복하려고 했다. 

식민지 시기 우리의 신문학이 타고르를 주목한 것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한 1916년 

무렵이었다.(타고르는 1916년에 일본을 방문했다.) 타고르는 같은 동양이라는 점, 피지배 민족의 시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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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등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진학문은 최남선

의 요청을 받고 타고르를 직접 대면한 후 타고르의 작품들과 함께 그 면담기를 1917년 잡지 <청춘>에 게

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타고르의 작품을 국내에 번역해 소개한 이는 김억이었다. 김억은 타고

르의「기탄잘리」에 등장하는 ‘thou’를 ‘주(主)’로 번역했는데, 이로 인해 그의 번역본에는 기독교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역자 오천석이 ‘thou’를 ‘님’으로 번역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타고르는 만해 한용

운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만해는 1918년 잡지 <유심>을 창간해 창간호에「생의 실현」을 실었다. 만

해의 산문시 형식, 종교적 세계를 서정적 사랑으로 노래한 점 등은 타고르와의 영향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었다. 

타고르는 어린이를 노래한 시편들을 많이 남겼다. 그는 어린이들의 활기와 재잘거림을 시편들에 등장시켜 사람

들의 마음속에 유년의 세계가 보다 오래 보존되기를 바랐다. 그는 “어머니, 오늘은 우리의 휴일, 토요일입니다./

어머니, 일을 그만두십시오. 여기 창가에 앉아 동화 속의 테판타르 사막이 어디인가 말해 주세요.”(「유적의 

땅」)라고 노래했다. 이 시에서의 ‘어머니’는 유년으로부터 훌쩍 자라 버린 세상의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타고르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의 산티니케탄에 학교를 설립한 것도 이와 같은 그의 시 세계

와 무관하지 않았다. “나의 이 노래는 다정한 사랑의 팔처럼 내 아기여, 너의 주위를 음악으로 휘감을 것을./나

의 노래는 축복의 입맞춤처럼 너의 이마를 어루만질 것을.”(「나의 노래」)이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타고르 시의 

천진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가. 타골의 시선집의 가장 앞쪽에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의 타고르시에 대한 예찬의 글이 있었다. 
 

     예이츠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 번역된 원고를 열 날 동안 가지고 다니면 기차 안에서도, 이층 버스의 위쪽 자리에서도, 혹은 식당에

서도 읽었다. 내가 그 시들로부터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나는 가끔 원

고를 덮어야만 했다.” 

그리고 스위스의 농부가 타고르의 시 등을 애송하였다는 이야기는 앞서 본바와 있었다. 

그뒤 타고르의 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타고르에 대해 언급한 아래와 같은 글이 전해집니다. 

                    

“타고르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과 빛, 조화의 상징이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새요, 에어

리얼 요정이 금색 하프로 타는 영원의 노래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인간의 불행이나 투쟁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세상의 ‘위대한 파수꾼’이다. 이제껏 인간이 성취하고 창조한 모든 것의 뿌리는 시와 사랑의 강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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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퀴블러 로스의 명저 ‘죽음의 순간’에 있는 타고르의 시 

 

죽음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한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있다. 그녀가 1969년도에 출간된 ‘죽

음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다.(Elisabeth Kuebler Ross. ON DEATH AND DYING). 

 

퀴블러 로스는 그 책 각 장의 앞쪽에 타고르의 여러 시에서 좋은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제일 앞쪽에 타고르의 열매따기의 72연을 인용하고 있다.4)  

 

 

‘사람들’은 잔혹하다. 그러나 ‘사람’은 상냥하다.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5) >217절 

인간은 자신에 대하여 방어용 울타리를 쌓는다.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79절 

우리는 세계를 잘못 읽어 놓고 세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한다.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75절 

나무꾼의 도끼는 나무에게 자루를 요구했다. 나무는 그것을 주었다.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71절 

세계는 주저하는 마음의 弦위를,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서 질주해간다.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44절  

 

 

그리고 키탄잘리의 93연을 인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데,  

아래 소노아야꼬의 책 ‘戒老錄의 마무리’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키탄잘리 87연  ..... 

어젯밤의 폭풍은 황금색 평화의 관을 이 아침에 선사했다.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29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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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과의사인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관한 명저 ‘죽음의 순간’은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고도 불린다. 이외에도 

‘인생수업’, ‘상실수업’ 등 많은 좋은 책을 남겼다. 타골시를 숙지하고 ‘죽음의 순간’의 곳곳에 타고르의 시를 인용하고 있

습니다. 

5) 타고르는 간결함을 특색으로 삼는 일본의 하이쿠에 마음이 끌려 사인을 부탁하는 일본인들에게 하이쿠 형식의 짧은 즉

흥시를 써주곤 했다. 이 시들이 수집되어 후에 <방황하는 작은 새>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태준시

인이 ‘길잃은 새’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죽음은 삶에 속한다. 탄생이 그렇듯이. 步行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다리를 내려디디는 것이기도 하다.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267절 

 

이 책의 마지막에서 타고르 <방황하는 작은 새>17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릇 속의 물은 빛난다. 바다는 어둡다. 작은 진리는 명료한 언어를 가지지만 거대한 진리는 거대한 침묵을 가진다. 

 

 

다. 소노아야꼬의 戒老錄의 마무리 

일본에서 1971년에 출판되어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 ‘曾野綾子소노아야꼬의 戒老錄’이 있다. 그 

책의 마지막에서 키탄잘리에 가운데 아래의 시들을 인용하고 있다. 

소노아야꼬씨는 늙음을 경계하는 책이라는 戒老錄의 마지막 章은 ‘죽음과 친해지자’라는 제목이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 ‘오, 생애의 마지막 완성인 죽음이여’로 시작되는 키탄자리91부터 인용하고 있다.   

 

키탄자리 91 

오, 생애의 마지막 완성인 죽음이여, 나의 죽음이여 이리와서 내게 속삭여다오. 

매일 나는 당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인생의 즐거움이나 아픔을 참아왔다.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것, 나의 바램과 사랑의 모든 것은 언제나 살며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당신

이 마지막으로 한번 눈짓을 하면 나의 생명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리라. 

꽃은 엮어졌다.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화환이 준비되어 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는 자기의 집을 나와서 인

기척 없는 밤 홀로 신랑을 맞는다. 

 

O THOU the last fulfilment of life, Death, my death, come and whisper to me! 

Day after day I have kept watch for thee; for thee have I borne the joys and pangs of life. 

All that I am, that I have, that I hope and all my love have ever flowed towards thee in depth of secrecy. 

One final glance from thine eyes and my life will be ever thine own. 

The flowers have been woven and the gaeland is ready for the bridegroom. After the wedding the 

bride shall leave her home and meet her lord alone in the solitude of night  

 

키탄자리 93 

형제들이여 안녕 여러분들에게 절하고 나는 떠나겠나이다. 

내 방문의 열쇠를 이제 되돌려 주겠나이다. - 그리고 나는 나의 집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의 친절한 말뿐입니다. 

오래도록 가까운 이웃이었으나 내가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어둠을 비추던 燈불도 꺼졌나이다. 

부르시는 때입니다. 나는 길을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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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got my leave. Bid me farewell, my brother! Ibow to you all and take my departure. 

Here I give back the keys of my door-and I give up all claims to my house. I only ask for last kind 

words from you. 

We were neighbours for long, but I received more than I could give. Now the day has dawned and 

the lamp that lit my dark corner is out. A summons has come and I am ready for my journey.   

 

 

 

 

가. 중앙일보 2012.12.11.일자 김회룡 기자의 지적 

중앙일보 2012.12.11.일자에 타고르 ‘동방의 등불’ 우리 입맛대로 짜깁기했다니 입맛이 쓰다라는 김회룡 기

자의 기사가 나왔다. 

 

‘바닷가의 밤이 밝고/핏빛 구름의 여명 속에/동방의 작은 새 목청 높여/명예로운 개선을 노래한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1913년)한 인도 시인 타고르가 벵골어로 쓴 시다. 무엇을 노래한 걸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시다. 인도가 오랜 영국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을 안타까워하던 타고르는 당시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른, 같은 아시아 국가 일본에 호감을 가졌다. 1916년

을 시작으로 무려 5차례나 일본을 방문했다. 다도·꽃꽂이·하이쿠 등 일본 전통문화에 매료됐다며 “시심(詩

心)을 자아내게 하는 나라”라고 높이 평가했다. 일본 체류 중 강연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에 희망을 가져다주

었다. 우리는 이 해 뜨는 나라에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大)아시아주의를 외치던 일본 우익의 거물 도

야마 미쓰루(頭山滿)와도 친분이 있었다. 

 

이쯤 되면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을 기억하는 많은 한국인은 의아할 것이다. 교과서에도 실렸던 ‘동방의 등

불’은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빛나는 등촉의 하나인 조선’으로 시작해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

어나소서’로 끝난다. 일제 치하 조선을 위해 쓴 시라고 하니 한국인이라면 누가 봐도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라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그런 타고르가 일본 편이었다고? 

 

영문학자 홍은택(대진대) 교수가 계간 시 전문지 ‘시평’ 겨울호에 기고한 ‘타고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면 

궁금증이 상당부분 풀린다. 홍 교수는 고증을 통해 ‘동방의 등불’ 총 15행 중 처음 4행은 시라기보다 메모 형

태로 1929년 조선에 전해진 것이며, 나머지 11행은 누군가가 타고르의 작품 ‘기탄잘리 35’를 덧붙여 짜깁기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라는 마지막 구절은 누군가가 ‘기탄잘리’ 

원문에도 없는 ‘코리아’를 넣어 각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자의 권위에 기댄 엉뚱한 ‘짝사랑’이 일

제 시절,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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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타고르가 일본을 흠모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인 대상의 강연에서 “이 나라(일본)는 물질적으로는 진보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고, 군국주의화 경향도 우려했다. 그가 “일본이 인도에도 

야심을 품고 있는 듯하다. 굶주린 그들은 지금 조선을 잠식하고 중국을 물어뜯고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 

한 측면만 볼 게 아닌 것이다. 

 

80년 넘게 지속된 타고르에 대한 짝사랑 혹은 오해는 우리의 필요·콤플렉스와 외국발(發) 권위에 대한 맹종

이 버무려진 결과다. 엄혹한 일제시대엔 어쩔 수 없었다 치고, 요즘의 대한민국에선 이와 비슷한 촌극(寸劇)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나. 중앙일보에 그 뒤로도 타고르에 대하여 실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년)가 긴 잠에 든 날이다. 1912년 영문시집 『기탄잘리(Gitanzali)』

가 영국에서 나온 지 7개월 만에 그는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쥐었다. “그의 운율은 평

생 내가 꿈꾸던 세계를 보여 줬다.” 시집의 서문을 쓴 예이츠의 극찬에 힘입어 그는 동양의 시성(詩聖) 자리에 

올랐다. 기다란 흰 수염에 흰 천을 도포처럼 두른 사진 속 그의 풍모는 ‘바라만 봐도 거룩하고 고요한 기풍’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서구인들의 눈에 그는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서구에 동양의 지혜를 전해 줄 성자나 

예언자로 비쳤다. “우리 타고르 선생이 가장 영예 있는 노벨상을 받았으니 실로 동양 사람으로는 효시라. 선생

으로 말미암아 인도의 면목이 일신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동양인 전체의 명예라 할지로다.” 그의 시를 이 

땅에 처음 소개했던 진순성은 그를 ‘우리’로 불러 동일시했다. 강한 서구를 선망한 이 땅의 독자들도 서구가 인

정한 그의 시 세계에 환호를 보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는 등촉(燈燭)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

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 주요한의 번역으로 실린 ‘동방의 등촉’이란 그의 시는 

일제 치하 이 땅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준 격려의 송가로 해석됐다. 희망을 잃은 암울한 그때 우리

의 문화적 저력을 인정해 준 이 시구 하나로 그는 오늘까지 이 땅의 사람들 뇌리 깊숙이 ‘우리 편’으로 살아 숨 

쉰다. 

그러나 ‘바다 기슭에 밤은 밝고/ 핏빛 구름의 새벽에/ 동녘의 작은 새/ 소리 높이 명예로운 개선을 노래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을 찬양한 이 시는 타고르는 우군이었다는 고정관념과 충돌한다. 그

는 식민지 인도가 영국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을 러일전쟁에서 봤다. “일본은 아시아 속에 희망을 가져왔다. 

우리는 해 돋는 이 나라에 감사한다. 일본은 수행해야 할 동양의 사명이 있다.” 그때 그는 조선을 집어삼킨 일

본을 응원한 일본 편이었다. 그에게 일본은 서양에 필적하는 강자로 존중의 대상이었지만 식민지 조선은 동

병상련의 동정심을 자아내는 패배자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을 세 번이나 방문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

라에도 갔던 그는 조선 땅에는 발을 디딘 적이 없었다. 

타고르의 ‘일본 찬가’는 그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아전인수식 짝사랑에 지나지 않았음을 明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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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타고르의 일본에 대한 愛憎 

타고르가 일본을 좋아한다고 타고르의 시들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 

타고르도 국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타고르는 1916년 미국으로 가는 길에 처음 일본에 들러 석달 동안 체재한 후 세 차례 더 일본을 방문했다. 일

본인의 생활 양식과 풍경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일기에 그는 썼다. 

류시화 시인이 지은 기탄잘리(무소의 뿔 발간. 2017년)에 의하면 타고르가 이 시를 지은 경위가 다르다. 

“일본에 와서 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폭포처럼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호수처럼 조용하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그들의 시는 음악적인 노래가 아

니라 회하적인 시다” 

간결함을 특색으로 삼는 일본의 하이쿠에도 마음이 끌렸다 ............. 

일본인들은 타고르를 붓다의 탄생지에서 온 시인이며 예언자로 여겨 열렬히 환영했으나 이는 오래 가지 

않았다. 타고르가 곳곳에서 행한 강연에서 일본의 권력욕과 국가주의적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자 열기

가 식어버렸다. 특히 중일전쟁의 평가를 놓고 일본 시인 노구치 요네치로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은 유

명하다. 

 

나. 타고르의 조국 인도의 사정 

타고르가 생존한 당시 아시아가 서세동점의 거대한 세계사의 조류 속에 인도대륙이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

였던 상황이었다. 

그때 일본이 서양세력의 확산을 저지하였다는 일면도 분명히 있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던 무렵 중국의 손문선생이 영국에 있었다. 영일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영국이었다. 그런 영국이 러시아의 패전소식을 듣고는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

이었다는 것이다. 백인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가버렸다는 데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타고르의 마음속에 인도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영국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일면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하여 봅니다. 

 

다. 1870년 무렵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인도의 세포이 반란과 일본의 명치유신 

서양세력들이 동양으로 몰려 올 때 (西世東漸)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나섰고,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고 또 다른 백인세력인 러시아를 물리쳤다. 

명치유신에 대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있어서는 아니되는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어 그렇겠지만 

객관적으로 세계사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점이 없지 아니하다. 경영학의 구루(힌두교의 도사)로 불렸던 

피터 드러커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책에 아래와 같은 명치유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다.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1873년이라는 역사의 ‘경계’조금 전에 발생했다. 1857년의 세포

이 반란과 1867년 일본의 명치유신이다. 전자는 세계의 ‘서양화’는 결정짓게 하고, 후자는 ‘비식민지화’를 

결정짓게 했다. 세계사를 서양사에서 참된 세계사로 바꾼 것이 세포이 반란과 명치유신이었다. 일본이 2

부산지방변호사회•203



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전하였으나 서양을 아시아에서 추방하고 서양 식민지세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서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서양화된 비서양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계기가 일본의 명치유신이었다는 것이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타고르가 일시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다. 

앞서 문태준 시인도 지적한바 타고르도 그뒤 일본의 행태를 보고 실체를 파

악하고 타고르가 곳곳에서 행한 강연에서 일본의 권력욕과 국가주의적 집

단이기주의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 타고르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렸

다. 특히 중일전쟁의 평가를 놓고 일본 시인 노구치 요네치로와 격렬한 논쟁

을 벌인 것은 유명하다. 

타고르는 1915년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으나 1919년 4월 펀자브

주의 암리차르에서 영국군이 대규모학살을 자행하자 타고르는 강력한 항의하

는 편지와 함께 기사 작위를 반납했다. 

근본적으로 타고르가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일본과는 멀리하여 주기를 바라는 

심리도 성숙한 나라로서 우리들이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닌가생각하여 봅

니다. 

 

마. 타고르가의 여성들 

타고르가는 일본과의 인연이 우리나라보다는 깊은 것같다. 

타고르의 증손자인 샌팁 쿠마아르 타고르와 혼인한 일본 여성 타고르 에이코가 지은 ‘타고르 家의 여성들’이

라는 책이 1988년에 번역·출판되었다(유승국 옮김. 동환플라자 출판).   

샌팁 쿠마아르 타고르가 1957년 일본 문부성 국비유학생으로 쿄오토 공예섬유대학에 재학 중에 타고르 에

이코를 만나게 되었고, 곧 청혼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인도로 시집을 갔고 2딸을 두었다고 되어 있다. 

유승국교수는 타고르 에이코 집안과 世交가 있는 듯하다.  

타고르 에이코의 따님이 이 책의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출판된 데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책에 있었다. 

 

 

바. 송나라 소식(소동파)의 이야기 

우리 고려시대에 많은 문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송나라의 소식蘇軾(소동파)의 문장을 따르고 소식을 

흠모하였다. 

소식은 비범한 천재이고, 노력가로 만권의 책을 읽는(讀萬卷書) 함양涵養과 만리 길을 다니는(行萬里路) 경

륜經綸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고관으로 있을 때는 우국지사였고,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백성에게 다가가 보살펴 주었으며, 유배지

에서는 끼니를 위해 몸소 농사를 짓기도 하면 서민의 생활을 몸소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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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의 軾자는 소식의 식자에서 따온 것이고, 김부식의 동생의 이름은 김부철인데 그 철

자는 소식의 동생 소철蘇轍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소식은 고려의 사신들이 서적 및 금박을 구매하여 가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황제에게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하였다.(왕수이자오 王水照 지음 조규백 역 소동파평전 돌베개 2013년) 

소동파선생의 아래와 같이 시작되는 선시 ‘녹는 눈 위에 남긴 기러기 발자국 雪泥鴻爪는 애송하는 한시가운

데 하나이다. 

인간의 한평생이 무엇과 같은지 아느냐 人生到處知何似 

녹은 눈 위를 밟고 있는 기러기 발자국 같네 應似飛鴻踏雪泥 

 

소동파도 중국의 시인이고, 중국 송나라의 관리였다. 어쩔 수 없는 것같다. 

타고르에 대해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일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같은 입장은 어쩐지..... 

 

 

 

 

인도에서 ‘시인’을 의미하는 ‘카비’는 단순히 시인이 아니라 ‘신과 인간사이에 위치하는 선지자’를 의미한다. 타

고르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카비였다. 

타고르가 탄생하기 전의 인도는 정신적 사막지대로 창조성이 많이 부족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상실했고, 

문화적으로는 서구의 양식을 따르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구시대의 전통을 고수했다. 이런 인도를 변화시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긍심을 찾도록 이끈 지도자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람이 간디와 타고르이다. 

전인적 인격을 갖춘 타고르는 삶속의 예술가였다. 그의 사생활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그의 시처럼 정갈하

고 고결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시인이고 인도를 대표하는 시인이면서도 만년의 40년 동안 누추한 

시골 학교의 교장으로서 자족했다.(앞서 든 류시화의 책 244쪽) 

1912년 타고르가 자신의 시를 직접 영어로 번역해 출간한 <기탄잘리>는 개인

주의와 물질주의 어두운 면을 감지하고 있던 서구 지식인들과 문학 독자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듬해 타고르는 이 영역시집으로 노벨문

학상을 받았다. 

타고르는 2천 곡이 넘는 노래들의 작사, 작곡자이기도 하다. 그 중 영국 식민주의

자들이 벵골을 동벵골과 서벵골로 분리했을 때 불렸던 <인도의 아침>과 <나의 황

금 빛 벵골>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國歌가 되었다. 스리랑카의 국가도 그가 지은 

노래를 변형한 것이다. 

인도의 국부 모한다스 간디에게 ‘마하트마’(위대한 혼)라는 호칭을 붙여 준이도 타

고르이다. 

 

류시화시인의 책 232~233쪽에는 간디와 타고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사실 간디의 ‘비폭력’은 타고르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타고르는 ‘전 국민이 물레를 돌려 면옷을 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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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간디추종자들의 배타적인 슬로건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간디와 타고르 두 사람은 타고르가 먼

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타고르 사후에 간디는 샨티니케탄을 방문해서 

말했다. 

‘나는 타고르 선생과 나 자신의 차이를 찾으려고 마음먹고 왔다. 그러나 우리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놀라운 발견으로 끝났다’6) 

류시화 시인는 인도에서 상당한 기간 체류한 것같다. 그의 책에서 지금 인도에도 타고르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41년에 돌아갔는데. 

인도 콜카타에서 장거리 기차여행을 하다보면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린다. 무엇인가 그리움 같은 울림이다. 

노래에 이끌려 가 보면 열차와 열차를 연결하는 통로에 앉아 예닐곱 명 정도의 인도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무슨 노래냐고 묻자 타고르의 시라고 한다. 그렇게 타고르의 시는 벵골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노래로 불리

고 있다. 

타고르의 전기를 쓴 크리슈나 크리팔라니는 말한다. 

“서양 세계에 미친 타고르의 영향은, 그가 새로운 차원에서 동양을 이해시켰다는데 있다. 그 이전에는 동양이

란 서양인들에게 잉여자본의 투자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착취의 대상이었고, 서구제국주의의 야망이 

난무하는 무대였으며, 기독교 전파의 시장이었고, 기독적 자선의 실험장이었다. 때로는 고대 동양의 지혜를 

경외하는 서구 사상가나 학자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서구인들은 우월감을 지니고 동양을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가. 타고르 문학상, 

삼성전자가 인도 국립문화원과 함께 타고르를 기리기 위해 타고르 문학상은 2009년 말에 제정하여 2010.1

월에 첫 시상식을 하였다. 그에 관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빛나는 등촉(燈燭)의 하나인 조선/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너는 동방

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시인 주요한이 번역한 ‘동방의 등불(A Lamp of 

the East-Korea)’이란 시가 실렸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의 시다. 일제 치하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격려의 시

였다. 조선 민중은 그의 시에서 ‘조선이 부활해 빛나는 동방의 문화국가를 이룩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

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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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디의 손자 라지모한이 2006년 펴낸 한 남자와 그의 사람, 그리고 ‘제국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에서 간디와 타고르의 

조카딸 사랄라데비(Saraladevi)와 40년 동안 편지를 주고 받으며 정신적인 사랑을 나눴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12.28.자 조선일보 이인열 인도 특파원의 기사> 



  ▶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인도의 타고르가 수

상하자 그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동아일보사는 타고르에게 일본 강연 이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타고르는 일제의 방해로 조선 방문 요청에 응하지 못함을 무척 안타까워하며 도쿄지국장 이태로에

게 이 시를 써 주었다.7)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 대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던 독자들은 타

고르의 시를 읽고 또 읽었다. 영어로 된 원문을 번역한 주요한은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  그제 인도 뉴델리의 오베로이 호텔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타

고르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문학상은 삼성전자가 인도 국립문화원과 함께 타고르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말 제정한 상이다. 인도문학협회가 인도에서 사용하는 8개 언어로 쓴 작품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

정했다. ‘동방의 등불’을 헌시(獻詩)할 때만 해도 국권을 잃은 빈곤국이던 코리아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돼서 자신을 기리는 문학상을 제정한 것을 타고르도 지하에서 기뻐할 것이다. 

 

  ▶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은 같은 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말미에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을 인용

하면서 “오늘날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취와 국민적 역량에 존경을 표한다. 한국의 빛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에 한층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날에 80여 년 전 타고르가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보내준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기려본다. 

 

나. 타고르의 나라와 한국 

동아일보에 조태영 주 방글라데시 대사의 ‘타고르의 나라와 한국’ 라는 제하의 아래의 글도 타고르의 나라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동방의 등불’

이라는 시로 친숙한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인도인으로 알려져 있다. 타고르가 현재의 인도 땅인 

콜카타에서 태어났으므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타고르는 방글라데시인과 같은 벵골족이었다. 그의 노

벨상 수상작인 ‘기탄잘리’도 벵골어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방글라데시 국민은 타고르에게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타고르의 생전에 방글라데시라는 국가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그는 영원한 민족의 

대문호이다. 방글라데시 국가의 가사는 그의 글에서 인용한 것으로 내년 타고르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도 방

글라데시와 인도가 공동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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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류시화 시인이 지은 기탄잘리(무소의 뿔 발간. 2017년)에 의하면 타고르가 이 시를 지은 경위가 다르다. 1929년 타고르

는 캐나다 방문길에 잠깐 일본에 들렀다. 이 때 동아일보 도쿄 지국장이던 이태로가 그를 찾아가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

만, 이튼날 캐나다로 떠나야 하고 인도로 돌아갈 때도 일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타고르는 미안

한 마음에, 다음 날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이태로에게 위 시를 써주었다.(240~241쪽) 



방글라데시는 방글라어(벵골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다. 방글라데시 하면 인구밀도 세계 최고, 

홍수 등 빈번한 자연재해, 저소득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6000만 명으

로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사회 인프라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 특히 ‘디지털 방글라데시 2021’을 모토로 정보통신 분야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중간소득 국가를 이룩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착실히 진행시

키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테러와의 투쟁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방글라데시의 과감한 변화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16일부터 3일간 공식 방한한다. 방글

라데시 총리로는 15년 만이다. 하시나 총리는 국부(國父)인 무지부르 라만 초대 대통령의 장녀이다.  

 

우리와 방글라데시는 1973년 수교 후 문화적 정서적 역사적 유사성을 토대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국

의 언어는 어순이 같으며 문법도 유사하다. 우리의 쌀을 그들은 ‘짤’이라고 하며 밥을 ‘받’이라고 한다. 강(江)은 

‘강’이며 몸의 ‘배’를 ‘M’이라고 한다. 서남아 국가이면서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 자녀교육과 

학문에 대한 열정 등 같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방글라데시 수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의류 및 섬유 분야에서 양국은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

시 의류산업의 기반 조성에 우리 기업이 큰 기여를 했다. 지금도 1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의류와 섬유 관련 산

업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의 야심 찬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한국 기업의 투자도 정보기술(IT) 에너

지 조선 전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1의 항구이자 제2의 도시인 치타공에서는 한국 기업이 한국수출가공공단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단이 완성

되면 1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35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필자가 방글라데시의 고위인사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벤치마킹 대상’

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더 많은 투자와 기술 이전을 해서 방글라

데시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섬유제품 황마 농산품 등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입

을 늘리기를 바란다. 현재 12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 간 교역에서 한국이 10억 달러가량의 흑자를 보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문화적으로 대단한 전통과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인더스 문명에 속하여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

했을 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시 등 현대예술에 있어서도 놀라운 수준을 자랑한다. ‘동방의 등불’인 한국과 ‘서

남아의 등불’인 방글라데시가 함께 힘차게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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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시절 1960년대에 만난 타고르의 시, 그리고 그 뒤 접할 수 있었던 타고르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절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은 큰 위안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열매따기에 있는 ‘나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자 축원을 올리게 마옵시고, 위험을 당하여도 두려움 없기를 축

원케 하옵소서’라는 구절을 비롯하여 여러 시들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커다란 위안을 받았고 지금도 은은한 여

운이 남아 있다. 

그 사이 유영교수가 번역한 타고르에 관한 책들을 통하여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번에 류시화 시인8)이 번역

하여 출간한 ‘키탄자리’는 타고르에 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많은 것을 일러주었다. 

특히 키탄자리의 영어원시 전문을 소개하여 좋아하였던 키탄자리의 영어원시를 읽어 볼 수 있어 좋았다. 그

리고 타고르의 둘째 형이 판사였고, 타고르는 처음 런던에 갔을 때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였다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저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젊고 우수한 변호사분들에게 타고르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거의 이름조차 모

르는 것같았다. 

그만치 세월이 흘렀고, 세상도 변했다는 것이다. 

1913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스위스의 시골농부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었던 점이 잔

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노벨상 수상자 예이츠, 아인스타인, 큐빌러 로스, 

소노아야꼬 등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시인이 타고르이다. 타고르는 지금도 가까이하고, 많은것을 배워야 할 시인이

라고 하겠다. 

타고르는 아시아에 西世東漸의 험난한 파도가 휩쓸고 있을 때 아시아 아니 세계의 - 적어도 정신세계에서 히

말라야 산맥 같은 존재이었고, 지금도 그런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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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류시화시인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지난 날 셰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여 유려한 필치로 번

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중국 판사출신 오경웅의 ‘禪의 黃金時代’, ‘티베트 死者의 書’,지브란의 ‘예언자’, 퀴블러 로스의 

‘인생수업’, 잠언시 모음집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시가 납

치하다’, 일본 하이쿠에 관하여 ‘한 줄도 너무 길다’, ‘백만 광년의 고독 속에서 한 줄의 시를 읽다.’ 등등 필자가 알고 있는 

책만도 상당히 많다. 모두 두고 두고 읽을 만하고 정신의 滋養分이 될 만한 책들이다.



글● 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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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한 편씩 페이스북에 끄적인 글들 중 몇 개를 모아 봤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교훈도 감동도 

없는 객쩍은 글들입니다. 그냥 심심풀이 재미삼아 쓰윽 한번 읽어보시고 바쁘시면 건너뛰어도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읽어보고 흥미를 느껴 다른 글은 없나 궁금해 하는 독특한 취

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저의 페이스북 계정을 팔로우(follow)하시면 보다 많은 쓸데없는 글들

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글을 쓴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로 나름 마감시한도 정하고, 스스로에게 원고료도 주면서 진

지하게 쓰고 있다. A출판사 K사장님이 나중에 내 글을 엮어 에세이집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건 

순전히 나의 바람일 뿐이다. 

 

글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 중 하나인 사회관계형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함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자아를 탐색하는 고독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 ‘소

통’이다. 타인과의 소통, 나 자신과의 소통. 

 

오늘은 후자에 관해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왜 전자를 먼저 논하지 않느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후자

라고 먼저 써버렸기 때문이다. 늘 전자부터 먼저 말하는 암묵적 통념을 과감히 깨버리고 싶은 비장한 결

의도 1%쯤 섞여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성별, 나이, 직업, 혼인유무 등을 떠나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와 먼저 

페이스북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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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잘 되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해진다. 그러기 위해선 고독의 동굴로 홀연히 걸어 들어갈 수 있

는 대범한 용기가 필요하다. 

 

고독의 동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여럿 있는데, 밥 먹기, 영화보기, 쇼핑하기 같은 것들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완벽하게 차단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글쓰기는 오롯이 나 혼자 

고립될 수 있는 최적화된 유희 중 하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아를 탐색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고독의 동굴로 들어가 글을 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한참 모니터를 노려보면 얼굴이 새빨개진 모니터는 수줍은 듯 미소를 띠

며 내게 말을 건넨다. 

 

“오늘밤 저를 당신 마음대로 다루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순간 샘솟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애써 억누른 뒤 자판을 두드리며 모니터와 거칠게 사랑

을 나눈다. 

“이리와 ~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잉태된 글이 말간 얼굴로 태어나 지금 그대 앞에 놓여있다. 나는 아기를 출산한 산모의 심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동정을 살핀다. 평가와 반응은 독자들의 몫. 그러나 고독한 작가는 크게 괘념치 않는다. 

그저 원고료를 지급하고 다음 마감 때까지 또 어떤 사랑을 나눌지 고민할 뿐. 

 

그나저나 이번에는 원고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 

카드도 되나요. 

 

* 요즘은 불경기라 원고료도 많이 떼먹었습니다. 침체된 경기는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요. 

 

 

 

 

틈나는 대로 글을 쓴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로 나름 마감시한도 정하고, 스스로에게 원고료도 주면서 진

지하게 쓰고 있다.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 중 하나인 사회관계형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다 쉽게 

말하자면 타인과의 소통이다. 

내가 누구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랜만에 페이스북 친구목록을 살폈다.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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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그 중 절반 이상은 지난 1년 이상 나의 글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자들이라 읍참마속의 심

정으로 친구끊기를 하려던 찰나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가 난색을 표하며 말렸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지 않았을 뿐 꾸준히 당신의 글을 읽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두라고. 

 

생각해보니 어쩌다 가끔 연락이 닿았을 때 “네 페북 글은 잘 보고 있어”라는 인사치레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 저커버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래도 무릇 소통이라 함은 SMCRE 과정을 거친 쌍방향 커뮤니

케이션이라고 학부 1학년 언론학개론 시간에 배운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기에 나 역시 이번 기회에 인사

를 건네며 안부를 묻고자 한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노래방에 가고 싶어졌다. 역시 노래방에선 애잔한 창정이 형 노래지. ‘소주 한잔’과 ‘이미 나에게로’

를 연달아 부르고 ‘내가 저지른 사랑’으로 성대결절 직전까지 경험한 뒤 ‘그때 또 다시’로 차분하게 마무리

하며 나오고 싶다. 

 

* 이제는 더 이상 창정이 형의 노래가 애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18년 연하의 미모의 요가강

사와 재혼을 했기 때문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혼자 밥을 먹었다. 생일엔 역시 혼밥이지. 생일날 혼자 밥을 먹는 것만큼 서러운 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하수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먹는데 눈치 볼 게 뭐람. 

 

이번엔 마흔이라 좀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다. 분식집이나 국밥집 같이 쉬운 곳은 싫었다. 패밀리 레스

토랑을 고려했으나 내 취향이 아니라서 패스. 뷔페도 고민했으나 나는 소식주의자니까. 

 

결국 고깃집을 택했다. 그것도 저녁시간 붐빌 때에. 혼밥에 임하는 기본자세는 당당함이다. 절대 주눅 들

어서도 안 되고 소심해질 필요도 없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빨리 먹고 나갈 필요도 없다. 그러다 자칫 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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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니까. 

곱게 마블링 된 고기를 한점 한점 정성스레 불판에 구우며 문득 김형을 떠올렸다. 고시생 시절 ‘독고다이’

라는 닉네임을 쓰며 유유자적하던 전설의 인물이었다. 신림동 고시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김형은 내

게 혼밥을 못하면 합격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했다.  

 

형은 혼밥은 물론이요 혼공(공부), 혼술(음주), 혼영(영화) 등 모든 것이 홀로 능수능란했다. 언론에서 혼밥 

문화를 떠들어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다. 독고다이 김형은 가히 혼밥의 선구자였다. 

 

형의 조언 덕분에 나는 운 좋게 3년 만에 신림동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형의 소식을 듣지 못

했다. 외로움에 못 이겨 청량리 역 앞에서 프리허그를 한다는 뜬소문도 들렸다. 

 

된장찌개로 식사까지 여유 있게 마치고 고깃집을 나왔다. 사장님의 눈빛은 신기함에서 어느덧 대견함으로 

변했다. 라고 나는 느꼈다. 마흔 살 생일을 자축하는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 나오니 여기저기서 축하 문자

가 왔다. 이 정도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간 세상 헛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안도감이 든다. 

 

10년 뒤 쉰 살 생일에는 4인 그린피를 내고 혼골(골프)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다.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 그런데 부산 인근에 1인 라운드가 가능한 골프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스크린이라도..... 

 

 

 

 

혼자 영화를 봤다. 생일엔 역시 혼영이지. 생일날 혼자 영화를 보는 것만큼 서러운 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하수다. 내 돈 주고 내가 보는데 눈치 볼 게 뭐람. 

 

일찌감치 들어가 맨 뒷자리에 똬리를 틀고 앉았다. 전방을 주시하며 들어오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어본다. 

순식간에 검은 별들이 촘촘히 은하수를 이루었다.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의 심정으로 흐뭇하게 내려다보

던 찰나, 샛별 하나가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안착했다. 베르가못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코끝을 찔렀다. 고

독과 관능이 뒤섞인 격정의 향기였다. 

 

도저히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영화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을 거쳐 결말로 치닫는 동안 격정의 향기

는 시시각각 변하며 공간을 요동쳤다. 영화의 결말보다 그 향기의 정체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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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자마자 샛별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지금 따라 나가 물어보지 않으면 평생 답답하게 살 것 같은 두

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도저히 말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먼저 “저기 ~ 혹시 황민호 변호사님 아니세요? 얼마 전에 TV에 나온 거 봤어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라고 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난 그저 저만치 멀어져가는 샛별

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잔향의 끝을 붙잡고 당장 1층으로 내려가 향수 매장을 헤집

고 다녔다. 산삼을 캐는 심마니가 되어 한참을 뒤지고 다닌 끝에 그 향의 정체는 J사의 E향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도 모르게 심봤다라고 외칠 뻔했다. 

 

귀하게 획득한 보물을 품에 안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작은 유리병을 매만지며 상념에 젖어있다 한 줄기 

공중에 분사했다. 중년의 고독과 관능이 뒤섞인 격정의 향기였다. 숱한 이별과 좌절의 시간들이 떠올라 순

간 울컥했다. 잔잔한 아픔의 상흔들까지 다독여주는 위로의 향기였다. 마흔에 이르러 드디어 나의 향을 찾

아낸 거다. 마흔 살 생일에 귀한 선물을 선사해준 어느 이름 모를 샛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 처음 사서 신나게 뿌리다 얼마 못 가 구석에 처박아두었습니다. 인공적인 향기란 이렇듯 쉽게 

질리기 마련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쇼핑을 좋아한다. 무리지어 하는 쇼핑은 꼭 후회를 남기기 때문이다. 군중심리가 작동해 불필

요한 것을 구매하기도 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짓말에 속아 더러는 금방 버려질 물건을 사기도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물건과 명징하게 숫자가 각인된 영수증을 보며 철없고 비루했던 그날의 쇼핑을 반성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혼자 하는 쇼핑은 나의 거칠고 무자비한 욕구를 단정하게 정돈해

줬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 쇼퍼로 변모한 거다. 

 

쇼핑의 윗길이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신세계였다. 혼쇼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진중하게 자아를 탐색하는 

경건한 시간이다. 특정 품목을 정해놓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운명과도 같은 만

남을 기다린다. 마치 먼 거리 기차여행의 옆자리 주인공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배회하다 아무 것을 낚지 않아도 결코 공허하지 않다. 진정한 사냥꾼은 다음을 도모할 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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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낙담하지 않는다. 그러다 운명처럼 기가 막힌 물건을 만날 때가 있다. 시간이 멈춘 듯 동공에 경련이 일

어나고 심장이 파릇파릇 떨린다. 그런 날은 말 그대로 대어를 낚은 날이다.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 영국산 남성 필라테스 옷이었다.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의 브리프케이스나 화

려한 볼로냐공법으로 마감한 레이스업 슈즈도 아닌 한낱 운동복이라니. 하지만 첫사랑에 눈이 먼 자에게

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법. 아래위로 두 벌씩 적절한 배색으로 과감하게 질렀다. 가격도 마누라

에게 책잡히지 않을 만큼 과하지 않았다. 

 

집으로 와 한참동안 전리품을 바라보다 다시 착용해봤다. 세상 건강한 남자가 듬직하게 거울 앞에 서 있

었다. 당장이라도 스쿼트를 100개쯤 하고, 곧이어 플랭크 자세로 가벼운 소설책 한 권을 독파할 수도 있

을 것 같았다. 그날의 기쁨을 기록으로 남기며 나는 다음 사냥의 채비를 한다. 외로운 늑대의 고독한 쇼핑

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 이 날의 쇼핑 하나가 올 한 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영국산 필라테스 운동복. 얼마 전 쇼핑의 사냥터에서 극적으로 획득한 전리품이다. 호객 하나를 낚은 점

원은 계산을 마치며 무운을 빌어주었고, 나는 한동안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옷장에 걸

어놓고 감상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물건이었다. 그래서 며칠 후 결단을 내렸다. 필라테스 수업을 받아

보기로. 

 

가족을 제외하곤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너무 민망하고 망측해서. 한 달만 대충 하다 그만두려 했다. 그럼 

아무도 모를 것이고 인생의 기록에서 스리슬쩍 지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재

등록을 하고 말았다.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본능적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필라테스에 대해 나

는 한참 잘못 알고 있었다. 얄궂고 남세스러운 운동이 결코 아니었다.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에게 필수적

인 운동이라 감히 단정한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정도의 미세한 복근도 생겼다. 매일 수십 세트씩 반복한 스쿼트 자세로 하체의 힘

도 깊고 단단해졌다. 허벅지가 굵어져 양복을 입은 채 양말을 신기가 버거울 정도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

리와 목, 어깨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고질적인 편두통까지 사라졌으니 이런 만병통치약이 또 어디에 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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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간의 망측함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어 고민 끝에 종목을 바꿨다. 1대 1 퍼스널트레이닝(PT)으

로. 나는 원래 1대 1에 강하다. 운동이든 사랑이든. 이제부터 일주일에 세 번(월,수,금)은 운동과 뜨겁게 사

랑을 나눌 예정이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대로 엉덩이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 마치 대추 한 알을 물고 있는 것처럼 단단하고 야무지게. 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학

생이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고 스쿼트나 몇 세트 더 하고 자야겠다. 생각만으로도 근육의 섬세한 결들이 심하게 요

동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엉덩이가 튼튼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 2018년,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다. 

  

*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건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

니다. 우리 모두 운동합시다.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운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하루라도 빠지면 금단현상이 일어나 초점 잃은 좀비처

럼 어슬렁거린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사이 많은 걸 느꼈다. 운동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서 해야 한다는 것. 돈을 투입해야 아까워서라도 가게 된다는 것. 살은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빼

는 거라는 것. 남자의 자신감은 단단한 하체와 다부진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것. 

 

물론 운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해본 사람은 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한계점

에 다다랐을 때 하나를 더 하느냐 거기서 멈추느냐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죽기살기로 

버텨야 비로소 미세한 잔근육들이 결을 따라 형성된다. 6개월 운동의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결과물로 나타

났다. 군살이 사라졌고, 하체가 탄탄해졌다. 저질체력이 중질을 거쳐 고질로 변모하고 있다.  

 

이게 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달인 김선생님 덕분이다. 김선생님은 육중한 덩치에 장대한 골격을 갖춘 전문 

트레이너로 ‘빅선생님’으로도 불린다. 운동 외에는 일절 말이 없으며, 흡사 군대 호랑이 조교를 연상케 할 

만큼 혹독한 트레이닝 전법을 구사한다. 가끔은 내가 사육사에게 조련당하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 들 정도

로 가혹하게 몰아 부친다. 

 

김선생 아니 빅선생님은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한번은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 다음날로 미루고 싶다는 카톡을 보냈다가 혼쭐이 났다. “회원님 ~ 운동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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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곤란합니다.” 순간 나는 신성한 운동을 불경시한 천하의 죄인이 

되어 중요한 모임에 불참을 통보하고 말았다. 더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둘러대면서. 그날은 패널티를 먹

어 평소보다 더 무게를 늘려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야만 했다. 무거운 쇠사슬을 짊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던 중세시대 노예만이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운동을 통해 건강의 참맛을 느끼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몸짱

이 되고픈 생각까지는 없고,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몸매를 보여주지 말자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 시작할 땐 현미경을 들이대야 겨우 보이던 미세한 근육들이 이제는 돋보기만 갖다 대도 보일 정도

로 제법 듬직하게 형성되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변호사를 그만두면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는 상상도 감히 해

본다. 하지만 마누라는 100세가 되기 전까지 은퇴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한다. 갑자기 저녁 먹은 게 탁 

걸려서 안 내려간다. 운동이나 열심히 해야지. 

 

* 운동시간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은 강박에 이르게 되었고, 강박은 이윽고  

   망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운동을 시작한지 6개월하고 일주일째다. 호랑이 트레이너 빅선생님은 여전히 말이 없다.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도 여전하다. 겨우 사정을 해 주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철저한 시간 준수를 단서조항에 넣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보다 더 화끈한 원샷 타결이었다. 

 

이제 난 월,목 저녁 8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쇠사슬을 짊어지러 가야 한다. 전쟁이 터져도, 태풍

이 불어도, 다리가 부러져도 예외 없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불가침한 약속이니까. 무거운 쇠사슬

을 짊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던 중세시대 노예만이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대통령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 마시길). 국가 원수로서 누구보다 체력이 중

요하기에 PT도 꾸준히 받고 있다. 지난주엔 시진핑이 방한해 한중정상회담을 했다. 홍콩반점에서 저녁 만찬

을 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아뿔싸. PT가 있는 날인 걸 까먹었다. 부랴부랴 빅선생님께 카톡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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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시주석이랑 짜장면 파티를 하기로 해서 운동을 내일로 좀 미뤄야할 것 같아요.” 

한동안 답이 없었다.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다. 1시간 후 답이 왔다. 

“회원님 자꾸 이런 식으로 약속을 변경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한번만 봐드릴 테니 다음부턴 주의해주세요.” 

 

불편한 마음을 안고 홍콩반점에 도착했다. 짜장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안 될 지

경이었다. 이런 나의 맘도 모르고 시주석은 거나하게 취해 폭탄주를 돌렸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

다” 이러면서. 무거운 쇠사슬을 짊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던 중세시대 노예만이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땡처리 항공권을 극적으로 구매하고 비상구 앞으로 좌석지정

까지 마친 뒤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아뿔싸. PT가 있는 날인 걸 까먹었다. 이번에도 미루면 어떤 사달이 

날지 불을 보듯 뻔했다. 

 

하지만 트럼프 역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벌써 트위터에 “He is my friend. Welcome to 

USA”라고 써갈겨놨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과감히 방미일

정을 전격 취소하고 말았다. 무거운 쇠사슬을 짊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던 중세시대 노예만이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나를 친구라 불렀던 트럼프는 하루 만에 트위터에 “Bullshit, Fxxking guy 

Mr.Hwang”이라 썼고, 순식간에 전 세계 1억 명이 리트윗했다. 나는 히틀러, 후세인과 함께 세계 3대 타

노스급 악의 축으로 명명되었다. 내 사진은 갈기갈기 찢겼고 곳곳에서 화형식이 거행되었다. 

 

국내에선 몇 년 만에 다시 탄핵의 광풍이 불었다. 건국 이래 최초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었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을 방불케 

하는 국민대통합이었다. 촛불과 태극기의 열기는 어느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까지 퍼져갔고, 정

전 협정 이후 남북한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떼창했다. 

 

고립무원. 나는 홀로 스타벅스 2층 구석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여론의 추이를 살폈다. 그 사이 와이

파이 문제로 점원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와이파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곳에 앉아 나는 일

생일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로. 성명서를 작성해 몇 번의 퇴고를 거친 뒤 비장

한 심정으로 페북에 올렸고, 수많은 페친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었다. 나도 여러분이 좋아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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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남북한은 평화통일이 됐고, 노벨재단은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아

니 뭐 이런 걸 다... 어쨌든 황민호는 상이란 상은 다 좋아하기에 시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행 비행기를 끊

고 비상구 앞으로 좌석지정까지 마친 뒤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아뿔싸. PT가 있는 날인 걸 까먹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과감히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는 기자

회견을 우리 동네 스벅 2층에서 열었다. 그리곤 차를 몰고 빅선생님이 있는 짐(gym)으로 달려갔다. 운동

을 며칠 쉬었더니 오늘따라 유난히 쇠사슬이 버겁군. 무거운 쇠사슬을 짊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던 

중세시대 노예만이 내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 재미삼아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밤에도 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중독, 건강한 중독이라고나 할까요. 후훗~ 

 

 

 

 

아이들을 깨워서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다. 그 사이에 엄마, 아빠도 씻고 먹고 치우

고 회사 갈 준비를 한다.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4인 가정의 아침이 있는 삶. 

 

그래서 아내가 신메뉴를 개발했다. 일명 누룽지 죽. 누룽지 외에 그 어떠한 재료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누룽지 본연의 맛이다. 조리법이 간단하고 뒤처리도 깔끔하다.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출근길에 벌써 허기를 느끼는 게 단점이지만. 

 

매일 아침 병실에 누운 환자의 심정으로 누룽지를 흡입한다. 구수한 향이 식도를 따뜻하게 감싸며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질 때 나는 이런 기가 막힌 음식을 개발해낸 선인들의 지혜에 감탄을 내둘렀다.  

 

하루 삼시세끼 남편을 위해 음식을 차려 바쳐야 했던 조선시대 아낙들의 고뇌와 매일 카레만 먹어서 강황

장애에 걸릴 것 같다는 김형의 배부른 푸념과 이거라도 해주는 게 어디냐며 감지덕지하는 나의 안도와 감

사가 한 데 버무려져 누룽지는 그 자체로 완벽한 천국을 이루었다. 

 

조만간 수요미식회에 소개될 것이 분명하다. 내일 아침에 먹을 누룽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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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실 일이 있거든 절대 누룽지는 주문하지 마세요. 그건 뭐랄까 정말 잔

인한 고문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여신과 함께 살고 있다. 바쁘다 보니 이 황송한 상황을 종종 까맣게 잊고 산다. 배은망덕하게도 더러는 은

근하게 까는 글도 제법 썼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칭찬일색으로 한번 써보려 한다. 

 

우선 여신님은 요리를 좋아하신다. 온갖 요리책이 즐비하고 냉장고는 언제나 신선한 재료들로 넘쳐난다. 

조리도구도 각양각색이어서 수납이 어려울 정도다. 실험정신은 또 어찌나 투철하신지. 매번 색다른 요리

에 도전하면서도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실패의 잔재 앞에 외로이 서서 청산하는 건 나의 몫. 어제 아침에 나왔던 정체불명의 해물탕은 트라우

마로 남아 온종일 내 귀에 속삭였다. 맛있지, 맛있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은 식빵으로 해결하고 왔다. 

속이 한결 가볍고 편하다. 

 

여신님은 또한 쇼핑을 즐기신다. 워킹맘의 고충을 인터넷 쇼핑으로 달랜다. 업무와 육아의 스트레스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절정으로 치닫다 마우스 클릭 한 번에 극적으로 해소된다. 그렇게 해소된 결과물이 매일 저

녁 석간신문처럼 집으로 배달된다. 능수능란하고 자유분방하며 전방위적이고 물량공세적인 쇼핑이다. 

 

아마 우리 아파트에서 박스를 가장 많이 내놓는 집을 꼽으라면 3등 안에는 족히 들 거다. 박스를 한 아름 

안고 분리수거장으로 갈 때 나를 바라보는 경비아저씨의 눈길은 아득하고 애처로웠다. 우린 서로의 슬픈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머쓱하게 눈인사를 나눈다. 오늘 저녁 퇴근하면 또 어떤 택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몹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신님은 일을 사랑하는 멋진 여성이다. 대충 이름만 올려놓고 용돈 삼아 월급을 받는 수준이 

아니다. 가업승계의 꿈을 안고 학부도 기계과를 나왔고, 영국 유학과 S대 MBA까지 다녀온 재원이다. 하

지만 이론과 현장은 많이 달랐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일은 북핵 문제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

신님은 종종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스트레스를 속으로 삭이고 가슴에 담아

두면 화병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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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게 가끔은 나를 향해 일갈하는 소리로 들려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난 <AB형 아내와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을 들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간다.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마침내 성취해내는 

여성의 뒷모습은 늘 아름답다. 우리 여신님처럼. 

 

아, 쓰고 보니 처음 의도에서 다소 벗어난 느낌이네. 이번에는 정말 칭찬일색으로 쓰려 했건만. 그래도 이

런 나의 마음을 자비하신 여신님은 능히 헤아려주시리라 믿는다.  

기쁜 마음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며 여신님을 추종하고 섬기는 행복한 시지프스가 되리라 다짐한다. 그러

려면 먼저 이두근과 광배근의 힘부터 길러야겠군. 

 

* 웃자고 쓴 글입니다.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아내가 해주는 요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요. 

누룽지만 빼고..... 

 

 

 

며칠 전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투었다. 아내가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라고 한 말을 “쓰레기 같은 놈 좀 

꺼져주세요”라고 잘못 들어 생긴 어이없는 오해였다. 원래 인간은 거짓보다 진실을 들었을 때 더욱 분노

하는 법이니까. 가벼운 말다툼은 어느새 격앙된 언쟁으로 번졌고, 나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해 

황급히 집을 나왔다. 

 

일단 나오긴 했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었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훑어봤으나 통화버튼을 누를 만한 

사람도 없었다. 평일 밤 그 시각에 도대체 누굴 만나 무얼 한담. 자동차 시트를 뒤로 젖히고 오만 생각에 

잠겨있다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나는 행선지도 없이 무작정 자동차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래서 

다들 ‘애마’라고 부르나 보다. 애마는 거친 들짐승으로 변모해 광속의 질주를 펼치더니 이내 숨소리를 죽이

며 정숙하고 유연하게 미끄러져 나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눈을 떠보니 골프연습장이었다. 이 녀석이 오밤

중에 왜 날 여기로 데려왔지. 그때 문득 고향 선배 유신이 형이 생각났다. (참고로 제 고향은 경주입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하던 형은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으나 며칠 후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말은 여느 때처럼 형을 기생집으로 데려

갔고 화가 난 형은 칼을 꺼내 애마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도대체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 너무 불쌍했

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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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폭염 속 라운드에 더위를 먹어 스코어도 잃고 돈도 잃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바람에 그 날 이후 

당분간 골프를 끊기로 굳게 다짐했건만 나의 애마는 그래도 채를 놓지 말라고 나를 기어코 골프연습장에 

데려간 것이었다. 무릇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법. 한번 다짐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순 없지. 

 

나는 고향 선배 유신이 형의 심정으로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애마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알~ 

부우~~ 그으~~음~~~”이라고 외치는 애마의 외마디 비명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맞아. 

아직 할부금이 많이 남았지. 역시 난 큰 인물은 못 되나봐. 그리고선 연습장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매트를 

패대기치다 나왔다. 

 

연습장을 나오니 어느덧 밤 11시.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애마가 라이트를 켜며 나를 반겼다. 이 죽일 놈의 안

도감. 나는 다시금 애마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 잠결에 애마의 속삭임이 어슴푸레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집에 오니 아내와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쓰레기봉투를 짊어지고 아파트 분리수거장

으로 갔다. 경비아저씨의 애처로운 눈빛에 옅은 미소로 화답해드렸다. “너도 거기서 같이 자 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아저씨가 혼자 중얼거렸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모처럼 별이 또렷하게 빛났다. 열대야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밤

이었다. 2018년 어느 한여름 밤의 소동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게 다 마누라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서 

생긴 일이다. 

 

* 자고로 남자는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무탈하다고 하지요. 마누라, 캐디, 내비게이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남긴 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늙어서 네 옆에 남는 건 마누라밖에 없다. 마누라한

테 잘해라. 

 

 

 

 

집행부 홍보이사 임기 2년을 마쳤다. 처음 1년은 어리바리 우왕좌왕 흘러갔고, 다음 1년은 의욕만 앞선 

채 우물쭈물하다 금방 지나가버렸다. 면목이 없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말하는 것도 송구스럽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회무에 민폐를 끼치는 일은 한번으로 족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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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고 느꼈다. 다수가 부지불식간에 향유하며 느끼는 편의와 혜택이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요동쳤다. 그 혜택을 누리고도 당연한 듯 여기며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불만을 토로했던 지난날을 반성했다. 

 

부산 회 회원 수도 머지않아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회무도 많아질 테고, 집행부가 할 

일도 늘어날 것이다. 잘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혹여 실수하더라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

리 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년 동안 홍보이사를 맡으며 2권의 ‘부산법조’와 20권의 ‘소식지’를 발행했다. 내 책을 출간하는 심정으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막상 내놓고 나면 회원들의 평가와 반응에 내심 조마조마했다. 이제는 편집인의 지위

를 내려놓고 예전처럼 평범한 회원의 자리로 돌아가 편안한 마음으로 소식지를 펼쳐 볼 생각이다. 

 

이제 내 나이 마흔. 벗어날 수 없는 복잡한 관계 속에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졌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론가 훌쩍 떠나는 것이 용기가 아닌 무책임으로 비난받을 때다. 그러는 사이 남자의 원초적 욕망은 철저

하게 억압되고 거세된다.  

 

그래서 최백호의 <불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던 노랫말이 선연하게 각인되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구슬픈 가락의 애절함에 빠져 홀로 감상주의에 머물러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순간 노래는 더 이상 노래로 들리지 않았다.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확신할 수 있을까.  

 

유혹을 피하고 욕망을 억누르는 일. 마흔에 대처하는 나의 서글픈 포부와 각오다. 그래서 다시 최백호의 노

래를 꺼내든 거다. 잃어버린 것들과 다시 못 올 것들에 대하여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는 굳은 심지랄까. 그

날이 오기까지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으며 도라지 위스키에 취해보고 싶다. 

 

* 56대 집행부와 홍보위원회, 소식지편집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글● 조진제 변호사  

부산은 왜 부산(釜山)일까? 

산(山)자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어느 산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런 이름

의 산이 보이지 않는다. 산 중에서도 그 생긴 모양이 가마솥처럼 둥그스름하고 넓적하고 펑퍼짐한 그런 산이라

면 가마산(釜山)이라고 이름붙일 만한데 그렇게 생긴 산이 없다. 금정산, 장산, 금련산, 황령산, 백양산, 구봉산, 

구덕산, 승학산, 봉래산, 배산, 백산까지 아는 산 이름을 죄다 읊어보아도 모두가 뾰족하거나 길쭉하거나 하여 

도무지 가마솥이 연상되지 않는다. 아무튼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부산의 산세나 지형을 보고 

가마솥을 연상한 나머지 부산이라는 지명을 지어 붙인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자. 

 

어릴 적 나에게는 부산이 참으로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 

내가 살던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전차(電車)가 땡땡거리면서 다니고, 자동차나 사람이 큰길을 비좁게 만들면서 

번잡하게 왕래하고, 귀한 바나나나 오댕, 쇼빵(식빵을 그렇게 불렀었다)을 얻어먹을 수 있고, 다른 무엇보다 

시원하게 트인 바다와 바닷가 하얀 모래밭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 모래밭을 맨발로 걸으면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그 수평선 너머 외국, 일본이나 미국, 영국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러났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무역상이나 외교관이 되어야지.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장사꾼이 되기는 싫으니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폼나는 외교관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 외교관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어릴 적 나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으로 낙찰되었다. 초량 뒤쪽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에서 

부산항 바다를 드나드는 무역선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나는 장차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Thank you,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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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되고자 하면 그 어렵다는 고시를 합격하여야 하고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할 터

이니 시골에서 공부하여 가지고는 안 되겠고 부산으로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나의 뜻이 부모님께 

전달되었는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공부 열심히 한다고 영어 담당이던 담임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예뻐하셨다. 영어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충분하지는 않으리라. 외교관이 되고자 하면 일본, 미국, 영국의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꿇리지 않을 정도의 

교양도 갖추어야 할 터이니 독서도 많이 하자. 좀 수준 높은 책이 뭘까? 어른들 읽는 사상계(思想界)라는 월간지

를 구해서 읽자. 영어실력이 좀 더 붙으면 타임이나 뉴스위크도 구해서 읽어야지. 지금 생각하면 꽤나 건방지고 

조숙한 태도이지만 그때는 사뭇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 담임선생님이 나더러 상업고등학교나 공업전문학교로 진학하라고 권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의 형편을 고려하면 그런 데로 진학하여 일찍 취직하고 돈을 버는 것이 부모님은 물론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모님도 은근히 반대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그 말에 다소곳이 따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꿈꾸는 외교관이 될 수는 없으니까. 고집을 부려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구봉산 자락의 고등학교에 들어가 매일같이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자 한발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영어공부 이외에 독일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고시에 합격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사고가 생겼다. 공부에 싫증이 나버린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에 걸친 1년간 

공부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몇몇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 달리 나쁜 짓이 아니라 그 나이에 

책가방을 둘러메고 학생복을 입은 채로 월사금을 털어 술집을 찾아다닌 것이다. 전포동 뒷골목 철뚝가 니나노

술집을 전전하며 사흘들이 동동주 퍼마시고 젓가락장단에 맞추어 고래고래 유행가가락을 내지르면서 어쩌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시비를 걸어 싸움이나 벌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2학년 

2학기가 되고 보니 슬슬 대학진학이 걱정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는 매달 모의고사를 치러 성적을 게시판에 

내걸고 있는데 나는 시험때마다 영어, 독일어를 빼고는 거의 백지를 내고 있는 형편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큰 일이 났다. 이 일을 어쩐다. 이러고도 대학에 가는 무슨 수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가는 방법을 찾아냈다. 꼭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이 아니면 어떠랴. 부산에 있는 대학이라도 우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시에 합격만 하면 외교관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 형편없는 성적으로 서울의 

유명대학에 들어가고자 무리하다가 고등학교의 남은 1년을 고생하고도 결국 실패하여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등학교의 3학년 과정을 생략한 채 검정고시를 거쳐 일찍 대학에 들어가 고시공부를 하는 것이 현명

할지도 모른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변호사회•225



외교관시험에 유리한 학과가 어딜까? 외교관도 행정관이니 행정학과가 좋겠다.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을 공부해두면 고시를 치르거나 외교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교양과정부에서 영어, 독일어

는 잘한다고 교수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을 정도였으니 우쭐하여 나머지 과목만 

잘 공부하면 고시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로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 어, 뭔가 잘못되었다. 대학 3학년 초쯤 

어느 때인가 신문에 외교관시험시행공고가 나붙은 것을 보았는데 나이제한이 있는 것이다. 나는 대학을 남들

보다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여도 나이가 어려서 외교관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 어, 큰 일이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쩐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1년을 더 기다려야 시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이에 

군대에도 가야 하니 시험 보는 데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다. 다른 길이 없을까? 사법시험으로 방향을 바꿔 버려? 

사법시험에는 나이제한이 없다. 사법시험공부는 여태 안중에 없었으니 좀 늦었는데 괜찮을까? 부모님은 외교관

보다는 검사나 판사 되는 사법시험을 더 선호하시겠지. 그것 참 골치 아프네. 어려서부터 외교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차마 미련을 버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할 수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그래서 부랴부랴 사법시험으로 방향을 바꾸어 좀 뒤늦게 시험공부를 시작하였다. 강의도 들어보지 못한 과목이 

너무 많아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좀 버거웠지만 이것저것 책들을 잔뜩 사다 놓고 무턱대고 읽어 나갔다. 그놈의 

소송법, 상법은 어떻게나 자질구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든 해결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텨냈다. 시험 임박하여 서울에 있는 무슨 법률연구소인가 하는 이름의 독서실에 

가서 두어달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곳 원장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나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젊은 사람이 

남들은 서브노트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유독 서브노트도 없이 두꺼운 책들을 잔뜩 쌓아 놓고 읽고 

있어 좀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그러고도 결국 합격하였으니 참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 어쨌든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 검사가 되었다. 

 

아버님은 판사가 진짜 사법관이고 검사는 좀 옆길 아니겠느냐고 하시면서 판사로 되기를 권하셨지만 나는 

검사가 되기를 고집하여 내 고집대로 하였다. 심판이 되어 뒷전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이 

더 보람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검사로서 나의 젊은 날을 다 보내면서 많은 보람도 느꼈지만 또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였다. 승승장구 뻗어나가지 못하고 은퇴하기에는 좀 멋쩍은 나이에 퇴직하게 되었다. 외교관이 되었더

라면 어땠을까? 변호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걸로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연금 받으며 

하는 일 없이 지내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고. 할 수 없지 변호사를 하는 수밖에. 그런데 변호사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사무실 유지나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사건을 맡겨 주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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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여 남의 사건을 맡아 유능하고 성과있게 처리해낼 자신이 없는데. 남들은 어떻게들 변호사를 잘 해내고 

있을까? 그래도 한번 부딪쳐 보는 수밖에. 어쩌면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고, 어디서 변호사를 

한다? 서울? 부산? 아니면 다른 어떤 곳? 그동안 검사를 하며 스쳐온 여러 도시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궁리 저 궁리를 하여 보았으나 그 어느 곳도 나를 쉽게 받아들여 줄 것 같지가 않다. 자신이 없는 것이다. 

왜 이 모양인가? 검사로서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형편상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었으니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자신이 있든 없든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어디든지 한 군데를 택하여야 한다. 

역시 부산에서 개업하는 수밖에 없겠다. 부산은 그래도 내가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공부하며 지낸 곳이고, 온갖 

사연과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니 이 한 몸 스스럼없이 받아들여 줄지도 모른다. 외지에 나가 영광을 얻고 은퇴

하여 고향을 찾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마 내치기야 하겠나.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부산, 나의 고향 부산에 기대는 수밖엔 없겠다. 그리하여 드디어 1999년 3월 부산 부민동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었다.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사회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직역이란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여 검사를 할 때는 

검사나 판사가 다 알아서 자세히 챙겨 주는데 그 외에 변호사가 할 일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수가 전혀 없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변호사를 하면서 비로소 확실히 깨닫게 된 것

이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보면 검사로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 이외에 따로 

변호사가 더 필요한 것이리라. 민사사건은 물론이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 없이 혼자서 법정에 당사자

로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길 가는 사람의 소매를 잡고 말해 주고 싶을 정도이다. 

고등학교시절 농땡이를 치다가 대학에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어릴 적 꿈이던 외교관이 되지 못하였고, 차선으로 

선택한 검사도 끝까지 견디어 영광을 누려보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였으며, 별로 내키지 않던 변호사를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후반부에 변호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던 형사사건을 맡아 끝까지 노력한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낸 희열이라든지 한번 패소한 민사사건을 맡아 궁리한 끝에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고 결국 

승소한 보람과 같은 것은 덤이다. 외교관이나 검사로서 끝냈더라면 그런 즐거움을 경험할 수는 없었으리라.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외교관이 되지 못하였고, 검사로서도 별다른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지만 변호사

로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하고 즐거우며 행복하다. 그래서 나에게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나의 고향 

부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Thank you,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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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초순 

추적추적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

던 날 김해공항에 7명의 변호사님들이 

모였다. 2시간 30분의 짧은 비행을 마

치고 도착한 가오슝 공항. 가오슝의 9

월 날씨는 부산의 한여름 날씨보다 더 

덥고 습했다. 이제 막 지나간 무더위를 

쫓아 여행을 온 기분이 들었다. 

 

 

 

부변서가 독서여행

글● 윤혜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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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준비된 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

은 치진 해안거리이다. 해안가에 주차된 버스에

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오후 2시의 강렬한 태

양 빛. 우리는 가요슝에서 가장 오래된 도교 사원

인 천후궁에 갈 예정이었으나, 공사 중이라 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태양 

빛 아래를 걸어오며 한껏 흘린 땀과 사원에 들어

가 보지도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시장의 빙

수집에 들어가 망고 빙수를 먹었다. 더위를 달래

며 먹는 망고빙수는 말그대로 꿀맛이었다. 

치진 해안거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노을 질 

무렵 자전거를 대여하여 해안가를 달리거나 바

닷가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간 시간

대에는 너무 더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산책하

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저녁 시간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삼봉궁은 천후궁을 가지 못 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갑자기 가

게 된 곳이다. 300년의 역사를 지닌 대만 남부 

최대의 도교 사원으로 중단원사를 주신으로 해

서 옥황상제를 비롯한 여러 신들은 모신 곳이라

고 한다.  

사원의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향내가 풍겨오는

데 사원에 가까워질수록 그 향기가 더 진해진

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향은 막대기같이 보일 

정도로 길고 두껍다. 이를 담는 향로도 거대하

다. 향과 향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진

한 향내를 이해하게 된다.  

외부에서 보이는 사원의 모습은 웅장하지만, 내

부는 화려한 색감에 비해 소박한 느낌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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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원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 많이 생소했는데, 관우신을 모신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닿아 있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만의 야시장이 유명하다는 이야

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가 정말 컸

다. 육합 야시장은 대만 내에서 가

장 유명한 3대 야시장 중 하나이다.  

육합 야시장에는 각종 재료들로 

만들어진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 

열대 과일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시장을 지나다니며 여러 음식들을 

살펴보는데, 다른 모든 음식을 압

도하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이 있

다. 바로 세계 3대 악취 음식의 하

나인 취두부. 취두부는 대만 사람

들도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라고 

한다.  

용감한 변호사님들은 취두부를 

맛보셨는데 나는 냄새를 맡는 것

만으로도 괴로웠고, 야시장의 곳

곳에 있는 취두부 가게 때문에 그 

냄새를 쉽사리 떼어낼 수가 없었

다. 대만의 야시장은 많은 음식점

들이 즐비해 있어서 대만을 음식

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오로지 취두부만이 생각나는 곳이 

되었다. 

취두부의 고약한 냄새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기분이 들지만, 그곳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대화

하며 서로 놀려먹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 첫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부산의 일들을 

완전히 훌훌 털어버리고 미각, 후각, 시각 등 오감에만 집중하는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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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아리산에 가는 것이었다. 아리산은 대만 중부에 있는 곳으로 타이페이에서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짧은 일정의 대만 여행 중에는 가기 힘든 곳이다. 이라산은 옥산을 필두로 

한 18개 산의 총칭이며, 해발 3,997m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대만 사람들에게도 등산지, 관광지, 신혼여행

지로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리산에 갔을 때도 관광객은 외국인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대

만사람들이었다. 아리산은 약 2,600m까지는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에는 삼림열차를 타고 올

라간다. 

 

버스를 타고 아리산 삼림열차를 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길가에는 해발고도를 적어 놓은 푯말이 

교통표지판처럼 세워져 있었다.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을 버스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 놀랍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해발 2,000m에 이르는 곳을 오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1시

간 넘게 구불구불한 2차로 산길을 올라가는데 어릴 적 강원도 진부령을 넘어갈 때 느꼈던 기분이 들며 잊

고 있던 차멀미가 찾아왔다. 

 

아리산의 아래쪽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졸음을 쫓을 때 먹는 빙랑나무가 자라고 중턱 이후에는 차밭

이 많아진다. 길가에는 차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아리산은 대만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산지라

고 한다. 빙랑나무가 차밭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대충 우리가 있는 높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버스가 점

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구름이 우리 시야 밑에 있게 된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운해의 장관은 영

화 와호장룡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 버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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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곳인 아리산 산악기차역 주변에서 내리자 가오슝에서는 느끼지 못한 청량

하고 시원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아리산을 올 때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긴 팔 점퍼 및 비옷 등

을 준비해 와야 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해 긴 팔 비옷을 사서 입었다. 

 

▲ 버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리산

▲ 아리산 삼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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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산의 삼림열차는 세계 3대 고산 열차중 하나로 아리산 역을 기점으로 마을 내부를 잇는 열차다. 일제 

식민지 시절 아리산의 울창한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철도를 그대로 보존하여 열차를 

관광용으로 개조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아리산 산악열차는 철로의 간격이 좁은 협궤인 탓으로 차량이 

아주 작고 귀엽다.  

 

아리산에 가면 삼림열차는 꼭 타야 한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손을 내밀면 닿을 듯한 거리에 수목이 우거

져 있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철로를 따라 기차가 휘어지며 생기는 아름다운 곡선도 볼 수 있다. 직선으로 

쭉 뻗고 조용하고 빠른 기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삼림열차의 굽어짐, 덜컥거림, 소란스러움과 느림

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 기차 탑승 시간은 10분이 채 안될 정도로 짧지만 그 시간동안 삼림열차 여행

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일정은 아리산역에

서 기차를 타고 쟈오핑역으

로 가서 자오핑역에서 신목

역까지 트레킹을 한 후 신

목역에서 다시 아리산역으

로 기차를 타고 오는 것이

었다. 

쟈오핑역에서 내리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이런 빗속에서도 트레킹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

만, 비옷을 입고 신발에도 

비닐을 씌우고 빗속을 뚫고 

수천년 된 삼림을 향해 걸

어 들어갔다. 

 

트레킹을 하다보면 작은 연못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자매못으로 두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둘 다 연

▲ 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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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에 빠져 죽었다는 비극적인 사랑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곳이다. 특별할 것 없는 연못이었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슬픈 전설을 들으니 왠지 서글퍼 보였다. 

아리산은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 내내 많은 안개와 구름이 있어서 노송나무의 고향으로 불린다. 2,000년 

이상 된 나무로 V형태를 띄는 천세희와 2,300년 이상 된 자운사 옆의 향림 신목은 아리산의 2대 신목이

다. 1,000년 이상된 나무는 36그루에 달한다고 한다.  

▲ 자매못

▲ 신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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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형태를 띄는 천세희 

◀ 돼지를 닮은 금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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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년의 시간을 살아온 나무를 보고 있으니, 나 또한 수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온 듯한 신비한 

느낌이 든다. 한편으론 일제의 수탈 속에서도 잘 살아남은 이 나무들이 대견스럽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나무들은 웅장함과 비장함으로 여행객들을 압도한다. 

 

트레킹의 끝자락에 작은 계곡이 나타나고 그 계곡 위에 향림다리가 있다. 향림다리는 소박하지만 신성한 

느낌이 드는 곳으로 조그마한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향림다리를 건너면 트레킹의 종착점인 신목

역이 있다. 신목역은 역사(驛舍)없이 플랫폼만 있는 곳이다. 플랫폼 양옆으로 울창한 산림이 역사(驛舍)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작은 계곡, 울창한 산림과 어울린 역사(驛舍)없는 플랫폼은 그 자체로 청량한 

운치를 자아낸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삼림열차에 올랐다. 오래된 숲과 나무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워, 돌아오는 길에는 

기차를 처음 타 본 아이처럼 창문에 매달려 나무 하나하나와 숲 내음을 눈과 마음에 담아 보았다. 

 

 

 

대만 중부에 위치한 아리산에서 남부인 가오슝까지 돌아오는 길은 4시간 정도가 걸려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었다. 패키지에는 없는 일정이었지만, 가오슝의 명물이라는 미라도역에 가보기로 하였다. 미

▲ 미라도역 빛의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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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역은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지하철역이라고 한다. 빛의 돔이란 이

름을 가진 건축물이 지하철 역사에 있는데,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함께 설계를 맡아 독일에서 직접 

공수해온 6,000개의 유리조각으로 하나의 예술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실제로 본 빛의 돔은 아름다웠지만, 빛이 주는 아름다움은 직접 보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

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직접 가서 보니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의 특성상 건축물을 온전

히 감상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마지막날 아침 다같이 택시를 나눠타고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보얼예술특구에 갔다. 미라도역처럼 

패키지 일정에는 없었지만 가오슝의 새로운 명소라고 하여 아침부터 다들 서둘러 준비했다.  

보얼예술특구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가 방치되어 있던 부두의 창고를 활용하여 최근에 예술단지

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우리가 갔을 때는 아직 개장 전이라 내부 전시관을 관람할 수는 없었지만, 야

외에도 많은 전시품들이 있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재미있는 사진을 찍는데 최적화된 곳으로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한 센스가 뛰어나 감탄스럽다. 서로 돌아가며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도 웃음이 

멈추지 않고 모두가 즐거웠던 곳이었다. 

▲ 보얼예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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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 소개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나오는 곳이 용호탑과 연지담이다. 마지막날 공항에 가기 전에 이곳

에 들렀다. 연지담에는 여러 조형물이 있는데 그중에 입구가 호랑이와 용의 입으로 된 쌍둥이 탑이 용호

탑이다. 용의 입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입으로 나오면 행운이 온다고 하여 사람들이 줄을 지어 들어간다. 

1970년에 지어진 용호탑과 연지담은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다. 가오슝 시민들이 산책을 하기에는 좋은 

장소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정비되지 않은 옛날 관광지를 보는 느낌이다. 하지만 용호탑의 꼭대기층인 

8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연지담의 전경과 그곳까지 걸어 올라온 사람만이 느껴 볼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은 

무척 기억에 남는다. 

 

▲ 용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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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진 음식으로는 버블티, 망고빙수, 소금커피 등이 있다. 이번 여행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한 소금커피를 먹어 보자고 모두가 의기투합이 되었다. 2박 3일동안 소

금커피를 파는 대만의 유명한 체인점을 찾아 다녔지만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도 그 체인이 나타나지 않

아 아쉽게도 소금커피를 맛보지 못했다.  

 

여러 사정으로 우육면도 먹지 못했는데,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공항에서 우육면을 먹었다. 가오슝

의 유서 깊은 가게에서 우육면을 먹어보지 않아 그 맛을 비교할 수 없지만 공항에서 먹은 우육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 맛있다를 외치며 먹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맞는 맛이었다. 

 

가오슝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육합 야시장에서 유일하게 만난 한국인 관광객은 1주

일만에 한국인을 처음 만난다고 하며 우리를 보고 정말 반가워했다. 가까워서 부담없이 갈 수 있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여행지를 원하는 분이라면, 가오슝과 아리산 여행을 꼭 추천하고 싶다.

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Kaohsi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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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칸반도(Balkan peninsular)의 발칸이란 터키어로 ‘산맥’이란 

뜻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돌궐이란 이름을 

가지고 등장한 이웃 부족이 서양으로 진출해 국가를 세운 것이 바

로 터키이므로 고대 터키어에서 그 근원을 찾는 작업에 우리 말이  

필요하다. 개인적 견해로는 우리가 ‘밝다’라고 쓰는 말의 어원이 

터키어에도 그대로 남아서 밝다, 붉다 내지는 푸르다 라는 뜻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지 짐작해 본다. 

발칸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쪽으로 도나우강, 남서쪽으로는 이

오니아해, 서쪽으로는 아드리아 해로 경계가 이루어지는 반도이

다. 이곳은 일찍이 아드리아해 건너편에 있는 강력한 해상세력인 

베네치아 공국의 식민지였으나 곧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동

서 로마가 분리되면서 반도의 대부분은 동로마 제국으로 들어갔

으나 아드리아해 연안 지방은 서 로마제국으로 나누어졌다. 동로

마제국이 오스만투르크에게 망하고 발칸반도가 이슬람세력권에 

들고 슬라브족이 남하하면서 그사이에 종교적 인종적 충돌이 빚

어지는 운명이 된다. 

요즈음 여행이란 볼거리와 먹거리를 

벗어나 자연에서 저절로 휴식할 수 있는 

감성여행이 대세로 떠오르다 보니 이번

에 가장 기대가 컸던 곳이 몬테네그로였

다. 몬테네그로(Montenegro)는 몬테가 

마운틴이고 네그로는 검다는 뜻이니 검

은 산으로 불리는 나라 이름 자체가 전 

국토를 덮고 있는 자연경관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검은 산’이라는 뜻을 지닌 국

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0m에 달하는 

고원 산악지형으로,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이 드라마틱한 풍경을 연출한다. 

몬테네그로는 스위스 알프스의 일맥

인 디나 르 알프스가 전 국토를 종주하고 

있는 산악국이다. 산악으로 이루어진 작

은 나라이지만 아드리아에 면한 해안의 

글● 이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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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도 빼어난 곳이다. 

시인 바이런은 몬테네그로의 자연을 ‘육지와 바다의 가장 아름

다운 조우’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코토

르 만(Gulf of Kotor)인 것같다. 코토르만은 큰 피오르드식 절벽을 

가지는 산들이 바다를 가두어 호수와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해주

는데 거친 암벽이 드러나는 산들과 좁고 깊은 골짜기, 아드리아해

의 반짝이는 푸른 물결이 어우러지며 연출하는 풍경을 보면 누구

든지 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몬테네그로에 들어가며 드라마틱한 풍경에 반하다. 

 

사라예보 공항에서 차를 렌트했다. 사전에 예약한 차는 폭스바

겐 골프였으나 골프가 없다면서 한 급이 높은 폭스바겐 티구안을 

받고 기분좋게 여행을 시작했다. 

차는 번잡한 사라예보 시내를 지나면서 정체되는 듯하다가 고

속도로에 들어서니 시원하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보스니아에서 

몬테네그로로 가자면 디나르알프스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해발고

도 1,000m에 달하는 고원 산악지형이라

서 그런지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좁은 산

길이 나타났고 곳곳이 경사가 심한 절벽

으로 둘러싸여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겹겹이 어울리

며 드라마틱한 풍경을 연출해 주는 바람

에 아찔하면서도 재미있는 운전이 되었

다. 높은 산을 관통해 만들어진 동굴을 

들어가기 시작할 즈음에는 날씨가 갑자

기 흐려지더니 급기야 빗줄기가 굵어지

고 심하게 흩뿌리기 시작했으나, 동굴을 

벗어나자 산 반대편에는 언제 비가 내렸

는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맑았다. 산 중

턱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지나 길 양 옆으

로 보이는 경치들에 홀려 심심치 않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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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자아내는 사이에 어느새 모스타르에 도착했다. 

모스타르는 크로아티아에서도 멀지 않아서 여행객들이 자주 찾

는 곳이다,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사람들 사이에 화합의 상징이 되

는 모스타르 다리의 멋진 모습에 매료되어 한 참을 쉬었다. 모스타

르에서 여행 기념품을 고르는 간단한 쇼핑을 하고 마을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시골장터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시

장이 반찬인지 정말 맛이 있다. 모스타르에서 다시 차를 출발해 몬

테니그로까지 첩첩산중 멀고 긴 여행을 시작했다. 

나무가 거의 없어 흰 빛을 띠는 카르스트 지형의 높은 산들이 멀

리에서 병풍처럼 둘러치고 그 앞으로 푸른 들판이 드넓게 펼쳐진다. 

그 들판 사이로 트레비슈니차 강이 한적하게 흐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한참을 지나니 보스니아의 트레비네(Trebinje)로 가는 이

정표가 나온다. 트레비네는 자연속에 푹 빠져 전혀 때묻지 않아 그

냥 머무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곳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정식 국명을 두고 흔히 보스니아라

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트레비네는 바로 헤르체고비나의 중심 

도시다. 트레비슈니차 강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조용한 곳이라서 정말 시간이 허락하면 오래 동안 머물

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트레비네를 뒤로 하고 달리는데 마을에서 띄엄띄엄 떨어

져 작은 집들이 차례로 나오면서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든다. 그러나 

주변의 도로 상황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방목하는 소들이 길을 가

로막는가 하면 도로 옆의 무성한 잡초들

이 길까지 영역을 넓혀서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이고 길 한 복판에 

군데군데 파인 웅덩이들은 마치 비포장 

도로같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래도 길이 끊어지지는 않았고 차는 

트레비슈니차 강변을 따라 점점 산속으

로 들어갔다. 트레비슈니차 강의 상류를 

가로 막아 아주 큰 인공호수 빌레차 호수

(Bile�a Lake)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인지 계곡이 점점 깊어져갔지만 강변은 

조금씩 넓어졌고 이름모를 예쁜 꽃을 피

운 강가의 물색깔도 고운 옥색으로 변해

갔다. 빌레차 호수 아래쪽에 이르니 제법 

경사가 높아지는 오르막길이 맞이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천천히 오르니 마침

내 보스니아가 끝나고 몬테네그로 들어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국경 검문소가 

나타났다. 

국경 표지판 맨 위에 “Crna Gora”라고 

적혀있다. 원래 몬테네그로라는 국명은 

베네치아 공국 지배시의 베네치아어에

서 유래하며 세르비아어 ‘츠르나 고라’는 

같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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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어로 표현한 ‘monte negro’라는 국명을 주변 국가들 

사용하며 국가명으로 굳어졌다. 표지판 맨 아래쪽의 Dobrodosli

는 크로아티아 표지판에서도 볼 수 있는 웰컴이란 뜻이다. 검문소

치고는 초라했지만 깊은 산중에서 만난 곳이라서 그런지 다른 곳

에서처럼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제법 검사다운 검사를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별로 통행한 적이 없는지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

고 이것저것 질문을 한다. 

국경을 넘자 두미토르 (Dumitor) 산을 중심으로 절경을 자랑하

는 국립공원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타났다. 거기서 좀 더 가면 유명

한 타라(Tara)협곡과 거기에 걸쳐진 오래된 다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참에 그곳까지 보고 갈 것인지 망설였지만 우리는 코토르로 가는 

빠른 길을 택해 산을 내려갔다. 

급격하게 경사진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오니 차창 앞으로 코

토르 바다가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한다. 비록 호수는 아니지만 피

요르드 지형에 둥글게 갇혀서 호수같아 보이는 코토르 만의 아름

다운 경치를 보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기 전

에 서둘러 숙소를 찾았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숙소의 베란다에서 바깥을 보는데 코토

르 만의 풍경이 더 없이 시원하고 아름답다. 일찌감치 코토르 시내 

관광을 나섰다. 코토르는 산과 해안, 중세 도시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천국’ 혹은 ‘달나라’로 착각

했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다. 

 

코토르의 보석같은 풍경에 취하여 과거 

속으로 여행하다. 

 

번개같이 차를 몰아 어제 코토르에 도

착하기 전 지나쳐 온 작은 마을들을 통과

해 해안가에 주차를 했다. 코토르만(The 

bay of Kotor)은 바다에 면한 큰 피오르

드식 절벽이 푸른 아드리아 해를 사방으

로 둘러싸고 있다. 날씨 변화가 심하기로 

유명한데 이른 아침이라서 안개 낀 절벽

과 예쁜 집이 어울려 제법 운치가 있는 

경관을 만들어 낸다. 

몬테네그로는 9세기 비잔틴 제후국으

로 두클리아(Duklja) 공국을 세웠다는 

독립국 역사가 유래하지만 불가리아, 베

네치아 공국의 지배 등 여러 민족의 지배

를 받다가 2차 대전 후 유고슬라비아 사

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일원이 되었다. 독

재자 티토의 영향력은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연합국이란 정체성

을 존재시켰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유고

슬라비아의 해체 및 독립전쟁 등 그동안

의 민족적 갈등이 폭발되며 참담한 현대

의 학살극이 벌어지는 현장이 되고 만다. 

티토의 사망 이후 다른 연방국의 독립에

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는 세르비아와 

연방을 구성하였다가 마침내 2006년에

서야 독립투표로 세르비아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을 이루게 된다. 

몬테네그로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

슬람, 비잔티움, 터키, 슬라브 문명 등 다

채로운 문화를 품고 있지만 중세 베네치

아 공국의 지배시대에 요새화된 도시들

이 최고의 명소로 손꼽히는데 코토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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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백미다. 코토르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번성한 도시였고 로마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요새가 만들어지면

서 도시로서 발전을 시작했다. 이후 베네치아 공국의 오랜 지배로 

인해 베네치아풍의 많은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줄여 말하면 몬테네

그로는 2006년 독립한 작은 신생국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

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럽에선 뜨고 있는 휴양 관광지이고 그중

에서도 코토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직한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몬테네그로의 핵심 관광

지다. 

코토르 해안가에서 몇 분만 걸으면 과거 베네치아 공국의 흔적

이 닿은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는 구시가에 도착한다. 코토르 구시

가지로 들어가는 입구는 서문, 북문, 남문이 있는데 가장 메인 입

구가 서문이다. 서쪽 성문의 위쪽에 현대에 와서 조각된 듯한 별 

모양과 함께 “21XI1944”이라고 1944년 11월 21일이 표시되어 있

고 그 위에 다시 제2차 세계대전 중일 때 티토 장군이 나치에 저항

하며 ‘남의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티토’라고 선언한 글귀가 적혀있다. 

이미 코토르만의 절경에 흠뻑 취한 터여서 터널로 된 성문을 통

과하는 동시에 코토르의 과거 속으로의 여행이 갑작스럽게 시작

될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코토르 구시가지는 문화유산의 보물 상자

와 같은 곳이다. 바로크, 르네상스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좁은 구시가를 가득 채우고 있다. 대부분 건축물들의 기원이 베네

치아 시대의 것으로 코토르 시내 구시가지 곳곳에 당시의 건축물

들이 고스란히 보존돼있어 중세시대로 

타임슬립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구시

가지는 그리 크지 않아서 2시간이면 충

분히 둘러볼 수 있으니 잠깐동안의 시간

여행이 될 것이다. 

성문을 통과하자 맨 처음 나타나는 중

앙광장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계탑

(The Clock Tower of Kotor)이 있다.  

이 시계탑은 코토르를 상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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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심 광장 한가운데에서 약간 기울어진 채 서있는데, 1602년

에 세워진 후, 1667년 지진으로 서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이후 시

계탑을 똑바로 세웠지만 1979년 지진으로 다시 기울어졌다. 바로

크 양식을 일부 사용하였고, 북쪽과 동쪽 면은 고딕 양식을 반영

한다. 시계탑 바로 아래에는 사각뿔 모양의 ‘수치의 기둥(Pillar of 

Shame)’이 있는데 죄인을 가두어 코토르 시민이 그의 얼굴을 알

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계탑 근처 중앙광장에는 이 곳을 지배하던 가문들의 다양한 

궁전이 있다. 현재는 대부분 호텔, 식당, 관공서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알려진 것이 베스쿠카 비잔티니 궁전으로 15~18세

기 이 가문의 저택이었다. 파마 가문의 궁전도 찾을 수 있는데, 화

려한 대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의 왕족 가문엔 비할 수 없지만, 소박

하고 이 곳과 잘 어울리는 경관의 일부가 되어 코토르를 빛내주고 

있었다. 

중앙광장 뒤로는 대표적인 교회 건축물들이 서있다. 구시가지 

중앙광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구시가지의 여러 광장 중 하나인 

성 루카 광장이 나온다. 이곳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 성 니콜라

스 교회와 성 루카 교회인데 두 교회 다 세르비아정교회에서 사용

하고 있다. 니콜라스 교회는 1909년에 지어진 것으로 원래 세워져 

있던 것이 화재로 소실되자 재건한 것이

고 바로 옆에 있는 성 루카교회는 1195

년 처음 지어졌을 땐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기로 가톨릭 성당이었다고 하는데 

17세기부터는 세르비아의 영향 아래 세

르비아 정교회로 바뀌어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니콜라스 교회는 다른 건물에 비해 아

주 오래돼 보이는데 지진으로도 손상되

지 않아 원 상태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현재 몬테네그로 

주민은 대부분 세르비아 정교회를 믿는

다고 한다. 최근 역사는 세르비아와 같이 

하므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코토

르의 종교적 관용은 두 가지 양식의 교회

를 모두 허락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교회

와 가톨릭 성당이 바로 그것이다.  

코토르 시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코토르를 대표하는 성 트뤼폰 대성당

(Cathedral of Saint Tryphon)이 나온다. 

코토르의 수호성인인 트뤼폰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성당이다.양쪽 탑의 모양이 서

로 같은 듯하면서도 같지 않은 특색이 있

는 건물이다. 코토르의 시민이 세운 옛 

교회터에, 809년 코토르의 수호자로 여



겨지는 성 트리푼(Sveti Tripun)을 기리기 위해 새로 지었다. 여러 

번의 지진으로 많이 훼손되었고, 개축하면서 로마 양식뿐 아니라 

바로크, 고딕 등을 반영하면서 건축 모양이 달라지게 되었다. 1166

년 성 트리푼의 유해를 이스탄불에서 옮겨와 안치하였다고 하는데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제단과 금 ·은으로 만든 부조가 있고, 14세

기 프레스코화와 당시 유명 화가들의 성화, 금으로 만든 성 유물(聖

遺物)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잘 보존 ·전시되고 있었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구시가지를 둘러 보고 나서 보

로브첸산 아래에 있는 코토르 성벽으로 갔다. 

코토르 성벽은 비잔틴 시대에 처음 기반을 닦았고, 중세 세르비

아 네만리치 왕가에 의해 완성되고 그 후 불가리아 지배 등을 겪으

며 19세기까지 계속 증축되어 4.5km에 달하는 광대한 성벽이 만

들어졌다. 오래된 고대 성곽으로 가는 길 초입에 1350개의 계단이 

있고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오르면 높은 곳의 장점을 살려 코토르

를 조망할 수 있다. 

해발 260m의 높이의 코토르 성벽에 올라서니 아드리아 해안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아드리라해가 

경사가 심한 동유럽의 최고의 피요르드

라 절벽으로 둘러싸여 마치 잔잔한 호수

처럼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토르만이 빚어내

는 비경에 숨이 멎을 듯하다. 푸른 아드

리아해가 지중해 햇살에 반짝이는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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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풍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코토르 성벽에서 내려와 성문 앞으로 다시 오니 인근에 만들어

진 노점상에서 예쁜 꽃들을 비롯해 싱싱한 과일이며 야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다. 과일 몇 개를 사서 숙소로 돌아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주변 경치를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시 길을 나서 코토르만을 끼고 해안가를 달리는데 저 멀리 암

초 위에 마리아 교회가 홀연히 나타났다. 어느 어부가 성모가 그려

진 성화를 발견한 곳이 성지가 되었다는 신비한 교회이다. 1630년 

이곳의 시민들이 이 암초에 돌과 바위로 인공섬을 만들어 그 위에 

교회를 만들었다. 다만 이곳에 가려면 코토르에서 배를 타고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가기 쉬운 곳은 아니다. 다행히 교회가 가장 잘 보

이는 가까운 장소를 찾아 잠시 차를 대고 멋진 교회를 감상하는 것

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크로아티아로 들어가는 검문소에 도착해서 보니 차들이 제법 밀

려 있다.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는 시즌이라서 고속도로가 정체되

는 느낌인데 반대쪽 차선을 보니 벌써부터 많은 차량의 행렬로 인

해 길게 줄이 서있다. 그러나, 우리쪽 차선에는 기껏해야 몇 대뿐

인데 모두들 피서를 하러 유럽에서 비교적 물가 싼 동유럽의 발칸

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순리인 탓에 거꾸로 우리가 발칸

반도 아래쪽에서 위쪽인 크로아티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아

무런 막힘이 없는 것이다. 

크로아티아의 첫 번째 목적지인 두브로브니크는 동유럽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다. 

 

 

더없이 아름답고 강력한 요새 도시 두브로브니크 

  

두브로브니크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요새에 

속하는 두브로브니크 성벽이 있어 유명하다. 두브로브니크에 도

착하기 전에 두브로브니크를 멋지게 내

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스르지 

산 중턱 도로변 공터에서 차를 세웠다. 

전망대로 가기 전 두브로브니크를 가장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다는 절벽 포인트

에서 두브로브니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수많은 빨강색 지붕의 구시가지 

건물들을 둘러싼 높은 성벽이 보이고 두

브로브니크를 품고 있는 아드리아 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보인다. 차를 타고 조금 

더 가니 스르지 산 전망대로 가는 길이 

나온다. 이미 볼 것은 다 보았고 전망대

라 하여 특별히 나은 것이 없을 것 같고 

혹시 더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다면 나중

에 케이블카를 타고 가도 된다는 생각에 

그대로 차를 몰고 두브로브니크 시내로 

내려갔다. 

호텔을 찾아 주차를 하고 바로 시내 관

광에 나섰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계단을 

한 참 내려가는데 주변의 온통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 곳을 지나니 비로

소 플라차 거리에 도달했다. 플라차 거리

는 베네치아어로 ‘큰 길’이라는 뜻인 스

트라둔(Stradun)이라고도 한다. 플라차 

거리는 13세기경 처음 조성되어, 1667

년에 일어난 지진 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대리석 바닥으로 깔린 약 

300미터 길이의 이 거리는 카페와 레스

토랑들이 줄지어 있다. 플라차 거리 한 

쪽 끝인 필레 문에서 시작해 두브로브니

크 성문을 잇는 중심 도로의 반대편 끝자

락까지 오면 루자광장에 이른다. 

루자광장에는 노천에 많은 좌석을 마

련해 놓았는데도 거의 자리가 다 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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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광객들이 붐빈다. 두브로브니크에는 두 개의 오노프리오 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필레 문 쪽의 큰 오노프리드 분수로 16각형의 

기반에 돔을 얹은 모양으로 분수의 외각에는 사람과 동물의 형상

이 새겨져 있다. 오노프리오 분수는 두브로브니크의 물 부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1436년 오노프리오가 만들었는데 분수의 물

은 이곳에서 20km 떨어진 스르즈 산에서 끌어왔다. 플라차 거리 

끝 루자광장쪽에 오노프리오가 만든 분수가 하나 더 있는데 구별

하기 위해 작은 오노프리오 분수라고 부른다. 루사 광장은 시장

이 서는 곳으로 그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분수를 만들었다. 

루사 광장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는 역시 35미터의 길이의 두브

로브니크성 종탑(bell towe)과 그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시계탑

이다. 종탑은 1444년에 세워졌는데 시계탑이라고 해서 원형 시계

만 있을 거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원형 시계 아래를 보면 조그만 두 개의 네모칸을 차지하는 전자

시계도 박혀 있기 때문이다. 왼쪽에는 로마 숫자로 표시된 ‘시’가,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분’이 나타나고 있다. 종탑 아

래 부분에는 2003년 이 곳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남긴 

말을 새긴 부조가 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두브로브니크를 방

문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간절했던 소망

이 오늘에서야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루자 광장 맨 끝에 있는 종탑 옆에 있

는 건물은 스폰자 궁전(Sponza Palace)

이다. 르네상스 양식과 후기 고딕 양식으

로 지어진 이 건물은 17세기 두 번째 지

진의 피해를 모면한 건물 가운데 하나라

고 한다. 건축 당시에는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로 무역 센터 기능을 했고 조폐국도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고문서와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로 사용되고 1층에는 전쟁의 참상을 보

여주는 영상실이 있고, 희생자들의 사진

과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스폰자 궁전 옆으로 돌아가면 두브로

브니크의 수호성인 성 브라이세(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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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se)를 모시는 교회(Church 

of Saint Blaise)가 나오고 좀 더 

가면 렉터 궁전(Rector's Palace)

에 이른다. 렉터 궁전은 두브로

브니크의 최고 통치자인 렉터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렉터(Rector)’와 같은 뜻을 가진 

크로아티아어 ‘크네쥐브’로 대

체해 크네쥐브궁전이라고도 불

린다. 1272년 처음 세워진 이후 

화재와 화약폭발, 대지진 등으

로 인해 개축했다. 최고 통치자 

렉터는 50세 이상의 귀족 중에

서 1명이 선출되며 1개월간 두

브로브니크의 행정 업무를 수행

하게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가족

도 만날 수 없으며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현재는 박물관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름 축제 때는 안뜰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

린다고 하는데 역시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다. 

렉터궁전에서 다시 약간 돌아 들어가면 군돌리체바 광장이 나

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두브로브니크 대성당(Dubrovnik Cathe-

dral)이 있다. 

두브로브니크 대성당은 영국의 리처드 1세가 처음 세운 건축물

이다. 제3차 십자군 전쟁 후 로크룸 섬에서 조난 당했던 그가 무사

히 구조된 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한다. 1192년 무렵

에 완성되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1667년에 일어난 지진 이후 재건

된 것이다. 바로크 양식으로 돔 모양의 지붕에 첨탑이 세워져 있

고 정면 파사드에는 네 개의 코린트식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중

앙 꼭대기는 삼각형의 박공지붕이고 그 아래 커다란 바로크식 창

문이 있고 주변 난간에는 기독교 성인상들이 아래쪽을 굽어보고 

서 있어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부에는 성 브라이세의 유

품과 금세공사가 만든 138개의 금 세공품이 보관되어 있고, 하늘

로 올라가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티치아노의 ‘성모 승천’이라는 

그림도 볼 수 있다.  

플라차 거리가 끝나는 종탑 옆에 있는 

스폰자 궁전의 회랑을 통과하면 항구로 

이어진다. 항구에는 수많은 호화 유람선

과 요트가 정박되어 있고 항구에 면한 군

들리치 광장에는 17세기 두브로브니크 

문학의 대표자 이반 군들리치(Ivan 

Gundulic)의 동상이 서 있다. 광장 중앙

에 군들리치 동상을 끼고 양옆으로 지중

해식 레스토랑이 가득 늘어서 있다. 두브

로브니크에서 유명하다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와 조개를 나중에 여기 레스토랑

에서 항구의 아름다운 정경을 바라보면

서 먹게 되었다. 

해안 끝에 성벽 아래로 난 좁은 길을 따

라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 밖의 

로브리예나체 요새가 보인다. 요새의 입

구에는 ‘세상의 모든 금을 준다 해도 자유

를 팔 수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자 

앞쪽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맑은 바다물

에서 수영을 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다. 

성벽 투어를 시작하기 위해 항구쪽으

로 돌아와 성벽 위로 계단을 올라가 매표

소에서 표를 샀다. 두브로브니크 성벽도 

그 자체로 빼 놓을 수 없는 명소이지만 

아드리아 해를 바라보며 성벽 길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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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보는 코스가 바로 두브로브니크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유럽

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요새에 속하는 두브로브니크 성

벽은 현재 총 길이 약 2km, 최고 높이 25m, 두께는 1.5 ~ 3m 정

도의 모습이다. 도시를 두른 성벽은 외세의 침략을 막고 두브로브

니크를 지키기 위해 10세기에 축성되어 수세기동안 보완하였는데 

15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위협이 있자 방어를 위해 더욱 견고하고 

두껍게 증축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성벽위에서 보니 두브로브니크 앞 바다에 있는 로크룸(Lokrum) 

섬도 가까이 보인다. 미드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 유명하고 누드 

비치라고 알몸으로 일광욕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데 줌

으로 당겨서 사진 몇 장 찍었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고 푸른 하늘

에 아드리아 해의 물색깔이 환상적이다. 

다시 항구쪽으로 돌아와 성벽 밖 절벽으로 나가 ‘꽃보다 누나’에 

나와 유명해진 ‘부자 카페’카페를 찾았다. 여기서 부자는 우리 말

이 아니라 크로아티아어로 부자(Buza)

인데 구멍이라는 뜻이다. 과연 작은 구멍

처럼 생긴 입구로 들어가니 조촐한 카페

가 있다. 

예전에는 그리 유명한 카페가 아니었

는데 ‘꽃보다 누나’에 나온 이후 사람들

이 너무 많이 와서 유명해졌다는 곳이다. 

두브로브니크에 오면 꼭 찾아가서 아드

리아 해를 바라보며 맥주 한 잔 할 곳이

라 생각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비좁고 풍

광도 다른 곳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그리 구미가 당기지는 않는다. 

 

 

달마시안 동화속 그림 같은 궁전이 있

는 휴양지 스플리트 

 

반짝이는 아드리아해를 보고 만들어

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로운 시간

을 갖고 나서 일찌감치 달마시안의 항구

도시 스플리트로 출발했다. 스플리트는 

달마시안이 등장하는 동화 속의 그림처

럼 아름다운 풍경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

을 발길을 이끌고 있다. 달마시안의 고향

이 스플리트가 있는 이쪽 달마시안 지역

이다. 디지니랜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서양의 점박이 개가 달마시안인데 마차

를 탈 때, 승마할 때, 여행의 안전을 위해 

데리고 다닌 경비견을 말한다. 달마티안

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크로아티아의 한 

교회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차의 기름을 넣기 위해 보스니아의 네

움 근처에서 고속도로를 내려가 주유소

를 찾았다. 크로아티아는 전 국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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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아에 면해 있는데 스플리트에서 드보르브니크까지 쭉 이어지

지 못하고 중간에 보스니아 영토가 끼어있다. 크로아티아에 의해 

내륙국이 되는 보스니아에게 바다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국경을 끊어놓은 지역이 바로 네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네움은 

보스니아에서 바다에 닿아있는 유일한 해안 지대이고 이 작은 바

닷가 마을 때문에 보스니아는 내륙국에서 벗어나 아드리아 해로 

통하는 약 21km의 좁은 해안선을 확보한 것이다. 네움에 있는 주

유소는 보스니아 화폐를 쓰고 물가도 보스니아라서 조금은 쌀 것

이라서 기름을 꽉 채우고 다시 스플리트로 출발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스플리트를 들어서자 왼쪽 해안에 멋진 

요트들이 정박해 있다. 로마 유적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스

플리트의 디오클레시안 궁전이 스플리트 관광의 백미다. 여기

에 ‘꽃보다 누나’에서 보았듯이 해안가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오

징어 튀김과 파스타를 맛보는 등 여유를 가지고 이곳에서 한가

롭게 머문다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스플리트는 달마시안 출신의 황제가 휴양지로 정한 도시다. 로

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Gaius Aurelius Valerius Diocletianus)

는 달마시아 살로나 즉, 현재 스플리트에서 7Km거리에 있는 솔린

에서 태어나 하급 군인에서 승진하여 황제 누메리아누스의 친위

대장시절 황제가 암살 당한 후 군대의 추대로 제위에 올랐다. 그가 

20년의 임기만 채우고 이곳에 거대한 궁전을 지어 머물면서 본격

적인 도시로 발전하였다. 여행을 하는 목적이 그냥 유적이나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경치를 곁들여 보면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스플리

트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스필리트의 초기 역

사에 그리스 정착민들이 있었지만 이 곳 출신의 로마황제가 자리

에서 물러나 머물 휴양지로 궁전을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여

러 시대를 거치면서 궁전은 비잔틴, 고딕 양식 등의 화려한 모습으

로 바뀌었다. 스플리트는 달마티아 지방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중요한 항구도시로 개발되어 근대적인 항만시설이 갖추어졌고 제 

2차 세계대전에도 다행히 폭격의 피해를 받지 않아 귀중한 유적들

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왕궁이 스플리트 역

사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1979년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여행객들로 항상 붐비게 된다. 스

플리트의 기후는 온화하고 디나르알프

스 산맥과 아드리아 해가 조화를 이뤄 경

치도 아름답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

루고 있어 휴양지로 전혀 불편함이 없다. 

 

먼저 숙소를 찾아가 짐을 내리고 스플

리트 시내로 나가 스플리트 항을 마주보

고 있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으로 갔

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왕궁은 로마 후기 

건축 양식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비잔틴 및 초기 중세 예술 형식을 갖고 

있어 건축사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띠는

데 295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305년에 

완성되었다. 

이곳은 현재 비록 궁전이라는 명칭으

로 불리기는 하지만 미로같이 만들어진 

좁은 길에는 술집과 상점, 식당이 빼곡

히 들어서 있어 다른 여느 도시와 같이 

번화하고 복잡한 도시의 중심부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다. 

 

디오클레시안 궁전은 상상도에서 보

듯이 궁전과 높이 25m의 성벽이 둘러싸

고, 16개의 탑이 있는 요새가 결합된 형

태인데, 로마시대의 군대 야영지처럼 직

사각형이고 중앙에서 4개의 길이 만나

도록 설계되었다. 정사각형 모양의 궁전

은 지하와 지상 건물로 같은 구조로 되

어 있는데 내부를 군사 구역과 황제 거

주 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궁

전의 삼면은 육지와 이어져 있는데 동쪽

은 ‘은의 문’, 북쪽은 ‘금의 문’, 서쪽은 ‘철

의 문’이며, 바다에 면해 있는 남쪽이 ‘동

의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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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리트 항구 쪽의 번화한 리바거리에서 디오클레시안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문을 발견할 수 있다. 상상도에서 보듯이 

남문은 바다쪽으로 난 성문인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

니면 단순히 바다로 난 것이라서 그런지 원래 작게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번화한 거리에 호텔과 상점들로 파묻혀 있어서 입구를 찾기

가 쉽지 않다.  

남문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궁전이 시작된다. 지하궁전은 1960

년에 발견된 황제의 궁전 지하에 만들어진 홀인데 지금은 거의 형

태만 남아 있다. 오랜세월 땅속에 묻혀있다가 1960년대에 발견되

었는데 원래 해수면과 같은 높이로 건축되었으나 지금은 해수면 

보다 낮은 곳이 되었다. 지하홀은 대부분 아치형 천장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가장 큰홀에는 여섯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고 위층에 있는 

황제의 주요 공간에 있는 홀과 같은 형태로 양질의 석회암으로 벽

돌을 만들어 건축했다. 지금은 박물관이 있으며 지하홀 일부구간

은 관람비용 40쿠나를 지불해야 볼 수 있고 지하궁전의 중앙통로

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판매 아케이드로 사용되어 실내 쇼핑

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지하홀의 중앙통로 끝에는 밝은 빛이 비치는 위쪽으로 이어지

는 계단이 있다. 지하 궁전에서 위쪽으로 연결된 가파른 계단을 올

라가면 동, 서에 각각 6열, 남쪽에 4열의 열주들이 광장을 둘러싸

고 있는 공간이 나온다. 궁전의 안뜰(中庭)에 해당하는 이곳을 페

리스틸 광장(Trg. Peristil) 또는 열주 광장이라고 부른다. 

 

페리스틸 광장에 서면 한쪽에 성 도미니우스 성당이 있고 그 반

대 편에는 주피터신전이 있다. 황제는 자신을 주피터의 아들이라

고 칭하며 신전을 만들고 신을 섬기던 곳인데 로마의 신 주피터는 

그리스의 신 제우스에 해당한다. 입구 옆의 스핑크스는 신전을 장

식하기 위해 5세기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주피터 신전은 후

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례당으로 바뀌었고 스핑크스도 목부문 이

상이 파괴되었다. 주피터신전 바로 옆에는 궁전 건물을 개조해 입

점한 카페 룩소가 자리하고 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건립

한 이후 궁전의 원형은 세월이 흐르면서 파괴와 복구를 거치면서 

거의 손상되었다. 카페 룩소가 궁전의 테라스 기둥을 차지하면서 

카페로 변해 있듯이 세월을 더하며 시대

적 발전을 거치면서 오늘날 궁전내에는 

박물관, 카페, 호텔 등 각종 상업시설과 

일반 거주시설까지 들어서 있는데 로마, 

중세, 바로크, 르네상스,근세에 이르는 

건물양식의 변천사를 볼 수있는 역사의 

공간이자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터전

이기도 하다. 궁전안에는 궁전과 불가피

하게 연결되는 200여개의 건물에서 6천

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광장 주변은 밤에 카페 룩소 등에서 젊은

이들이 흥청거리고, 라이브 음악의 공연장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페리스틸 광장은 동

서남북에 있는 궁전의 모든 문으로 향하는 

길이 연결되어 있어 관광의 출발점이다. 

넓이 가로 35m, 세로 13m되는 곳에 화

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든 16개의 코린트 

양식으로 장식이 된 기둥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다. 이렇게 로마시대 건축물 중 안

뜰에 부속해 기둥이 늘어서 있는 개방형 

공간을 페리스타일(Peristyle)이라 한다. 

열주광장에서 보아 지하 궁전의 위층

에 해당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먼저 황제 

알현실(Vestiblue Predvorje)이 모습을 

드러낸다. 황제와의 알현을 위해 대기하

던 대기실이다. 

 

알현실은 본래 원형의 돔 지붕이었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다. 

돔의 천장은 과거에는 모자이크 장식의 

천으로 덮여 있었고, 벽이 움푹 파인 곳

에는 조각상이 있었다. 지금은 전쟁 중에 

천정이 뚫려 푸른 하늘이 그대로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울림이 좋은 이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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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악가들이 가끔씩 공연하는데 마침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 잠

시 동안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궁전의 남쪽은 위층의 공간도 황제가 머무는 공간인데 정작 황

제의 거처는 중세시대에 파괴되었다. 지금은 많이 복원되었으나 

아쉽게도 흔적만 알 수 있어 당시의 화려한 모습은 볼 수 없다. 왼

쪽으로는 두꺼운 성벽에 구멍을 파거나 철제 구조물을 덧 붙힌 것

을 볼 수 있는데 7세기 아바르족들의 침략으로 궁전이 크게 파괴

되자 시민들이 폐허가 된 곳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거주 공간을 만

든 것이다. 오른쪽으로 감시탑으로 이용된 높은 건축물이 있고 그 

앞으로 황제의 정원이 있었을 것이다. 황제의 정원 남쪽으로 성벽

에 42개의 아치를 만들어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궁전의 안뜰 우측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대표하는 유

적지인 성 도미니우스 성당(Cathedral of St. Domnius)이 있다. 

성 도미니우스 성당 입구에는 역시 스핑크스와 사자상이 있다.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집트

에서 가져온 3 개의 스핑크스 중 하나인데 그 재질이 현무암이라

서 다른 궁전의 건축재료가 대부분 스플리트 앞바다의 섬에서 가

져온 석회암이거나 붉은 화강암인 것과는 쉽게 구분이 된다. 또한 

성당 앞에는 날개 달린 사자상이 있는데 베네치아 공국이 지배한 

지역이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

제는 은퇴 후 이 궁전에 머물다 316년 궁전 안에 있는 팔각형의 

영묘 안에서 영원히 잠든다. 

팔각형의 지붕이 24개의 기둥으로 지지되는 원형구조의 건물

은 처음에 황제의 영묘로 건축된 것인데 653년 달마치안 수도 살

로나의 초대 대주교 라베나가 성 도미니우스에 헌정함으로써 황

제의 영묘가 성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는 반전의 역사가 있

는데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여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순

교시켰는데 그들 중 한 명이 황제의 고향 살로나의 주교였던 도미

니우스였다. 훗날 그리스도 교인들은 황제의 묘가 있던 자리에 성

당을 지어 성 도미니우스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황제에게 복수

한 셈이다. 대성당은 24개의 로마식 기둥과 아치 등 외관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개조했다. 티켓을 끊으면 성당 내부, 지하실, 

종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전면 내부 기둥

까지는 궁전건축당시 영묘를 개조한 곳

으로 모자이크 바닥에 대리석으로 만든 

육각형 설교단, 로마네스크양식의 조각

물 등이 있고, 더 깊게 파인 아치형의 안

쪽 부분은 개축하면서 예수의 삶과 행적

을 그려놓은 작품과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제단이 있고 천장 돔에는 돔을 

따라 띠처럼 둘러진 황제와 황후의 모습

이 형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하실에는 개조 공사중 시신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석관 안치소가 음

산한 분위기의 우물 옆에 남아 있다. 좁

은 계단을 통해 높이 60m의 종탑에 오

를 수 있는데 고대 개선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네오 로마네스코 양

식이다. 

 

열주광장을 벗어나 서문으로 가면 시

계탑과 궁전의 서쪽문인 ‘철의 문’과 연

결되어 있는 나로드니 광장이 나온다. 

나로드니광장의 ‘나로드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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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으로, 14세기에 궁전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된 

곳이다. 스플리트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요 보행광장이지만 

유럽의 다른 광장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바닥은 흰 대리석으

로 포장되었으며 지금도 주위에는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있어 저녁이 되면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장의 가운데에는 

15세기에 건축된 3개의 고딕 양식 아치로 장식된 구시청건물이 

있는데 이는 지금은 민족박물관으로 사용한다. 

당시 가장 화려했고 지금도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북문을 나오면 

10세기 이곳 크로아티아의 주교였던 그레고리우스 닌의 거대한 청

동상을 마주할 수 있다. 행운을 비는 것인지 동상의 발가락은 사람

들이 하도 만져서 빛이 나도록 반짝인다. 다시 발길을 돌려 성안으

로 들어갔다. 북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도 살로나는 로마의 

전역으로 통하는 도로의 출발지로 로마의 군단이 주둔 했었다. 

다 허물어져가는 동문으로 다시 나가니 생선시장, 야채 및 꽃 시

장이 반긴다.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남대문시장을 보는 것 같은

데 호기심에 시장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스플리트가 바다를 접해 있

기에 생선시장은 여러 해산물이 많이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다. 

 

해안가에는 유럽 최고의 휴양지답게 모양과 크기도 다양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요트들이 정박해 있다. 황제의 궁전은 

바다와 닿아 있었으나 그 앞을 매립하여 항구를 건설하고 거리를 

조성하였다. ‘리바’거리라고 하는 스플리트의 메인 거리로, 자연

히 한쪽으로는 아드리아 해를 접하고 한

쪽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접하

면서 최대 번화가로 자리잡았다. 야자수

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흰 대리석의 바닥

과 아주 잘 어우러지는 넓은 광장 같은 

이곳은 카페와 레스토랑, 호텔이 줄지어 

있어 수 많은 관광객들이 저마다의 휴양

을 하고 있다. 황제도 휴양지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곳이니 일반 사람들인들 오죽

하랴. 구수한 에스프레소향이 흘러나오

는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레

스토랑에서 수 많은 관광객들이 저마다

의 분위기를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광

장에 가득하다. 

 

리바거리는 낮에도 번화하지만 밤이 

되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는데 밤

에 이 거리를 걸어 보는 것도 여행에서

는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맥주를 한잔 마시며 요트

와 유람선이 떠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

유를 즐기는 것이 바로 여행이다.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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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 거리를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제법 늦은 시간이 되었다. 

 

파도가 만들어내는 오르간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자다르 

 

크로아티아 자다르는 아드리아해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특히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주요 도시뿐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갈 수 있다. 

 

스플리트에서 1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다르는 예로부터 달

마티아 지역의 중심 도시다. 로마인들은 이곳을 지배하는 동안 전

형적인 고대 로마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의 흔적

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 또한 바다오르간(Sea Organ)으

로 유명한 도시다. 

 

자다르에서 성벽 요새로 둘러싸인 구시가를 구경하기 전에 파

도가 만들어내는 바다 오르간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는 곳부터 찾

았다. 

 

바다 오르간은 자다르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단연 최고로 손꼽

힌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바다가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다. 바다 오르간은 2005년에 건축가 니콜라 바시츠가 만든 것으로 

2006년 유럽의 ‘도시 공공장소상’ 을 받기도 했다. 

해변을 따라 있는 해안 산책로에 만들어진 긴 계단 아래 공기가 

통하는 35개의 파이프를 설치해 파도로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면서 

파이프 안의 공기를 밀어내면 신기하게도 오르간을 연주하는 소

리가 나게 만들었다. 바람의 세기나 파도의 크기, 속도에 따라 소

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어도 계속 다른 음의 연주를 들

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만일 배가 지나간다거나 바람

이 특히 세게 분다면 파도가 더욱 출렁이기 때문에 소리가 더 웅장

하게 들리기도 한다. 

바다 오르간이 설치된 곳으로 가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기

로 유명한 아드리아해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면 보도블럭 사이

의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정말로 우웅 우우웅 파이프 오르간 음악

연주 같은 소리가 난다. 자연이 연주하는 바다오르간 소리를 감상

하며 우리도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해보

는데 바다오르간 주변에는 벌써부터 많

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같이 사진찍는 

사람,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

긴 사람, 시끄럽게 점프샷을 찍는 사람

들, 신나서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

들 모두가 바다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저

마다 각자의 행복을 느끼며 특별한 시간

을 보낸다. 

바다오르간 옆 바닥에는 조명이 설치

되어 있는데 태양열을 저장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알록달록 예쁜 빛을 뿜어낸다. 

자다르를 지역 명물을 만들게 된 좋은 아

이디어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아

름답기로 유명한 자다르의 노을을 구경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

을 모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

간이라서 원형 바닥 조명에 반사되어 검

푸른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까

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오르간 소리만 

들을 수 있어도 더없이 좋다. 한 참 동안

을 여유를 즐기고 나서 우리는 다음에는 

저녁노을까지 함께 감상하며 오르간소

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자다르 올

드타운(Stari Grad)으로 발길을 돌렸다. 

올드타운(Stari Grad)으로 가면서 일

부러 바닷가를 따라가는 길을 택했는데 

그리 거리가 멀지 않아 금방 도착했다. 

베네치아 공화국 때 쌓아올린 거뭇거뭇

한 성벽에 16세기 경에 오스만투르크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서 만들어

진 성벽앞 주자창에 차를 세우고 자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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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을 향해 걸어갔다. 

자다르 올드타운은 완벽한 요새 도시로 원래는 내륙과 바다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다. 육지쪽의 큰 

성문(Land Gate)은 베네치아 건축가 ‘미켈레 산미첼리(Michele 

Sanmicheli)’의 작품인데 요새 건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자

다르 요새 전체가 이 사람의 작품일 것이다. 성문에 조각되어 있는 

날개 달린 사자는 성 마르코의 상징임과 동시에 그 옛날 베네치아 

왕국의 상징이기도 한데 한 때 자다르가 베니치아 왕국의 영토였

다는 증거가 된다. 

바다 쪽 성문(Sea Gate)안으로 들어가니 우선 우측에 붉은 색 종

탑이 보이는 정교회 건물이 있다. 종탑은 그냥 봐도 오래되어 보였

던 반면 건물들은 개보수를 해서 그런지 매우 깨끗해 보인다. 육지 

쪽 성문으로 가서 바로 옆에 다섯우물의 광장이 붙어 있다.  

자다르는 역사적으로 주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16세기 이후의 

자다르는 베네치아 공국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 당시 오스만투

르크는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 자다르 내륙은 이미 오

스만투르크가 모두 점령한 상태였다. 베네치아 공국은 자다르를 

일종의 전진기지로 삼아 오스만투르크에게 끝까지 항전을 하며 버

틴다. 베네치아공국은 보다 수월한 방어를 위해 기존 성벽 외부로 

또 하나의 거대한 성벽을 쳐서 도시 전체를 요새화 하려는 계획을 

하여 40년 간의 대공사 끝에 결국 완성시켰다. 

자다르는 당시 오스만투르크의 침략에 결사 항전하고자 5개의 

우물을 만들어 식수를 조달했다. 군데군데 파괴된 흔적이 있는 성

벽과 함께 그 때 상황을 말해주는 우물들이 ‘다섯우물의 광장 (5 

Wells Square)’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우물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지 뚜껑이 덮여 있는데 도르레를 보

아 바가지를 달아 물을 길어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수로

가 있었던 성벽의 바깥이었는데 새로이 성벽을 쌓으면서 성벽의 

안으로 편입되었고 식수를 조달하기 위해 수로 위에 우물을 만들

었다고 한다. 

다섯우물의 광장 옆으로는 자다르 최초의 공원이 조성되어 예

쁜 꽃을 피우고 있다. 공원쪽으로 걸어가다 유리위에 서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두꺼운 유리 아래로 유적의 일부와 진짜 땅이 

보였다.  

지금 딛고 있는 바닥과 유리 아래를 비

교해 보니 지금 딛고 있는 바닥은 진짜 

땅 위에 유리를 깔아 인공적으로 띄운 것

이었다. 관광객들이 유리와 유리 사이의 

틈으로 계속 동전을 넣어서인지 저 아래 

땅속은 마치 저금통이나 다름없었다. 대

부분의 관광객은 바닥에 설치된 유리를 

보면 신기한지 고개를 숙이고 유리 밑바

닥을 살피다가 동전 하나를 밀어 넣거나 

유리 위로 살며시 올라간 다음 발을 세게 

구르거나 폴짝 뛰어 보기도 한다. 유리 

안에는 옛 유적인 듯한 돌들이 땅 위로 

솟아 있었는데 그 옆으로 계속 땅을 파면 

유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다르 

올드타운(Stari Grad)의 메인 광장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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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니 광장(Trg. Narodni / People’s Square)’으로 향했다. 자

다르 5개의 우물에서 나로드니 광장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소요

된다. 

시간이 지나자 관광지답게 서서히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길

의 좌우로 붐비는 상점도 보이기 시작했다. 시청이 있는 나로드니 

광장에 도착하자 광장 앞에는 음식점 파라솔과 테이블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로드니 광장 건물도 자다르 문을 만든 건축가 미

켈레 산미첼리의 작품인데 1562년에 세워졌으며, 시계탑과 담장

은 19세기에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나로드니 광장의 북쪽에는 경비병이 주둔했던 ‘망루’가 남아 있

다. 망루 맞은편에는 그냥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건물이 있어 지도

에 찾아보니 ‘타운 로지아(Town Loggia)’라는 이름만 나와 있다. 

로지아는 15세기에 한 쪽이 트인 주랑형식으로 지어진 건물을 말

하는데 원래는 공개 재판을 하는 법원이었고, 그 뒤에는 도서관으

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전시관인데 2차 세계 대전 시 매우 심하게 

파괴된 것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른다고 한다. 

자다르에는 다른 곳보다 특히 많은 성

당이나 교회(우리나라처럼 특별히 두 곳

을 명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가 눈에 

띄는데, 그들이 각각 담고 있는 저마다의 

이야기는 자다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

기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전체가 동일하게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성 시므온의 교회(Church of St. Simeon)는 

자다르 수호성인 성 시므온에게 바쳐진 

성당으로 그의 유골이 제단 위 황금관 안

에 모셔져 있다. 

성 아나스타샤 대성당(Cathedral of St. 

Anastasia)은 달마치아 해안 지방에서 가

장 큰 성당이다.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

니었으나 한 눈에 보기에도 오래되고 모

습도 아름다웠다. 전면에 2개의 동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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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모양 창이 시간에 따라 아름다운 빛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모

습이 매력적이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9세기경 비잔틴양식 건축물에서 12세기 로마네스

코양식으로 재건축된 것인데 성당지하에 성 아나타샤의 대리석 석

관과 그의 유물이 보관돼있다. 성당 뒤쪽으로 성 아나스타샤 대성

당 종탑이 높이 서있는데 자다르시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종탑 

전망대가 있다. 

다시 관광객들을 따라 소로를 걸었다. 도로의 양쪽에 옷가게도 많

고 각종 기념품 등을 파는 노점들도 많았다. 좌우측 건물의 창문 바깥

으로 화분을 활용해 예쁜 장식을 한 덕분에 관광객에게 좋은 구경거

리가 되었고 보도블럭이 맨질맨질한 대리석이었던 것도 특이했다. 

우리가 들어온 성문에서 보아 반대편 바다쪽에 위치한 성 도나투

스 원형 성당(St. Donatus’ church)으로 걸어갔다. 

성 도나투스 원형 성당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세계 건축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원형 성당은 9세기 도나타주교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비잔틴 건축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내부가 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큰 동굴에 들어온 느낌인데 울림이 좋

아서 지금은 음악 축제의 콘서트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일

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당의 모습과는 매

우 거리가 있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

로, 벽돌을 쌓아 놓은 모양의 큰 드럼통 

같은 외벽은 마치 대리석처럼 표면이 매

끈한데 벽에 기대면 회백색의 분필 가루 

같은 것이 묻을 것 같다. 

자다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도시의 

75%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다행이도 

도나타스 원형성당은 화를 면했다. 

▲성 도나투스 원형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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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광장은 고대 로마 아우구스투스황제때 만들어진 시민들의 

광장이다. 아드리해 동부지역 최대규모 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당

시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부서진 돌들의 잔해만 남아 있다. 로마

포럼 주변을 걷기도 하다가 부서진 돌을 만져 보고 옛날 여기에 

로마인들이 한 때 모여서 서로 정담을 나누거나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잠시 앉아 쉬었다. 

그렇게 한참을 여유부리고 난 뒤 성문 밖으로 나와 다시 차를 타

고 마트에 들러 싱싱한 야채며 과일, 스테이크 등 저녁거리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다. 자다르 올드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 마을

에 부엌이 있는 숙소에서 모처럼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잠

시 노을을 보러 바다로 나갔다. 마침 바닷가 주변에는 야영장이 마

련되어 있었고 부모를 따라 피서를 나온 아이들이 바다에서 신나

게 수영을 하고 있다. 

아드리아해의 노을은 아름답기로 유

명해서 특히 저녁이 되면 노을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영화의 거장 히치콕 

감독이 50여년전 자다르를 방문해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드디어 아드리아해의 푸른 바닷물은 

해가 넘어가면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따

라서 물빛의 색도 덩달아 변해간다. 마을 

위로 서서히 번져가는 황금빛 노을을 바

라보는 동안 무아지경의 아름다움에 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262•제36호 부산법조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2018년도  
북 유럽으로의 피서여행

1. 처음에.  —  

(여행 떠나기 전의 건강문제와, 여행 준비과정을 

생활기록을 통해  회상해보았다.) 

 

작년도엔 삼색의 힐링 투어랍시고 일본 땅을 

누비고 다녔다. 올해엔 피서여행이란 타이틀

을 붙여, 북 유럽 쪽을 찾기로 하였다. 피서라

기엔 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7월중 떠나

려던 일정은, 종합병원  검진관계로 늦어져버

렸다. 

작년 연말의 종합건강검진 결과, 대한 웰니스 

병원 주치의 최 원장은, 검진결과 통보서를 받

고서 빈혈증을 걱정하는 나에게, “빈혈보담 신

장병이 걱정되니 종합병원 전문의의 특진을 

받도록 하라” 고 조언하였다.  

평소 신장쯤이야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해온 

나로선 충격이었다. 

신장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나빠져 온 사실은, 

“신사구체 여과율 수치저하”를 보고 알고는 있

었으나, 전문적인 검진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보니 내심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술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병원이 종합적

으로 환자를 골탕 먹이는 곳”이라는 생각 –잘

못된 생각 ?- 을 지녀온 나로선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안겨준다. 

신장에 대한 내 자신의 자가진단 (self-diag-

nosis)은 이랬다. 〡 “1995년 11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MD. Anderson에서 근치적 전립선적

출 수술(drastic surgery)을 받은 후, 수술의 (手

術醫) Doc.Babaian이 권유한 방사선진료를 

거부하였다. 귀국한 뒤에도, 국내에서 받기로 

한  방사선진료 역시 거절하였다. 그동안, “in-

continence” 등의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겉보

기와는 달리, 속으로는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

이다.     

2008년 2월부터, 부산의료원과 웰니스병원에

서 차례로,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 혈관관

련 질병에 대처하는 각종 약 처방을 받아왔고, 

10년이 넘도록 매일 조석으로 투약해왔으니,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약에

는 독성이 있다. 그 독성들이 말짱하던 내 신

장을 해치게 된 것이다.“ -- 주치의 최 원장

은, 나의 자가진단을 수긍하는 듯 보였다. 그

러나,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대책이 서질 

않는다. 

만에 일, 결석(結石) 아니면 최악의 경우, 암 종

양(腫瘍)이 생겼다면 수술 외에는 방도가 없지 

않은가 ! 

일단 예정에 따라,  2월 28(수)부터 5일 동안에  

걸쳐, 진주—순천—월출산 남측—목포—신

안—광주를 돌아서 나오는 720km 드라이브 

글● 황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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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마쳤다. 

그동안 내 결심을 기다리던 최 원장은, 4월 27

일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합병원 진료의뢰

서를 작성해 주었다. 

동아대의료원에서는 진료 일을 5월 8일로 지

정해주었다. 그날 신장내과 주치의 김 과장의 

진단결과는, 만성신장병 3기라는 것이었다. 5

기로 진행하게 되면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되니 정밀검사를 한 뒤,  “진행을 지연시

킬 대책” 을 세우자는 이야기였다. 대기환자가 

밀려있어 검사일은,  6월 4일로 잡혔다.  

병원 접수창구 앞에 밀려든 환자들 사이를 비

집고 다니는 북새통속에서도, 여름철 피서여

행 계획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예년처럼 KAL전세기 투어를  찾아보기로 하

였다. 마침 5월 16일자 신문광고란에서, Lotte 

여행사의 KAL전세기 북유럽투어를 찾아냈다. 

그 즉시 Lotte여행 서울본사의 유럽담당직원 

최 군에게 메일을 보내, 8월 17일(금) 인천출발 

- 8월 25일(토) 귀국하는 KAL 전세기 북유럽

투어 예약을 마쳤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KAL전세기는, 약 10시간 

40분 뒤, 놀웨이 Oslo에 도착하고, 귀국 시에

는, Oslo를 출발하여 약 10시간 뒤 인천에 도

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 왕복하면서, 기내 일반석에 앉아 거의 21

시간을 보내야 하고, 북유럽에 가서도, 하루 동

안에 두 차례나 항공이동 (소요시간 약 3시간여)

을 해야 하니, 80대 노인에게는, 좀 고역스러울 

것이다.  

투어 코스를 보니, 놀웨이의 Oslo (1박) - 스

웨덴의 Karlstad(1박) - Stockholm – 유람선

에서 1박 – 에스토니아의 Tallin –핀란드의 

Helsinki(1박) - 덴마크의 Copenhagen – 놀

웨 이 의  Bergen(1 박 ) - Voss – Flam – 

Laerdal(1박) - Songne Fjord – Fjaerland – 

Geiranger – Otta(1박) - Lillehammer – Oslo

를 거쳐 귀국하게 되어 있었다. 

현지의 날씨 등 사정에 따라서는 일부 숙박지

가 바뀔 수 있고, 피욜드 (Fjord) 지역의 경유

지와 페리 선편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 여행 

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핀란드와 덴마크간, 덴마크와 놀웨이 간의 항

공 이동시에는, 도시락 지참 조식 1회가 끼여 

있는걸 보니, 대체로 투어 일정이 각박(刻迫)

할 것은 틀림없다.  

일단 앞날의 걱정은 제쳐놓고, 해외여행을 앞

두고 국내여행으로 몸을 풀면서 심신단련(心

身鍛鍊)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정세가 각박해진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평균수명을 넘어선 이 나이로는 유유

자적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6월 4일, 동아대의료원 신장내과 김 과장은, 

하복부초음파검사와 혈액 및 소변채취 검사 

외에도, 심장 및 흉부촬영 검사를 받도록 조치

하여 그대로 수검하였다.  

2차 진찰 일은, 7월 9일로 지정되었다. (- 왜 

이리 늦어지나?-) 2차 진료 시에도 다시 혈액. 

소변검사 외에 심전도 와 흉부검사를 받으라

는 외래안내서를 교부해주었다.  또 한편, 7월 

9일까지는 매일 조석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기

록하고, 그 기록과 함께 “자가 혈압계”를 지참

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날 

“대면상담” 외의 검사는 거부하기로 하였고, 

전회의 검사결과에 대한 상담만 하기로 결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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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일마다 각가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불

필요한 과잉진료” 라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다

음번엔 진찰상담만 하기로 한 것이다. 

 

-- 6월 7일부터 4일간은, 예정대로 경주 경유

로 덕구 온천(1박), 평창, 양평(1박), 서울(1박)

을 거치는 드라이브 길에 나섰다.  

덕구에서 서울까지는, 지방도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드라이브를 마치고 보니, 부산 집에서 덕구온

천까지의 246km 주행에 4시간이 걸렸으나, 

덕구온천에서 서울 압구정 딸집까지의 

311km 주행에는, 지방도로 이용으로, 7시간 

30분이나 걸렸다. 

다시, 서울에서 집까지 (서울-북 충주 간은 지

방도로 이용) 의 388km 구간은, 6시간이나 소

요되었다. 

그러니, 드라이브 전체거리 945km에, 핸들을 

잡은 시간만도 17시간 30분이었다.  

집에 돌아 왔을 때에는 거의 녹초가 되었다. 

녹초에 대한 처방은, 목욕과 숙면밖에 없다. 

동네 삼익탕에서 지친 몸을 푼 다음 하룻밤 숙

면하고 나니, 다행이도 피로는 가셨지만, 무리

한 일정으로 인한 증상악화는 막을 수 없었다.  

조석 투약을 소홀히 한 탓도 있었으리라-. 

 

７월 9일 진찰은, 전회의 검사결과에 대한 평

가로부터 시작되었다. 김 과장에게는, 미리, 준

비해간 4개항의 질문서를 건네주었다. 김 과장

과의 문답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초음파검사결과 현재로서는 수술을 요

하는 결석이나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차후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가? 

답: 앞으로 낭종(囊腫)이 생길지는, 지금으로

서 알 수 없다. 계속 추적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혈액과 소변 검사결과는 어떤가?  

답: 소변에서 담백질이 나오지 않았다. 빈혈증

은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니 대비 약 처방은 안 

해도 된다. 

셋째, 지난번 진찰 시, 신장병3기라고 진단하

였는데, 4-5기로의 진행을 억제할 약 처방을 

해 줄 수 있느냐?  만일 처방이 가능하다면,  

계속 투약중인 고혈압. 당뇨약과의 병용도 무

방한가?  

답: 이번에도 신장기능이 39 (정상수치는 100)

로 나왔다. 현 단계로서는 4- 5기로의 진행을 

억제할 약은 없다. 지금 투약중인 고혈압. 당뇨 

약은 그대로 계속 투약하되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생활요법밖에 없다. 

넷째, 종합병원의 진료절차가 장시간의 대기

와 교통문제로 불편하니 부산소재 개인의원 

전문의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 

답: 집이 서구인데, 근처 위생병원에 한 분 있

긴 하나, 그곳도 종합병원이라 추천하기가 어

렵다. 

그날로, 김 과장과는 속 시원하게 작별하였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니,  답답하

기는 여전했다. 

새해 들어 금주(禁酒)하는 한편, 식이요법과 체

력 단련에 힘써왔다. 그동안 6개월 만에, 79kg 이

던 체중을 68kg으로 낮추긴 했으나, 상시로 안정

된 혈압 강하와 혈당 조절에는, 실패했다. 신장 

기능수치 개선에도, 실패했다. 앞으로는, 증상개

선과 장기여행에 대비하여, 주치의의 조언에 따

라 당분간은, 일체의 공.사간 모임에 불참할 것

과 외식(外食)을 삼가 하기로 작심하였다. 

여행 중의 지병악화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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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경, 서울식구들로부터 “여행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며칠 쉬었다 가라” 는 권유를 받

았다.   

처음엔 열차편으로 상경하기로 하였으나, 물

이 새는 지하차고에 내차 한 대만 덩그러니 남

겨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가 끝나던 날, 서울사위에

게 “압구정 집 주차장에 보름동안 차를 맡겨놓

아도 되겠느냐” 고 물었더니 쾌히 승낙해주었

다. 그 즉시 온라인으로 수안보 리조트에 상경 

전후의 숙박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성수기 

시즌이긴 했어도, 다행히 전후 일박씩의  예약

은 할 수 있었다. 

부산출발은 8월 15일 아침. 수안보에서 일박

한 뒤 상경하여 압구정 에서 일박하고 나서, 다

음날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가기로 하였다.  

8월 25일 귀국 시에는, 서울에서 3박, 수안보

에서 1박한 뒤  29일 귀가하기로 확정하였다.  

 

2. 여행지는 어떤 곳일까? 

이번 북유럽 여행은,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18년 전  2000년 6월에 12일간, 러시

아,  핀란드, 스웨덴, 놀웨이, 덴마크의 주요 도시

들을 대충 돌아보는 롯데투어였다. 

그 당시는, 투어개발 초창기여서인지는 모르나, 

모스크바 지하철역의 음울했던 분위기와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화려한 제정러시아 궁전들, 핀

랜드 숲속의 평화로운 숙소, 스웨덴으로가는 

Silja라인 여객선상에서의 즐거웠던 일들, 놀웨

이 Bergen으로 가는 도중의 엄청난 터널차도들

과, 벨겐 어시장을 돌아보며 흥정하던 때의 일들 

외에는, 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없었다. 

이번 투어에는, 놀웨이의 피욜드 (Fjord) 지역 순

방이 포함되어 있어 피서여행으로서 기대할 만

한 했다. 

방문국 중,  놀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세 나라는 

입헌군주국이고, 핀랜드와 에스토니아 두 나라

는 공화국이다. 

그런데, 금년도 7월까지의 국어판 Newsweek

지 Periscope 란에 매주 차례로 나온 통계수치



를 읽고 놀란 일이 있었다. 

첫째, 이 지구상에서 완전민주주의를 누리는 국

가 중, 1위는 놀웨이 (2010년 이후 가장 민주적

인 국가로 평가됨), 3위가 스웨덴, 5위가 덴마크,  

9위가 핀란드 라는 것이다.  

북유럽의 입헌국주국 세 나라가, 모두 민주주의 

향유 국 5위권 안에 들어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군주국인 영국은, 14위에 그쳤고, 대표적 민주

국가인 미국은＂결함있는 민주주의국가＂라는 

이유로 강등 당하였다.) 

둘째로,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의 순

위를 보았다. 1위는 핀랜드, 2위는 놀웨이, 3위

는 덴마크, 9위는 스웨덴 이었다. (참고로, 스위

스는 5위, 캐나다는 7위, 미국은 19위).  

셋째로,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톱10을 보니, 1위는 덴마크, 2위가 스웨덴, 3위

는 놀웨이, 5위가 핀란드 였다. (참고로, 캐나다

는 6위, 스위스는 7위, 호주는 8위, 독일은 10

위.)  

넷째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의 순위를 

보았다. 덴마크는 5위, 스웨덴은 14위, 핀란드는 

15위, 놀웨이는 16위, 에스토니아는 33위였다. 

(참고로, 1위는 아이스란드, 일본이 9위,  독일은 

17위, 한국은 49위.)  

다섯째로 놀란 것은,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 순

위를 보니, 평화롭다는 북유럽국가들의 부담률

이 높다는 사실이었다. 놀웨이는 7위, 덴마크는 

14위, 핀란드는 15위, 스웨덴이 18위, 에스토니

아는 27위였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들인

데도, 과거 역사를 돌이켜 국방에 주력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미국이다. 호주는 8위, 한

국은 12위, 스위스는 19위, 러시아는 24위, 일본

은 32위)    

인구수로 볼 때, 스웨덴이 약 990만명, 덴마크는 

약 560만명, 핀랜드는 약 550만명, 놀웨이는 약 

530만명의 순서이고, 에스토니아는, 약 140만

명에 불과한 소국이다. 

비교적 작은 인구수여서, 국가운영이 수월하여 

위와 같은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해되기도 했다. 이들 나라의 역사를, 수박겉핥

기식으로나마 대충 훑어보았다.   

덴마크는, 5세기경 덴 족이 정착하여, 9세기경부

터 약 200년 동안 바이킹시대를 이루어 교역에 

주력하면서 주변국에 맹위 (무역이 잘 안 될 때

에는 해적질을 했다)를 떨쳤고, 스웨덴, 놀웨이, 

핀란드를 하나로 묶는 칼마르 동맹을 맺어 “스칸

디나비아(덴마크)통일왕국”을 이루었다가, 1520 

년경부터 분열하였다. 

놀웨이는 872년에 첫 왕국을 세웠으나, 1397년 

덴마크의 속국이 되었고, 1814년부터 90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1905년에 독립하였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에 점령당하여 왕실이 

영국으로 망명하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다. 

1969년에 이르러 유전이 개발되어, 현재 세계 3

위의 석유. 천연가스 수출국이 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스웨덴은, 14세기경부터 약 120년간 덴마크 왕

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후, 1814년에는 핀

랜드, 놀웨이를 포섭하는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으로 핀랜드가 떨어져나

갔고, 1905년에는 놀웨이 마저 독립해버려서 현

재의 영토로 정리되었다. 

핀랜드는, 12세기부터 스웨덴 십자군에 정복되

었다가, 1397년 이래 약 120년간, 덴마크 왕국

의 지배를 받았고, 뒤이어 1809년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후 100년 이상 제정러시아

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에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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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는 13세기 초 덴마크에 정복당한 뒤, 

16세기까지 무역중심지로 번영하였으나, 17세

기부터는 스웨덴과 제정러시아의 교호지배를 받

았다.  1918년에는 제정러시아의 멸망을 기회로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20년 뒤 총선에

서 공산당이 집권하자 1940년대 이후, 구소련 

16개 자치공화국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해체하여 다시 에스토니

아 공화국으로 재 독립하였다. 

 

위 5개국 중 스웨덴, 핀랜드, 에스토니아 3국은 

EU (European Union)에 가입하였으나, 놀웨이

와 덴마크 두 나라는 EU 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핀랜드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놀웨이와 덴마크 및 

EU 가입국인 스웨덴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 스웨덴은, EU가입국인데도 왜 그

럴까? )  

덴마크, 놀웨이, 스웨덴의 3개국은, 다 같이 

“krone” 라는 화폐를 쓰고는 있으나, 명칭과 환

율이 각각 다른 Krone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예 컨데;  덴마크는 1 DKK = 한화 166원, 놀웨

이는 1 NCK = 한화 138원, 스웨덴은 1 SEK = 

한화 127원이다.) 

여행 전에, 이 세 나라의 Krone 화폐를 환전하려

고 거래은행에 문의했더니, 환전해가더라도 사

용하기가 번거로우니 모든 거래를 신용 카드로 

결제 하라고 권유하였다.   

도처의 유료 화장실 사용 때에는, 작은 돈으로 지

불해야 한다니까 현지에 가서는, 가이드의 조력

을 받아야 될 것 같았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 두 가

지만 상기해두자. 

6.25 당시, 놀웨이, 스웨덴, 덴마크 는 한국에 병

원선과 야전의료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돕는 

한편, 많은 전쟁고아들을 입양해갔다는 사실이

다.  특히 놀웨이에는, 현재 약 6000명의 한국 입

양아들이 성장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2007년 10월에, 덴마크의 마그레테 2

세 여왕 (당시 67세)이, 남편과 함께 노무현 대통

령의 초청으로 방한하였을 때에는,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 라는 소감을 남겼다는 것이다.  

  

3. 여행 준비 

가. 먼저 여권을 챙겨보았다.  

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

어야 하는데, 내 여권은, 유효기간 미달이었다. 

부랴부랴 5월중에 신규여권을 발급받았다.(다행

히 아내 것은 2020년 까지 유효하였다). 

나. 외화는, 은행직원의 조언에 따라, 크로네 화

폐 사용국인 놀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신용

카드로 결제하고, 핀랜드와 에스토니아에서만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공항면세점에서 사용할 미화와 호텔 

팁용의 1$ 짜리미화 10여장을 준비해가기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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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의 날씨에 알맞은 의류의 선택에 고심하

였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북유럽 남쪽에 위치한 

Oslo나 Stockholm 의 기온이, 8월 중 최고20도

--최저11도 가량이고, Copenhagen 은, 20

도—12도 내외라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비슷

했지만, Helsinki 쪽은, 최고 22도로 따뜻하면서

도 최저기온이 9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놀웨이

의 Bergen 북쪽에 위치한 Fjord 지역 특히 그 지

역 최 북방에 있는 Geiranger 빙하 쪽은, 영하에 

가까운 기온이리라 짐작되었다. 

아무래도 두터운 겉옷 (파카 류)을 챙겨 넣어야 

했다. 인천을 떠날 때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만, Oslo에 도착하면, 시원해지다가도 추워질 

것이니, 입는 의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유럽의 7,8월엔 비가 자주 내린다.  그래

서 우산은 필수적이다. 그곳에서 사용하다가 떠

나올 때 버릴 수 있는 비닐우산을 가져가기로 하

였다.   

그 밖에 상비약, 의료기구, 일상용품 등 평소 해

외여행 때면 준비해가는 비품에도 주의를 기울

였다.   

다니다보면, 늘 한두 가지 빠지는 물건이 있거나, 

준비가 소홀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출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7월 초 이후의 혈

당 및 혈압은 (임시적으로나마,) 정상수치를 유지

하고 있었다. 

8.13, 인솔자인 Mr.권 가이드로부터 “투어출발 

확정” (-투어코스와 숙박호텔은 미정) -을 알리

는 메일이 도착했다. 

이번 투어참가인원은, 총 18명인데 여성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다양하나 대체로 60대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내가 여느 때처럼 일행 중 최 

연장인 것 같았다. 투어 내내 연하자 들에게 작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8.15 날, 아침 9 시. 가뿐한 마음으로 동대신동 

집을 출발하였다. 

상경할 때면, 늘 상주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빠져

나가 단골 갈비탕 집에서 점심을 먹고, 이웃 과일

시장에 들러서 선물용 제철과일을 사가곤 했는

데, 이번만은 상주에 들르지 않고, 45번 고속도

로를 따라 수안보까지 직행하였다.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여 쉬고 있는데, “투어 일

정 변경”을 알리는 메일을 받았다. 

당초의 일정상으로 방문 예정 국이던 에스토니

아가, 제외되었다. 또한 투어코스도 바뀌어, 마지

막 방문지로 되어 있던 놀웨이의 “Bergen 과 

Fjord 지역 탐방” 이 선행지로 바뀌었다.   

즉, 인천에서 Oslo로 직항하여 Oslo에서 1박한 

뒤, --(피욜드 지역시발점인 Bergen으로 항공

이동)-- Bergen —Voss —Flam —Laerdal — 

Sogndal (1박) -- Fjaerland —Geirangel (이

상 피욜드지역) —Otta(1박) --Lillehammer —

Oslo —DFDS 선편(1박) 

--Copenhagen--(항공이동)--Helsinki(1박) 

--Silja line 선편(1박) --Stockholm —Karl-

stad(1박) --Oslo에서 인천으로 직항 (기내 1

박) 하는 순서로 바뀐 것이다. 

나로서는, 처음부터 주로 놀웨이의 “피욜드지역” 

을 돌아보게 된 것이 반가운 일이었다. 

 

 

새벽 4시 기상. 30분간 스트렛칭 운동.  

간단한 조식 후, 7: 40 경 인천공항으로 출발.   

당초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하려했으나, 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까지 전송해주었다.  

제2여객터미널은 처음 가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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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부의 편의시설들은, 과연 세계적으로 자

랑할 만큼 잘 꾸며져 있어 인상적이었다. 

도착하던 길로 탑승수속을 마쳤다.  

미팅 장소에서 인솔자 Mr.권을 만나 인사를 나눈 

다음, 출발시간 (오후1:25)  30분전까지, KAL 라

운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넓은 라운지는, 내외국인 이용승객들로 북적였다.  

2열 양쪽으로 차려진 식음료는, 특급호텔 뷔페 

못지않을 정도로 충실하고 맛이 있었다. 

정시에 탑승한 KAL 전세기는, 출발이 10여 분 

간 지체되었다. 

새 일정표에는, Oslo까지의 비행시간이 10시간 

20분으로 나와 있어 도착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그것은 기우였다. 

오히려 20분이나 앞당겨 정확히 10시간만인 현

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자정 12시) 에, Oslo 

공항에 착륙했다.  

가는 동안, 기내에서 4편의 헐리웃영화를 관람

했다. 

Tomb Rider, Chappaquiddick, The com-

muter, The Big Country 등 4편이다. 

그중 “채파퀴딕” 은, 1969년에 발생한 Ted 

Kennedy (John F. Kennedy의 막내 동생)의 자

동차사고를 다룬 실화 영화로, 이 일로 인해, 테

드 케네디의 정상 꿈은 사라졌고, Kennedy 가

문의 정치적 유산이 급변하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웠다. 

“빅 카운트리” 에서는, 오래간만에 Charlton 

Heston 과 Gregory Peck, Jean Simons 등 세 

배우의 생전, 젊은 시절 모습을 서부극 고전을 통

해 만나 볼 수 있어서 감회가 깊었다. (귀국길에

서는, 기내에서 일체 영화를 보지 않았다.) 

Oslo 도착이 저녁때이긴 했으나, 기내에서 식사

를 마친 뒤여서 식당에는 들르지 않고 곧장 호텔

로 향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버스는 대형이라 현지가이드를 포함하여, 20명

이 타기에 아주 여유로웠다.  우리는, 더러 2인석

에 한 사람씩 앉아가기도 하였다.    

호텔은, 공항에서 약 40분 거리의 Oslo 교외에 

위치해 있었다. 

 

 

 

 

 

 

 

 

 

 

 

일정표에는 호텔 출발 시에 도시락을 준비해가

기로 되어 있었으나, 항공기 시간이 변경(당초에

는 아침8:30 )되어, 아침식사는, 7시 부터의 호

텔 뷔페식으로 바뀌었다. 

아침 9:50 발 스칸디나비아 항공기편으로 약 55

분 뒤, 서북쪽의 놀웨이 해 바닷가에 있는 

Bergen에 도착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항에서 가방을 찾는 길로 비닐우산을 꺼냈다.    

시내관광을 마치고나면, 곧바로 Boss로 떠나게 

되어있었다.  

Bergen은 놀웨이 제2의 도시다.   

12세기 때로 부터 약 200년간, 놀웨이의 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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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o로 수도를 옮겨간 후에도, 한자동맹의 근거

지로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북해와 발트 해를 

주름잡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도착하던 길로, 시가지 뒤편 프뢰엔 산으로 가서 

“후니쿨라” 등산열차를 탔다.  열차 칸은, 우중인

데도 관광객들로 붐볐다.  

--- 중년의 남자 한분이 유모차를 끌고, 4,5세 

쯤 돼 보이는 남매 둘을 다독거리면서,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열차에 올랐다. 

아이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우리 일행 중에서, “아 아니 -- 엄마는 

어디 갔지?” 라고 속살거리자 “일하러 갔겠지 !” 

라는 말이 들려왔다. 

그 뒷날, 다른 도시에서도, 사람들 틈에 끼어 유

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들을 볼 수 있었다. (스

웨덴에선가?  유모차를 끌고가는 젊은 엄마를 – 

단 한차례 – 만났을 뿐이다.)  

그 아빠들은, 아주 자연스러워보였고, 주변의 분

위기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때

문에, -- 북유럽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

하고, 특히 여자들이 가장 편하게 사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아닐까 ! ---    

전망대에 올라서자, 삼면의 베르겐 시가지를 잘 

볼 수 있었다.  

비구름 사이로 간간히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시가지와 피욜드 주변지역을 조망하였다.   

시가지는, 피욜드를 사이에 두고 아름답게 펼쳐

져 있었다.  

시내 곳곳의 낡은 건물들은, 중세 모습 그대로를 

잘 간직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해변의 한자동맹근거지였던 “브뤼겐” 지역에는, 

중세기의 낡은 목조건물들이 밀집해있었고, 여

러 차례 화재가 나기는 했어도, 옛 모습 그대로를 

잘 복원하여, 시(市)에서 좁은 골목 양쪽의 금세 

쓰러질 듯이 기울어진  2,3층 고옥들을 잘 관리

해오면서,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부근의 천막 어시장을 둘러보았다.  

이름이 어시장이지 안을 들여다보면, 신선한 생

선류와 그 가공품 외에도, 인근에서 생산된 과일, 

야채, 꽃들과 기념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종합시장에 가깝다고나 할까.   

한쪽에선, 대게를 비롯하여 각종 어패류 요리 판

을 차려놓고, 밀려드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값을 

흥정하며 조리해주고 있었다. 

해산물외에도, 현지재배 야채와 과일이 많았다. 

값이 “크로네”로만 적혀있어 대략 130대 1로 치

면 좀 비싸다 싶었지만, 맛있어 보이는 딸기, 체리

와 부루 베리를 한 봉지씩 유로화를 주고 샀다. (유

로화를 주면 환율을 얹어 계산해서 더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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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에 한 생선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진열

된 생선을 구경하고 있으려니까, 안쪽에서 일보

던 한 동양인 젊은이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

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 엇, 한국인이잖아 ! 

“반갑습니다. 어째 여기서 일 보세요?” 

“저는 강원도(?)쪽 에서 온 유학생인데, 알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알바이트 라?” 

“예, Bergen대학에서 관광학 공부를 하고 있는

데요, 학비는 무료이지만, 여가가 있으면 시장에 

나와서 알바이트도 합니다.“  

(---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어 그 이상의 대화

는 어려웠다.---)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라” 는 격려의 말을 남

기고 돌아섰다.   

오후 1: 30경 점심식사를 마친 뒤, 버스는 Voss

를 향해 떠났다.   

Voss를  지나ㅡ로맨틱 열차라 불려지는 

“Flamsbana” 관광열차 탑승지인 Myrdal 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5:50경이었다. 

그사이, 버스를 승차한 시간만도 4시간 20분 이

었다. 

특기할 일은, Voss와 Myrdal 사이에, 엄청나게 

긴 터널을 지나가기에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길

이 25km의 “세계최장 자동차 터널”인 “라르달 

터널”이라고 알려주었다.  

18년 전에 왔을 때에는 없던 터널이었다. 그 밖

에도 수 십 개의 터널을 지났으나, 일일이 그 수

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Myrdral 역에서 관광열차(세계 각국 관광객들로 

초만원)로 바꾸어 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는 고산지대 철길을 달리며, 차창너머로 주변의 

폭포들과 대자연을 감상하게 되어있었으나, 그날

은 세찬 비바람으로 시계(視界)가 나빴고, 해발 

670m의 전망대에 정차하여, 화강암 절벽 아래로 

굉음을 울리며 쏟아져 내리는 대폭포(효스폭포, 

Kjos Fossen)의 웅장함을 조망하였다.  

한편, 놀웨이 전통의상을 입은 무용수의 환영공

연을 감상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세찬 비바람 때

문에 공연은 취소되었고, 전망대에도 오래 서 있

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날 그곳을 방문한 다른 관광 팀은, 요정

(妖精)무용수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하

니, 역시 여행 운은 타고나야 하나보다.) 

그 뒤 Flam에서 다시,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

고 피욜드 도선장에 도착하여, 버스에 앉은 채로 

페리(Ferry)에 승선한 것은, 오후 8:40 경, 피욜

드 건너편의 숙박지인 Sogndal에 도착한 것은, 

오후 9시경이었다. 

호텔은, 미국계의 “Best Western” 이름을 달고 

있기에 괜찮을 거라 기대했는데, 역시 시골 호텔

인지라 샤워 실은 협소하고, 기타 편의시설도 낡

아있어 실망스러웠다. 

   

(도중에, 40분간의 페리(Ferry) 

승선 시간외에도, 버스 탑승시간만 총 8시간이

나 되는 장거리 이동.) 

오전 8:30경 호텔을 출발하여, 약 1시간 뒤 

Fjaerland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빙원인 “요

스테달” 국립공원의 빙하지역 한 자락인 “뵈이

야 빙하” 아래쪽에 정차하여, 빙하주변을 산책

하였다.  

그 뒤, 요스테달 국립공원 초입에 위치한 Fjaer-

land에 도착하여 탁 트인 풍경 속에 위치한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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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물관” 에 들렀다. 

그곳에는, 빙하의 생성과정과 빙하기 이야기, 피

욜드의 생성과 기후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사

실에서는 아름다운 빙하탐험에 대한 영화를 상

영해주었다. 

10: 30경 Fjaerland를 출발한 뒤 점심을 들고 

나서, 약 3시  간 30분 만에, Geiranger 피욜드 

행 페리 승선장인 Hellesylt에    도착하여 유람선 

페리에 승선하였다. 

Hellesylt 와 Geiranger 사이의 피욜드는, 놀웨

이의 수많은   Fjord (-빙하로 인해 U 또는 V 자

로 땅이 긁혀 생긴 골짜기에 바  닷물이 들어온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

며, 양안 절벽 단애 (絶壁斷崖) 의 절경 중에서도, 

칠자매 폭포가 하이  라이트로 손꼽히고 있었다. 

약 40분간의 피욜드 유람 후, Geiranger 마을에 

접안했다.  

버스는 약 20분간, 뒷산 위쪽으로 가파르게 닦

인, 갈 짓자 절벽 길을 넘어갔고, 평지에 들어선 

다음,  약 3시간 30분을 운행하여 밤 9시 반이 넘

어서야 숙박지인 Otta 에 도착했다. 

  

 

아침 7: 30, 조식을 마친 뒤, 8: 45 경, 호텔을 출

발하였다.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Lillehammer 에 

도착한 것은,  10: 10 경이었다.  

곧장 산 중턱의 스키점프대 가 있는 경기장으로 

향했다. 

세월이 흘러 녹 쓴 점프대에서는, 간혹 맨땅 점프

를 즐기는 선수들이 눈에 띄었다.  주일인데도 많

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관광객들은, 차례로 점프대 앞 촬영대에 올라, 활

강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주변이 조용한 시골이라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

었으나, 오후 4: 30 출항 예정인 크루즈에 승선

하기 위해, 1시간의 자유 시간을 보낸 후, 곧장 

Oslo를 향해 떠났다. 

Oslo에 가까워지면서,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정

체가 심했다. 

Lillehammer 로부터는, 불과 180km 의 거리인

데도 선착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3시간이나 걸렸

다.  

Oslo 시내관광은, 놀웨이를 떠나는 마지막 날에 

하기로 되어있어, 이 날은, 곧장 시내를 통과했다. 

DFDS Seaways 크루즈는,  놀웨이 Oslo와 덴마

크 Copenhagen을 잇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크

루즈로서,   놀웨이 Oslo와 핀란드 

Helsinky를 잇는 Silja line 크루즈와 쌍벽을 이루

고 있었다. 

두 크루즈 모두, 연중 매일 운항하며, 특히 주말을 

이용하여 북유럽을 찾는 관광객들의 예약 폭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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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거의 매일 만원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3.5만톤이 넘는 배안에는, 대형뷔페식당, 고급레

스토랑, 카페테리아, 수영장, 바, 나이트클럽, 극

장 외에도, 면세점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또는 

단체여행객을 위한 하룻밤 보내기 호화유람선으

로서 손색이 없었다.    

나는, 7층 선미 쪽 3인용 선실을 배정받았다. 

예상한 대로, 선실은 협소하였다.  

대형 가방 2개를 나란히 펼치기가 어려울 정도

였다. 

트윈 침대의 한쪽 벽에는, 현가(懸枷)식 침대가 

내장 되어 있었으며, 2인 사용 시에는, 내장된 채

로 두게 되어 있어 트윈 침대 사용에는 아무런 지

장이 없었다. 화장실과 샤워실 역시 좁았지만 편

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고급호텔 룸을 최소로 축소해놓은 꼴

이다. 

선상 산책을 즐기다가, 저녁 7:30 경, 대 식당에

서 뷔페 식사를 마친 뒤, 일찌감치 취침했다. 

 

 

아침 선상에서 조식을 마친 뒤, Copenhagen 

항 부두에서 하선하여, 10:30 경부터 시내관광

길에 나섰다. 

먼저, 이 도시의 상징이라는 “인어공주” 동상을 

찾았다. 

이 동상은,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에서 “모

티브”를 얻어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 동안 반

달리즘 (다른 문화.예술에 대한 무지로, 도시의 

문화유적이나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의 희

생물이 되어 동상의 머리와 팔이 잘려나가고, 페

인트를 뒤집어쓰는 등의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현재의 동상 머리와 팔은, 뒷날 땜질로 복원한 것

이다. 

가까이에서 본 인어공주는, 소형인데다가 별달

리 특이한 모습이 아닌데도 주변은 인파로 넘쳐

났고, 모두들 인어 상을 배경으로 사진 찍노라 야

단들이었다. 

그 부근에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황소 4 마리 

(-게피온 여신의 네 아들이 변신한 황소들-)가 

끄는 마차를 몰고 가는, 덴마크의 수호신인 “게

피온 여신” 의 역동적인 조각상 분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1794년 이래 덴마크 황실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아마리엔보그” 성에 들렀다.　

거기서는 영국의 버킹엄궁전 근위병을 연상시

키는 근위병들이, 왕궁 출입문 앞에 정립(鼎立)

해 있다가 정시에 교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

었다.  

정오경에는, “뉘하운” 운하 부두에서, 일행 전원

이 당초 일정에는 없던 Canal tour (1인당 비

용: 덴마크 크로네로 80 DKK)에 참가하기로 하

였다. 

(-- 80DKK는, 당시 환율인 1DKK = 166원으로 

칠 때, 승선비는 한화로 13,28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이드가 요구하는대로, 유로

화로 30euro.(당시환율1 euro.= 약 1,300원 정

도) 즉 한화로 치면, 1인당 약 39,000원을 지불

하였으니, 중간에서 1인당 25,000원 이상을 삥

땅 당한 것이 아닐까 !  

만일 그렇다면, 우리 일행 18인의 초과분 도합 

약 45만원을 편취당한 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우리는, 황망한 중에서, 승선비가 얼마인지 

또 환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고, 오

직 가이드의 말만 믿고 유로화를 지불한 것인데, 

귀국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니, 이런 차

질이 생겼던 것이다.  

롯데여행사에서는, Copenhagen 에서의 여가



시간이 많은데도 왜 이 canal tour를 공식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일까?  

현지에서, 갑자기 이 유료투어를 끼어 넣은 가이

드의 의도가, 아무래도 작위적이었던 것 같다. --)   

투어보트 (100여명 승선이 가능한 open boat.) 

는, 각국의 관광객들로 만원이었다. 마침 백인여

성 둘이 앉은 옆자리가 비어있어 아내와 함께 앉

았다.  

투어보트는, 한 시간 동안, 인어공주 동상 부근을 

비롯하여 오페라하우스, 왕립도서관 등 운하 주

변의 유명 건물들 사이를 지나 골목 수로를 일주 

한 뒤, 출발지 부두에 돌아왔다.  

주유(周遊)하는 동안, 옆 자리의 두 백인 모녀와 

인사를 나누었다. 

두 모녀는, 멕시코에서 왔다고 했다.  

젊은 여성은, 스스로 35세의 내과의사라 소개하

였고, 멕시코에 있는 남편도 의사라고 말했다.  

자기 이름은 밀쉐아 (Mircea), 동행인 모친 이름

은 로우자 마리아(Rosa Maria)인데, 자기는 지

난해 서울에 다녀온 일이 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전화번호. (52)5525^^^^^ .̂ 와 e-mail 주소를 

적어주면서 멕시코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

하라고 했다. 

아쉬웠지만, 부두에서 두 여인과 작별했다. 5년

간 멕시코 KIA 공장에서 일했던 막내의 가족이 

올 초에 귀국했으니, 아마도 멕시코에는 다시 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오후 5:30 출발 스칸디나비아 항공편으로 

Helsinki로 향했다. 

약 1시간 35분 만에 핀란드에 입국하던 길로,  

Scandic Helsinki Aviapolis 호텔에 체크인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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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holm. 

호텔 조식 후 7:50 경, Helsinki 시내 관광길에 

나섰다. 

먼저 “시베리우스 공원” 에 들렀다.  

이른 아침인데도, 핀란드 최고의 민족주의 음악

가인 Sibelius 를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와 그

의 두상(頭像) 앞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사

진을 찍고 있었다.   

24톤의 강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모형의 기념

비 등은, “여기가 헬싱키” 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

쳐주고 있었다.  

아담한 숲속 공원 아래로 바닷가에 이르는 산책

로를 여유롭게 거닐고 나서 버스로 돌아왔다. 

다음엔, 방문일정표에는 없던 “세우라사리 공원” 

(Seurasaari People’s Park) 에 들렀다. 

이공원은, 시내의 서쪽 섬 안에 야외민속박물관

을 설치하고, 핀란드 전역의 17-18세기 전통가

옥 87채를 옮겨다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시간관

계로, 숲 사이 산책로를 따라 약 1km만 산책하였

는데, 주변에 드문드문 놓인 원주민 집들은, 안을 

들여다보니 맨땅위에 나무마루를 깔아 놓은 수

준의 소박한 목조 건물들이었다. 

다음으로, 시내 Temppelliaukio 광장근처에 있

는 “암석교회”를 찾았다. 이 곳은, 암반을 둥그렇

게 깎아 만든, 독특한 형태의 교회였다. 

천장과 외벽사이의 창을 통해 일광이 들어오게 

되어있었다. 

교회내부는, 천연암석의 감각을 살려놓았고, 외

부는 깎아낸 바윗돌을 쌓아올려 방음과 외부충

격차단의 효과를 내고 있었다. 

1969년에 지은 이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음악

회와 결혼식 등 행사를 자주 열어왔고, 변함없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한다.  

헬싱키시내에서는, 헬싱키 대성당과 우스펜스키 

대성당 두 곳이,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

었다.    

우리는 그 중에서 “Uspenskin 대성당” 을 찾았다. 

이곳은, 서유럽에 현존하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한다.  

1868년에, 성모승천을 기념하여 비잔틴.슬라브 

양식으로 세워졌고, 러시아 지배를 받던 시절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내

부 제단 벽면에는, 천연물감으로 그려진 “그리스

도와 12사도의 벽화” 가 있었으며, 건물전체를 

붉은 색 벽돌로 입혀놓았다. 또 지붕 위 양파모양 

큐폴라(-Cupola: 돔과 같은 양식의 둥근 천장-) 

와 첨탑은, 금으로 덮여있었다. 

오후 5시 출항예정인 Silja Line 승선시간에 맞추

기 위해, 점심 식사 후, 곧장 크루즈 승선장으로 

향했다. 

실자라인 (Silja Line) 은, 스웨덴과 핀란드를 연

결하는 대표적인 크루즈 유람선이다.  

자료를 보니, 심포니호와 세레나데호의 두 척이 

있는데, 각각 길이 203m, 폭이 31.5m 이고, 선

실은 986개, 선실침대는 3001개를 갖추고 있어 

승객 2,852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한다.  

배안은, 작은 마을을 옮겨다 놓은 듯, 5,6,9,10,11

층은 객실이고 아래쪽에 있는 Car deck (차량보

관장) 2개 층을 비롯하여, 면세점, 카지노 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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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각종 식당. 상가가 즐비해 있었다. 

12층과 13층에는 핀란드식 사우나 외에도 나이

트클럽과 넓은 갑판이 있다. 

나는 10층 좌현의, 유리창이 있는 선실을 배정받

았다. 

역시 좁긴 했지만, 시설은 좋았다. 짐을 풀고 나

서 곧장 12층 갑판에 올라가서 산책하였다. 사람

들로 붐볐지만, 시원한 바람결에 주변 시가지 풍

경은, 한결 아름다웠다.  

오후 7:30부터 시작된 그랜드 뷔페 실( 6층)에서

의 저녁식사는, 성찬(盛饌)이었다.  

60여 개국의 음식이 다 모였다는데, 별별 서양요

리 외에도, 연어 사시미와  따꾸앙 (무조림)까지 

있었으나, 아쉽게도 김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의 선상 식사 역시 푸짐하였다. 

현지시간 오전 9:30에, 목적지인 Stockholm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바사호 

(Vasa號) 박물관부터 찾았다. 

바사호는, 스웨덴의 국력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

던 1628년에 건조되었다. 그런데, 진수(進水)하

던 바로 그 날, 약 300m를 나갔을 때 침몰하고

만, 목조 범선군함이었다. 

침몰한지 333년 만인 1961년에, 해저 30m에 

가라앉은 배를 인양하는데 성공하였고, 보존 작

업을 거쳐 현재까지 전시하고 있었다.  

가이드는, 위의 숫자들을 들먹이면서 “3”자와의 

악연이 깊은 배라고 설명하였다.  

선체는, 길이 69m, 높이 48.8m, 탑재대포 64문

의 거대한 군함이었으나, 진수 후 포문사이로 누

수(漏水)한데다가, 두 차례나 돌풍에 휘말려 결

국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참사로 승무원 

445명 중,  200명이 익사하였다.  

배 주변을 돌아보고 놀란 것은, 700개 이상의 조

각상들이 배 안팎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군함인데도 절대왕권을 과시하려고 꾸며댄 것이

라고 한다. 

아무튼, 지금은 스칸디나비아 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박물관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데, 우리가 간 그 날도 국내외에서 몰려온 관람객

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평소에도 미리 예약하고 와야만 매표도 하고 제

대로 배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한다. 300년 이상 침

수된 채로 조각난 배를 복원시켜놓은, 최첨단 과

학기술은 놀라운 것이다. 그보다도, 옛 희생을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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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역사를 되살려 놓은 스웨덴 국민의 의지

와 노력은 경탄할 만 하다. 이 배를 보면서, 인간

의 욕심이 빚어내는 참극을 생각하게 된다. 

-- 과유불급 (過猶不及) 이라고 했던가. -- 

왕권을 과시하려고 700개가 넘는 조각품을 군

함에다 설치해놓은 욕심이라든지, 64문이나 되

는, 과중한 대포를 목선군함에다 장치한 욕심이 

빚어낸 참극이라 할 것이다.  

우리 인생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

욕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自招)하고 있는 것

일까?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다음으로, Novel 상 만찬장이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사를 찾았다. 

이 건물은, 아름다운 호반에 위치해 있고, 1923

년에 1,000년 앞날을 내다보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 

시청 안에는, 노벨상 시상식과 축하만찬이 열리

는 Blue Hall, 1800개 이상의 금박 모자이크로 

장식된 Golden Hall, 시 행정의 중심인 시의회 

회의장 등을, 약 45분간에 걸쳐 가이드 투어로 

돌아볼 수 있었다. 

현지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타고난 뒤,  부루 홀에

서 축배를 들었을 때, 김 대통령의 수상(受賞)을 

위해 진력한 한 사람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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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스톡홀름 의과대학교수로 봉직하면서, 

평생을 유학생들 돌보기에 헌신하였고, 한인사

회를 위해 봉사한 “한 영우(?)” 박사라는 것이다. 

지금은, 90세가 넘은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여 외

부활동을 삼가고 있지만, 한때는 스웨덴 왕의 주

치의로서, 또한 내과의 명의로서 이름을 떨친 분

인데, (- 잘 알려지지 아니한 사실이지만 -) 한 

박사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김 대통령은 노벨상

을 수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또 한 가지, 스웨덴의 의원 (국회 or 시의원?) 들

은, 거의가 직업을 갖고 있고, 103명의원의 의회

연봉이 120만원에 불과하다며, 늘 전철 아니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고,  한 명의 비서관이 3, 

4명의 의원을 맡아 보좌하고 있으니,  예산 절약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정치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이야기였다. 

--정치가 깨끗하니 사회가 맑아지고 국민이 행

복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 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다음으로, 구시가지인 “감라스탄” 지구에 있는 

대성당 (스톡홀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서 깊은 

교회) 과 왕궁을 돌아본 다음, 스웨덴에서의 마지

막 밤을 보내게 될  Karlstad로 향했다. 

출발한지 약 3시간 반 만에, Karlstad Scandic 

호텔에 도착했다. 

 

오슬로에 도착하던 길로, 놀웨이에 도착한 첫날, 

우리를 맞았던 현지가이드 황양을 만났다.  

알고 보니, 황양은 Oslo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이

었다. 

오슬로 중앙역에서 왕궁으로 이어지는 칼.요한 

거리(오슬로의 명동 거리)를 지나, 오슬로 시청사

에 도착했다. 

오슬로 시청사는, 1950년에 시 창도(市 創都) 

9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건물로, 1990년 이

래 노벨평화상의 시상식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었

다. (- 2000년도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이

곳에서 수상한 뒤, 스톡홀름 시청사로 이동하여 

축하연을 가졌던 것일까 ?-) 

이 청사의 1층을 비롯한 각 공간은, Per Krohg, 

Alf Rolfsen, Moonch 등 놀웨이를 대표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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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초대형 작품들로 꽉 차 있었고, 뭉크의 방

에는 뭉크의 명작 “인생”이 전시되고 있었다. 

 

 

 

 

 

 

 

 

 

 

 

 

 

 

 

 

또한 이 청사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열린 

공간”으로, 시민을 위한 “거대한 예술작품” 그 자

체였으며, 매달 1회 시민들의 결혼식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립미술관에 들러 1시간 동안, 자유 

시간을 가졌다. 

들리는 방마다 인파에 밀려 자유를 즐길 여유를 

갖지 못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떼를 지어 유명 작품 앞

에 몰려들어선 비켜날 줄 모르는 작태에는, 화가 

치밀어 영어로 뭐라고 나무라기까지 했다.  시끄

러운 통에 알아듣질 못했을 것이다. 

Moonch의 작품을 몇 컷 찍고 나서, 의자에 앉아 

쉬다가 밖으로 나와 버렸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인생의 흐름” 조각으로 

유명한 비겔란 조각 공원이었다. 

이곳은 놀웨이를 대표하는 조각가 “구스타프 비

겔란” 과 그 제자들이 제작한 조각들로 가득 찬 

대형 공원이다. 

모든 조각들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

르기까지의 삶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특히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공원의 중심에 서있

는 “모노리탄” 조각기둥이며, 1929년부터 14년 

동안에 걸쳐 3명의 석공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14m 높이의 화강암 기둥에 새겨진 121명의 인

간군상은, “영원한 삶의 굴레”를 나타내고 있고, 

그 주변을, 36개의 동상이 “모노리탄”을 호위하

듯 둘러싸고 있었다. 

Vigelan은, 이 공원의 전체세팅을 디자인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94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제 아쉽지만, Oslo 관광을 끝내고, 북유럽을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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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맞아 성심껏 안

내해준 현지 가이드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 

같다. 

특히, Oslo에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도와준 황양

과, Helsinki에서 만난 김 아주머니께 격려의 박

수를 보내고 싶다. 

황양은, Oslo 대학에 유학중으로 틈틈이 부업 삼

아 가이드를 하고 있다지만, 여러모로 장래가 촉

망되는 재원이었다. 

김 아주머니는, 슬하에 아들. 딸 둘을 둔 가정주부

로서, Scotland에서 남편을 도와 4년간 살다가, 핀

랜드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게 된 남편을 따라 헬

싱키에 이사 온지 5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고국의 맛과 향기를 전해주지 못한 것

이 못내 아쉬웠다. 

이국땅에서도 그들이 항상 건강하고, 소원성취

하길 기원한다.--- 

 

여덟째 날. 8. 24 (금)  Oslo - (대한항공 전세기 

1박) -Incheon.  

오후 7시 Oslo를 출발한  KAL기는, 약 10시간 

뒤 인천에 도착. 

 

 

돌이켜보면, 말 그대로 황망(慌忙)한 9일간이었

다. 현지 사정에 따라, 방문 순서가 바뀌기도 했

고, 예정에 없던 방문지가 추가되거나, 현지가이

드로부터 뜻밖의 숏핑 안내를 받기도 하였다.  그

럴 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 글을 마감지우면서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투어에서 감명 깊었던 일 몇 가지

만을 덧붙여 재강조하려고 한다. 

 

가. 북유럽 나라들은, 정치가 깨끗하다는 것이다. 

국회나 지방의 의원들로부터, 예산남용이나 부

정비리를 완전히 삼제(芟除)하여 놓았고, 놀라울 

정도로 정화(淨化)된 정치풍토를 이룩해놓았다

는 사실. 에리트 들부터가 근검절약하며, 국가사

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해, 뉴스위크지가 게재한 기사와 같이, 국

민전체가 안정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나. 그 곳에 정착한 교포 현지가이드의 말처럼, 

일하는 동안, 수입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 고달프긴 하지만, 은퇴 후, 국가가 그 이상

의 행복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어, 일하는 일   상

이 즐겁다는 것이다. (18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를 들은 기억이 났다.)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없

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식의  복지는,  아예 생각

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절세 아니면 탈세로 머리를 썩이는 우리의 현실

과는 너무나 차이 나는 세태다. 

 

다. 그 나라들은, 국가목표를 “인간과 자연의 조

화” 에 두고 있다 고 하였다.  

험악하고, 극한적인 자연환경 속에서도, 이 악조

건들에 순응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생존하는 지

혜를 터득해온 것이다. 

광활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면

서, 시청사보다 높은 일반건물은, 일체 짓지 못하

게 규제하면서도, 중세 도시 의 목조 건물들은, 

원형그대로 보전하는 한편, 시내의 옛길은, 확장

하지 않고 그대로의 규모를 지키면서, 자전거도

로를 설치 해 놓았고, “사람보다 자전거우선”의 

통행규칙을 만들어놓은  나라들이다.  그래서 자

동차로 다니기보다, 자전거로 다니는  게 더 빠르

고 편리하니까, 국회의원들조차 자전거로 출퇴

근하 고 있다는 말인가. 

 

라. 스웨덴은, 소자화 (小子化;저출산문제) 대책

의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국가를, “젊은 나라”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나라” 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과 보육, 아동교육제도를 충실히 하여, 높은 

출산율을 유지 시킴으로서, “세금 내는 다음세대

의 국민”과 “나라로서의  활력”을 확보하고 있다

는 말이다. 

러시아의 Putin 이, 군사적으로 북유럽을 위협하

기 시작하자, 스웨덴은, 즉각 이에 반응하여, 거

의 이론 없이 징병제를 재도 입하였다. 스웨덴이, 

“젊은 나라” 이기에 가능했던 사례다. 

한 눈에 보기에도, 북유럽의 나라들은 젊어지고 

있었다. 

오늘 날, 다수의 선진국들, 그리고 한국조차도, 

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

고 있는 것이다.  

이 현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9. 11 끝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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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2017.11.10.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제27회 일본 후쿠오카 변협회와 교류행사가 있었다. 그 행사를 겸하

여 12일까지 사이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후쿠오카 ~ 하기 등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다른 팀들은 11.13.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히로시마까지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명치유신의 주역의 하나인 죠슈번(長州藩 현재 야마구찌현 山口縣)에 관하여 특히 그 중심

지였던 하기(萩)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일본 혼슈(本州)의 중심지 동경, 교토에서 서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조슈번이 어떻게 일본의 역사를 바꾸는 명치유신의 주역이 될 수 있었고, 그 저력은 무엇이

었는지 알고 확인하고 싶었다.1) 

 

부산지방변호사회소식지 제77호(2015년 2월)에 ‘일본 명치유신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현 일본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라는 제하에 문예춘추 2015년 2월호에 있는 ‘安倍晋三と長州人.아베신조와 죠슈

닌’이라는 글을 번역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치유신에 관하여 적어보았다. 

2009년 ‘일본 남규슈 가고시마-미야자키를 다녀와서’-라는 제목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지에 기행문을 

적었고, 그 글에서 명치유신의 또 다른 주역 사쓰마번(薩摩藩. 가고시마 鹿兒島현)에 관하여 조금 정리

해보았다.2) 

이번에 이 잡문을 적으면서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2018년은 1868년 명치유신을 성공하였으니 150주년

- 201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현 교류회 행사 -       글● 홍광식 변호사  

1) 우리나라 서울 등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산지역도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알 수 있을 까
하는 관점에서도 하나의 사례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것 같다. 

2) 부산지방변호사회지 2011년 부산법조 제28권에 ‘일본 남규슈 가고시마-미야자키를 다녀와서- 두 번에 걸친 남규슈 가고시
마여행’이라는 제목이다.  

3) 명치유신 당시 사스마번의 최고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유신 3걸이다.  

4) 저자는 저작동기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일본근대사에 관한 우리의 이해수준은 심하게 말하자면 아직 시바료타로의 역사소설 
수준도 못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더 깊이 있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도록 하여야 한다는데서 출발하였
다. 그리고 저자 후기에서 ‘집필에 5년 수정 및 교정에 1년8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근대사의 주요한 역
사적 현장을 직접 다니느라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이다. 가고시마에서 센다이까지 25개 도시를 다녀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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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해이다. 현재 일본 NHK 방송 대하드라마의 타이틀은 ‘세고돈(西鄕ドン)’이고, 주인공 사이고 다

카모리(西鄕隆盛)3)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다. 

이번 여행을 다녀와 부산에 있는 성희엽 교수가 지은 ‘조용한 혁명4)-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건국(2016년 

소명출판) - ‘부제로 사무라이의 사

무라이에 의한, 일본을 위한 혁명’을 

일독하였다. 명치유신이전의 일본

의 상황, 명치유신성공이후 근대국

가체제를 갖추어 가는 과정까지 체

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있다. 

이 잡문을 쓰고 있는 2018. 8월 무렵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김세

진 지음. 밀밭)라는 책이 나왔다.5) 

 

 

 

이번 여정의 요약 

이번 여정은 2017. 11. 10.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하여 그 인근 다자이후 데만

구 등을 관광하고 저녁에 후쿠오카 오다니 호텔에서 교류행사를 하였다. 

2017. 11. 11에는 간몬대교를 넘어 혼슈의 야마구찌 현의 하기(萩)로 가서 소카손쥬쿠 등 명치유신의 유

적지를 살펴보고 다시 간몬대교를 넘어왔다. 기타규수의 야하다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칸잔소벳소(觀山

莊別莊)에서 가이세키 요리를 먹었고, 저녁에 시내로 나가 리필이 가능하다가는 주점 와자와자에서 과다

하게 음주를 하였다. 

2017.11.12에는 다시 야마구찌 현의 시모노세끼(下關)의 역사적인 유적을 이곳 저곳 둘러 보고, 죠후(長

府)로 넘어가 그 죠후의 모리저택, 성하촌(城下村)을 둘러보았고, 히로시마로 가는 일행과 헤어져 점심을 

먹고 고쿠라 (小倉)성을 보고 후쿠오카로 돌아와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번 우리 여행에는 가이드 분들을 서울 쪽에서 초청하여 우수한 분들이었다. 우리 가이드는 정난희씨가 

맡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알려주었고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해서는 자료를 교환하였다. 

서울에서 사카모토 료마를 중심으로 한 테마 여행팀을 인솔하여 시고구등 일본여행을 안내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부산의 여론주도층인 변호사님들이라면 일본,중국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부산에서도 테마

가 있는 일본, 중국 등 여행도 구상해볼만하다.  

 

중앙일보에 박보균 대기자가 일본 죠슈번의 명치유신유적지를 다녀오고 적은 글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이다.

5)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저자가 요시다 쇼인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책이 1,200권이나 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2018년 현재 
단 한권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건강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진정한 知彼知己와 독립을 이루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 저술한 책이다. 쇼시다 쇼인을 중심으로 명치유신 전후의 일본사정을 알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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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정에 관련된 일본 명치유신의 약사, 인물 

이번 여정과 관련하여 일본 명치유신의 약사, 죠슈, 사쓰마의 역할, 그 중심되는 인물에 관한 기초지식

이 필요하다. 명치유신의 주역은 죠슈번과 사쓰마번이고 그 두 번의 살장동맹(薩長同盟)을 맺도록 한 인

물은 사카모토 료마 (坂本龍馬)이다. 처음 죠슈번이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려고 할 때 사쓰마번은 막부

편에 섰으나 사쓰마번이 1863년 영국과의 薩英戰爭을 치러보고는 쇄국을 주장하는 막부를 그대로 두어

서는 아니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죠슈번도 186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4國과의 시모노세

끼(下關)전쟁에서 대패하기도 했다. 

사쓰마번은 죠슈번과 연합하여 막부를 무너트리려(倒幕)하는데, 죠슈번을 공격한 전과가 있어 연합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카모토 료마가 나서 살장동맹을 맺게 한 것이다. 

죠슈번이 제일 먼저 막부를 무너트리려는 존왕양이(尊王攘夷)사상을 고취하고 명치유신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시다쇼인(吉田松陰)이고, 하기(萩)에 있는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주된 교육장이

었다. 쇼카손주쿠에서 다가스키 신사쿠(高彬晋作)를 비롯하여 명치유신의 주역이 되고, 그뒤 일본 역사

의 중심이 된 많은 인물이 길러졌다. 죠슈번의 본번(本藩)은 하기 萩에 있었고, 죠후(長府)는 지번(支藩)

이었다. 다가스키 신사쿠는 장주기병대(長州奇兵隊)를 만들어 죠후에 있는 공산사에서 거병하였다. 

이번 여행, 그 뒤 성희엽의 ‘조용한 혁명’ 등 책을 통한 紙上旅行을 하여 요시다 쇼인, 신사쿠 등을 비롯

하여 죠슈번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실시한 야마구찌현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하는 어느 앙케이트에 다가스키 신사쿠

가 당당히 1위를 획득하였다.6) 현 일본 아베정부의 이념적,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마구

찌의 하기이고, 구체적으로 요시다쇼인, 다가스키 신사쿠의 사상이다. 앞서 든 문예춘추 2015. 2월호에 

있는 ‘安倍晋三と 長州人’라는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7) 

묘하게 일본에서 1868년 명치유신이 성공한 100주년인 1968년의 일본수상은 야마구찌 출신 사토에

이샤쿠(佐藤英作)이고, 150주년인 2018년에는 같은 야마구찌 출신 현 아베수상이다.  

 

 

2. 2017. 11. 10. 09시 김해공항에서 후쿠오카로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50분가량 지나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였고, 카니 -바다게- 요리를 하는 식당

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옆자리에 정창환 변호사님 부부, 법무법인 정인의 박성철 변호사, 우리 법무법

인 국제 황진효 대표변호사 등과 같이 자리를 하였다. 정변호사님의 장인 어른이 작고 하신 배철세 변호

사님이라는 이야기, 배변호사님이 함경도 산수갑산 군수를 하였다는 이야기, 정변호사님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실 당시 배변호사님이 출제 위원이었다는 이야기 등 과거로 되돌아 갔다. 

일행 가운데 후쿠오카 지방법원 법정을 견학하는 팀과 나누어져, 아사히 맥주공장으로 가보았다. 우리 부

6) 一坂太郞 저. 長州奇兵隊. 中央新書.2002년. 

7) 현 일본수상 아베신조 安倍晋三의 이름에서 ‘晋’은 다가스키 신사쿠 高彬晋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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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역으로 수출하는 맥주도 이곳 공장에서 생산하는 맥주라고 하였고, 4종류의 맥주를 試飮하였다. 공

장에서 마시는 맥주가 부산에서 마셨던 맥주 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맛이 있었다.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

도 작용하였겠지만. 

 

다자이후 덴만구로 

후쿠오카로 여행을 하면 하게 되면 거의 필수적으

로 거치는 곳이 다자이후 덴만구(天滿宮)이다. 다

자이후 덴만궁은 학문의 신 스가와라 미치자네(菅

原道眞 845-903)를 모시는 일본 전국의 덴만구

의 총본산이다.8)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眞)가 지은 ‘동풍이 불거든 꽃향기를 보내다오’라는 시의 시비도 보

았다. 인용하여 본다. 

東風吹かば 匂ひおこせよ 
梅の花　主なしとて  

春なれそ忘(わす)れそ 

동풍이 불면 향기를 보내다오 

매화여 주인이 없어도 

봄을 잊지 말아요 

8)  부산지방변호사소식지 2017.10월호에 ‘다자이후 덴만구에 가시거든 이 시도 음미하세요’라는 글을 발표하였고, 다자이후 덴만
구의 유래 등에 관하여 적어보았다.



288•제36호 부산법조

덴만구 앞쪽거리에는 매화향이 나는 떡(梅ゖ枝餠)을 구워서 파는 가게가 무척 많다. 떡 하나 하나 마다 포

장이 되어 있고 포장지에 스가하라 미치자네의 위 시가 적혀있었다.  

 

 

 

               

 

 

 

스가와라 미치자네는 권력의 중심인 천황이 사는 교토에서 규슈의 다자이후로 숙청되고 교토에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던 매화와 대화하는 내용이다. 

 

사카모토 료마의 피스톨 

언젠가의 여행 때에는 덴만구 안에 사카모토 료마의 피스톨을 전시한다고 선전이 되어 있어 가보았더니 

료마가 가지고 있었던 피스톨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다. 료마는 죠슈의 다가스키 신사쿠로부터 피스톨

을 받았다.9) 료마도 북진일도류(北辰 一刀流)도장에서 수련한 무사로 검술의 달인이었다. 그는 검이 주

도할 시기에는 검을, 총이 주도하는 시기가 왔을 때에는 총을, 국제관계에서 조약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

이 될 때에는 국제공법을 배우는 등 시세의 변화를 파악하고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지적을 보았

다. 시세를 알아야 준걸(俊傑)이라고 하였던가. 그러나 료마는 1867년 암살당할 때에는 검도, 총도 지니

지 않은 채 -일본 제일의 무사가-칼에 맞아 암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10) 그런데 료마가 지녔던 총을 전

시한다고 법석이더니 총의 사진을 전시한다. 아무리 료마를 존경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상하였다. 

 

오타니 호텔 정례교류 공식행사 

저녁에 뉴오타니 호텔에서 교류행사를 하였고, 부산측에서 129명(변호사 101명, 가족 26명, 직원)이 참

석하였고 교류회 행사 역사상 가장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했다. 선물 교환을 하였고, 일본 측은 도자기

를, 우리 회는 해인사 범종의 축소한 범종을 준비하였다. 우리 부산변호사회도 이번 일본과의 교류행사의 

준비를 잘하고 왔던 것으로 보였다. 지난 2000년 필자가 처음 참석할 때는 우리 측이 준비가 다소 소홀

한 것같았다는데, 이제 많이 발전한 모습이다. 

고령이신 황진호 변호사님이 건배사를 하시고 우리 일행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하지는 않았다. 

우리 일행은 공식행사를 마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황진효 대표, 장원필 변호사들 몇몇 분들과 

호텔인근 이자카야에서 일본 소주와 맥주를 기울였다.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이 술집 주인

  9) 다가스키 신사쿠가 중국 상해에 가서 노예와 같이 되고 있는 중국인의 상황을 숙지하고 倒幕에의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는데, 
그때 사왔던 피스톨 중 하나이다.   

10) 자료에 의하면 총은 스미스 웨슨이고, 현재 사카모토 료마의 고향 고지현립판본기념관(高知縣立坂本龍馬紀念館)에 소장되
어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289

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3. 2017.11.11. 간몬대교 넘어 야마구찌현으로 

 

  2017.11.11. 07:00 호텔에서 조식하고 버스 4대에 나누어 타고 일본 규슈와 혼슈를 잇는 간몬대교 (關

門大橋)를 건너갔다. 간몬대교라는 이름은 下關의 關-門司의 門에서 한자씩 따왔다. 

 

오우치가의 전성기 문화사원 루리고치 瑠璃光寺- 5重塔 

하기로 가는 길에 루리고치 (瑠璃光寺)를 들렀다. 

무로마찌(室町)시대 중기 1442년 건립된 루리고

치(瑠璃光寺) 5重塔을 둘러보았다. 일본 3대 5

층목탑의 하나이다. 일본 3대 5층목탑은 나라 法

隆寺, 교토 醍醐寺에도 있는데, 그 가운데 루리

고치(瑠璃光寺) 5重塔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

운 5층목탑이다. 동생 오우치 모리하루 (大內毛

利盛見)가 1399년 오에이(應永)의 전란에서 자

결한 형 요시히로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442년

에 건립한 오우치(大內氏) 문화의 걸작이다. 

불쑥 오우치(大內) 문화라고 나왔는데, 그 내력

을 알기위해 전국시대의 이 지방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일본 쥬고쿠 지역의 세력변천 

- 오우치 大內氏와 모리 毛利 

일본에서 쥬고쿠지방 (中國地方)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는 이즈모(出雲)의 아마고(尼子氏)의 세력이 있

었고, 산요 (山陽)지역에는 큰 세력을 과시하는 오우찌(大內氏) 양대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뒤 모리 (毛利)

씨는 아마고와 오우찌와 동맹 이반을 반복하여 세력을 신장시켰다. 결국 모리가가 중국지방의 패자가 되

는 데는 모리모도나레(毛利元就)의 힘이 컸었다. 毛利元就는 오우찌에 종속되어 아마고씨를 토멸하여 

갔고, 결국 1566년 중국지방을 통할하는 전쟁대명(戰國大名)이 되었다.11) 

 

1582년 모리모도나레의 아들 모리 데루모토 (毛利輝元 1553-1625)는 서군(西軍) 도요도미 히데요시

11) 일본에서 나온 別冊 歷史人 [戰國武將の全國勢力變遷マッフ]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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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종하였고, 1600년 세끼가하라 전투에서 도요도미측에 서서 서군의 총대장을 맡았다가 패전하여 도

구가와측으로부터 감봉당하게 되었다. 120만석에서 37만석으로 감봉당하였고, 데루모토에게는 長門․ 
周防 두 지역이 주어졌고, 輝元은 은거 삭발하여 환암종서(幻庵宗瑞)로 불렸다. 이렇게 근세에서 명치에 

이르기까지 살았는데, 모리모도나레에 출발한 모리가의 비참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지혜가 있었기 때

문이다.  

루리고치에서도 마스나가(末永)라는 80세 노인이 자원봉사로 가이드를 하였다. 이번에 일본 여행시에 이

곳 루리고치나 하기, 그리고 시모노세끼에서 모두 팔순이 넘어선 남자 노인들이 가이드로 자원봉사를 하

였다. 모두 그 지역 출신인 듯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였다. 국적을 넘어서 노인들이 나름대

로 사회에서 자기 일을 찾는 모습이 나이가 든 저의 입장에서 보기에 무척 좋았다.  

毛利가의 번주들 7인의 묘지는 죠후 공신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곳 사찰 경내에도 모리 가문의 묘지도 

있는 것같다. 

 

아키요시다이 秋吉臺 

카르스트 지형의 동굴 아키요시다이(秋吉臺)로 갔다. 일본 야마구치현 중앙부에 있는 미네(美称)시에 걸

쳐 있는 아키요시다이 (秋吉臺)를 비롯하여 슈호도(秋芳洞) 등 400개 남짓한 종유동굴을 포괄하는 국정

공원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黑谷口라는 동굴은 개방이 되어있었고, 긴 동굴 동굴입구에서 야

광이 되는 손목걸이를 하나 씩 나누어 주어 굴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치밀하게 배려를하였다. 동양최대의 석회암 종유동굴 동굴길이가 10

킬로미터이라고 한다. 동굴을 걸어서 나왔는데,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

었다. 동굴 밖으로 나와 점심식사를 하고 식당 구내에 있는 가게에 들러

보았다. 요시다 쇼인, 다가쓰키 신사쿠의 얼굴이 나와 있는 노트를 팔고 

있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水晶도 팔고 있었다. 

아키요시다이의 전망대로 차를 타고 올라갔고, 아키요시다이 전망대에

서 바라 보았더니 넓고 넓은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한켠에 산다화

(山茶花. 일본에서 사잔카)가 많이 피어있었다. 

 

죠슈의 중심지 하기로 

우리 여행일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된 목적지가 하기였는데, 그리 지역이 넓지는 않고 주변지역 전체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다. 

2018년 현재 약 5만명이 사는 조그만 도시 하기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동해바

다와 맞닿아있다. 모리가의 하기성은 지월산(指月山)이 뒤에 있고 산너머는 우리 동해를 면하고 있었다. 

모리 데루모토12)가 세게가하라(關ケ原)전투에서 도요도미의 총대장을 맡아 패전하고 도쿠가와 측으로부

터 제재를 받아 번의 규모가 주방(周防)․장문(長門) 두 지역으로 대폭 축소되었던 것이다. 에도막부의 허

락을 받아 하기에 조그마한 성곽을 짓고 하기를 중심지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모리가문은 그 때 패전의 원한을 마음 속 깊이 품고 있었고 명치유신에서 도쿠가와 막부에 도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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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조슈는 에도막부나 다른 번들이 농업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제지 등의 경공업방식으로 경제를 전환하고, 

토지도 개간해 나갔다. 교육에도 크게 투자하여 인재양성에도 힘썼다. 조슈번이 이백 년 넘게 에도막부에 

대해 가져온 반감은 19세기 서양세력의 등장과 함께 촉발된 존왕양이 사상과 융합되어 젊은 사무라이들

을 움직이게 했다.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준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요시다 쇼인이었다. 

메이지 유신 시기 조슈 번에서 요시다 쇼인, 다카스키 신사쿠와 같은 열광적인 혁명가가 나왔는가 하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같은 메이지 정부의 governence구조를 만

드는 사람도 나왔다. 정말로 명치유신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인재가 나와 활약하였다. 문자 그대로 多士

濟濟하다.13) 

 

하기박물관 

먼저 하기 박물관에 들러보았더니 막부말기의 유신관련 

실물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김세진의 책의 ‘쇼카손주쿠의 학생들 ‘일본의 새싹’ ‘이라는 

장에 쇼카손주쿠에서 배출된 명치유신등에 관련된 인물들

의 명단, 활동한 상황등을 개별적으로 알 수 있었다. 쇼카

손주쿠의 학생은 92명이었다. 

가쓰라 고로(뒤 木戶孝允), 이도히로부미(伊藤博文), 야마

가다 아리도모(山縣有朋), 초대 총독 데라우찌 마사타게

(寺內正毅) 등을 비롯하여 기병대 명단에 미우라 고로(三

浦梧樓·조선 주재 공사)도 있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의 주범이다. 명단은 불쾌감을 키운다. 

지난 해 여행 시에는 스치면서 급히 보느라고 하기박물관

에 있는 개별적인 자료들은 찬찬히 볼 수가 없었다. 우리 

일행들은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를 한참동

안 둘러보고 나이든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여러 가지를 보

고 왔다. 

 

요시다 쇼인, 쇼카손주쿠(松下村塾) 

일본 명치유신의 정신적 지주는 요시다 쇼인14)이고 그의 교육장이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이다. 아베정부

12) 임진왜란 당시 3만명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경상도 지역을 휩쓸고 부산에 왜성 등을 세웠다. 그뒤 우리 도공들을 마구잡이
로 끌고가 하기는 일본 최고의 도자기 제작지로 발전했다. 

13) 작고한 김종필 전 총리의 증언록의 지적대로 “그들은 메이지 유신의 원훈(元勳)이지만 한국인에겐 원흉(元兇)이다.” 

14) 쇼인은 주로 토라지로(寅之郞)라고 불렸는데, 22~23세 된 무렵부터 쇼인(松陰)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했다. 소나무 그늘이라
는 의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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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 추진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요시다 쇼인에 관하여 ‘보물섬’,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쓴 로버트 스티븐슨은 1880년 빅토르 위고, 월트 

휘트맨, 데이비드 소로우 등 9명의 인물을 다룬 책에서 ‘요시다 토라지로(쇼인)’라는 일본인을 비중있게 

다뤘다. 쇼인은 1880년 무렵 이미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 

일본의 서쪽 끝 하기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요시다 쇼인이라는 작은 불씨가 서구열강의 군사적 위

협에 맞서 에도 막부라는 광야를 불태우고 270여개의 분열된 봉건국가 대신 통일 국가, 단일한 중앙 정

부를 새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쇼인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학문을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국토순

례를 시작한다. 

하지만 페리 함대가 등장하는 1853년 이후에는 특정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국토

순례를 시작한다. 

요시다 쇼인은 병학자로서 일본 연안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동북지역을,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직

접 보기 위해 나가사키와 큐슈 지역을 돌아보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토순례를 했다. 

세 번의 국토순례를 통해 요시다 쇼인은 미토(水戶)의 존왕양이론을 접하고 나가사키에서는 서양문물의 

실상을 체험한다. 

외국에 앞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쇼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페리제독의 흑선을 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간청하였으나 페리제독은 일본

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거절하였다. 

쇼인등은 조각배를 타고 흑선에 접근하였지만 거절당하고 체포되었다. 

페리제독이 쇼인등에게 받은 강렬한 인상을 아래와 같이 그의 일본 원정기(Japan Expedition,1854)에 

남겨 놓았다.(김세진 앞선 책 61쪽) 

 

 

 

 
 

 

쇼인이 1859년 30세로 처형당하기 직전 감옥에 면회온 신사쿠에게 ‘나는 큰일을 이루겠다는 뜻을 품었

기에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초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쇼인은 그의 유서인 ‘유혼록(留魂錄)’에서 일본의 정신(大和魂)을 강조했는데, ‘몸은 무사시 들판에서 썩

어도 세상에 남겨지는 야마토 타마시(大和魂)!’로 글이 시작된다.15) 

 

이 사건은 우리를 매우 감격시켰다. 법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식을 넓히려는 두 청년의 뜨거운 

열정에 놀랐다. 일본인은 학문을 좋아하고 탐구심도 강하다. 이 두 청년의 계획만큼 일본 국민의 탐구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나타내는 것은 없다. 지금은 엄격한 법에 억눌려있지만, 만약 모든 일본인이 이 두 젊은 이와 같

다면 일본은 미국만큼 강대해 질 것이다. 

15)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처음 쇼카손주쿠 출신들, 특히 이토 히로부미가 1868년 죠슈신사를 세우고, 쇼인과 동문들의 
희생을 기렸던 신사였다. 1879년 이름을 바꾸었고, 하기에도 쇼인 신사를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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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스키 신사쿠의 탄생·성장 

다카스키 신사쿠의 고향은 나카토(長門)이고,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 4대천황 가운데 1인이다. 

막부말기 존왕양이 지사들이 대부분 번정에 참가할 수 없었던 하급사무라이나 서민 출신이었던 것과 달

리 다카스키家는 번주의 측근으로 번 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상급사무라이집안이었다. 이 때문에 다가스

키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따라 에도를 몇 차례 다녀오고, 항해도 한 차례 다녀왔다. 당시 죠수 하기에서 에

도로 가는 길은 일본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가는 먼 길이었고 여러 번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다카스

키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국토와 현실을 체험할 수 있었다.(성희엽의 앞선 책 689쪽) 

이때의 국토순례에서 상급사무라이 집안의 독자로 자신만만하던 청년 사무라이 신사쿠는 자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신사쿠의 문·무를 겸비한 성장 -검술 수련과 무사도 

그 시기 사무라이들은 청소년시절에 전국의 유명한 사숙에서 유학, 양학, 국학을 배우면서 문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춤과 동시에 에도의 명문 도장에서 검술을 수련하면서 무관으로서의 전투 기술과 용기와 명예 

같은 마음가짐도 익힐 수 있었다. 검술수련은 단순한 전투기술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정신적 수양과정이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관료가 아니라, 변혁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었다. 막부 말기 혁명적 사무라이들이 유신변혁이라는 고난에 찬 역사적 여정을 헤쳐나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검술수련을 통해 단련된 정신적 강인함과 자기 성찰이 뒷받침 되어 있었

다.(성희엽의 앞선 책 705~706쪽) 

다카스기는 검술수련을 목적으로 국토를 순례하면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는다. 다카스기는 검술을 중

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도치기현 미부에서 3박을 하면서 여러차례 검술시합에

서 그는 한번도 이기지 못하고 완패당하고 만다. 다카스기는 마츠모토 고로베에라고 하는 미부 쇼토쿠태

자류 사범과 여러 차례 시합을 했다. 더욱이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고령인 56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다. 이 패배는 패기 넘치는 청년사무라이인 다카스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였다. 미부는 규모는 작지만 신도무넨류를 창시한 후쿠이 베우에몬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검술 수준

이 매우 높았다. 기도 다카요시 등 조슈의 많은 번사들도 에도에서 신도무넨류의 사범에게 검술을 배웠

다.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신사쿠의 일기에는 마츠모토 고로베에와 시합을 가진 그 날부터 백지상태로 

남아 있다. 

..............이때 다카스기의 패배는 자신의 낡은 굴레를 벗고 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패배였다 

(성희엽의 앞선 책 705쪽 하단) 

 

신사쿠의 상해에서의 체험 

신사쿠의 일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는 중국 상해에서의 체험이다. 1862.4.29.석탄, 인삼 등을 운송

하는 무역선에 합류해 나가사키를 떠났고, 두 달 정도 상해에서 머문 뒤. 7.14 귀국했다. 상해의 프랑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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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에서 신사쿠는 중국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에게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목격한 뒤, 일본이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양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한다. 그로부터 몇 달 뒤 1862.12.12. 

다카스키 신사쿠는 구사가 겐즈이 등 급진파 존왕양이 사무라이들과 함께 영국 공사관에 불을 지른다.  

이후 그의 성난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이 되어 유신혁명 속으로 뛰어 든다.(성희엽의 앞선 책 691쪽) 

 

신사쿠의 활약-장주기병대 

다카스키 신사쿠는 검술수련과 문학수업을 위해 국토순례를 하면서 비밀리에 요시다 쇼인의 스승이었던 

사쿠마 쇼잔까지 방문하였고 자신의 오만함과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는다. 

신사쿠는 이렇듯 정신적·무력적인 기반을 갖추고 다음 ‘공산사거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모노세끼, 그

리고 죠후(長府)의 공산사에서 본격적인 활약을 하게 된다. 

 

간몬대교를 넘어서 기타규슈 야하다로 

간몬대교를 다시 넘어와 기타규슈의 야하다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칸잔소벳소(觀山莊別莊)에서 가이세

키(會席) 요리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백명이 넘어서는 부산변호사회 소속변호사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

고,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회집행부의 소개에 이어 신규회원님들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으로 분위기가 업되었다. 이제 필자도 나이가 많이 들어 부부가 함께 오신 정창환변

호사님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나이의 변호사님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정인의 박성철 변호사님

이 필자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다.   

식사를 마치고 와자와자라는 이자까야로 갔는데, 1인당 1200 엔에 술과 안주는 무한 리필해주는 술집이

었다. 술의 종류나 안주를 구별하지 않고 무한리필된다고 하였으나 안주나 술이 우리의 취향대로 빨리 나

오지는 않았다. 우리 일행들의 주량을 보고 무한리필하였다가는 본전이 되지 않을 것같아 작전을 폈던 것

같다. 실질적으로 시간을 끌어 유한 리필을 하는 것같았다. 부산의 젊은 변호사님들과 거리낌없이 마시고 

떠들었다는 기억이 남아 있다. 이자까야 와자와자의 주소는 호텔에서 준 안내서에 의하면 福岡縣 北九

州시 八幡區熊手 2丁目 4-20으로 되어 있다.  

 

원자탄을 피하게 된 기타큐슈 

기타큐슈(北九州)시는 일본 규슈 최북단의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2014년 기준 인구가 약 96만 명이

다. 1963. 2.10. 북규슈의 다섯 개 도시가 기타큐슈 시가 되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고쿠라(小倉), 간문

(關門)해협에 접하여 혼슈와 간몬터널로 연결되는 모지(門司), 공업도시 도바타(戶畑)와 야하타(八幡), 그

리고 석탄 선적항 와카마쓰(岩松)가 통합한 것이다. 

고쿠라는 1945. 8.9 병기제조창이 있었던 주요 군사기지였기 때문에 당초에 원자폭탄 투하대상지였다. 

그러나 고쿠라에서 서쪽을 약7킬로미터 떨어진 야하타에 짙은 안개가 낀 데 더해 바로 전날 미군의 공습

으로 연기가 번져 항공기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폭격기 조종사는 이 상황을 상부에 보

고해 수정된 명령을 받아 원자폭탄은 규슈 북쪽 대신에 어이없게도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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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11.12.간몬다리를 다시 건너 시모노세끼로, 죠후 長府로 

 

다음 날 2017. 11. 12.에 다시 간몬다리를 건너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 바닷가로 갔다. 

시모노세끼는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나아가 일본 혼슈의 서쪽 끝에 위치하였지만 일본 역사에

서 결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현장이기도 하였다.  

 

부관연락선이 오고간 시모노세끼 

시모노세끼(下關)는 우리 부산과 인연이 깊은 도시이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하관이었고, 

부산과 하관을 연결하는 부관연락선이 오고 갔던 곳이 시모노세끼이다. 1905년 9월 처음으로 부산과 시

모노세끼를 잇는 연락선은 1,680톤급의 이키마루(壹岐丸)이었다. 1905년 5월 러일전쟁을 끝나고 종결

짓는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경부선철도와 일본 본토의 철도연결을 위하

여 연락선 운행이 추진된 것이다. 

이바노비치 작곡 다뉴브강의 잔물결을 번안한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윤심덕이 부관연락선

을 타고 가다 현해탄에서 연인과 투신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일본 패전직전까지 연락선운행이 계속되어 50년에 걸쳐 3천만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다.(최영호 등 지

음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출판사 2007년)  

 

조선통신사가 주로 다녔던 곳 

시모노세끼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주된 통로였는데, 시모노세끼 바닷가

에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었다. 선조40년(1607년)부터 순조11

년(1811년)까지 총 12차례 일본으로 갔

다. 11회는 비석이 세워진 시모노세끼로, 

마지막 1회는 쓰시마섬으로 들어갔다. 

우리나라가 청나라 등 중국의 문물을 직접 받아 들여 일본에게 전할 만한 선진문물이 있었던 시기이었다. 

기념비에는 얼마 전 작고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씨의 친필이 조각 되어 있었다. 

 

청일전쟁의 마무리 시모노세끼조약이 체결된 곳 

시모노세끼는 우리나라를 둘어싸고 청나라와 일본사이에 벌어졌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마무

리하는 시모노세끼조약 (下關條約)이 체결되었던 곳이다. 

청국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은 강화조약을 위해 시모노세키로 찾아가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와 마주앉았다. 이토가 ‘봄 바다에 돛을 올린다’는 뜻으로 이름붙인 복어 요리집 순반로우(春帆樓)에

서였다. 지금도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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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은 인조지(引接寺)라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청년에게 왼쪽 눈 아래 

뺨에 저격당하였다. 치료를 마치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청일전쟁은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下關) 

강화조약으로 종결된다. 일본의 일방적 승리였다. 

일본은 대만을 첫 식민지로 얻었다. 청은 전쟁 배상금으로 2억 3000만냥을 냈다. 당시 청나라 국가 예산

의 3배, 일본 연간 재정수입의 8배였다.  

청일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세계 열강의 반(半)식민지로 전락했다. 국가 사적(史跡)으로 지정됐다. 순반로

우 옆 일청강화기념관에는 당시 청국과 일본 대표가 앉았던 자리를 재현해 놓았다. 건물 옆에는 일본 대

표였던 이토와 무쓰 무네미쓰(陸奧

宗光) 외상의 동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오타니 다다시 大谷正 지음 

이재우 옮김 청일전쟁. 오월의 봄 

2018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중심으로 형성되

었던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었다. 

시모노세키(下關) 강화조약 제1조

는 “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국

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조

선을 침략하기 위한 사전조치이었음

은 물론이다. 

 

아카마신궁 赤間神宮, 아미타사능 阿彌陀寺陵 

다이라 기요모리(平淸盛)가 경쟁세력인 원씨(源氏)를 제압하고 태정대신(泰政大臣)에 올라 다이라(平氏)

의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무사층 전반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전횡을 하게 되었다. 그

러자 源氏가 평씨토벌군을 일으켜 1183년 평안경에 쳐들어가 평씨를 서쪽으로 쫓고 西行하게 하여 

1185년 나가또의 단노우라의 해전에서 패색이 짙어졌다. 

그때 다이라 가문과 함께 있던 7세인 안토쿠 덴노(安德天皇), 그의 어머니 와 외할머니 니이노아마(二位

尼-다이라 기요모리의 아내)가 함께 있었다. 니이노아마는 보검을 허리에 차고 3종신기(3種神器)와 안

토쿠 덴노를 품에 안고 뛰어내릴 각오를 하며 외순자 안토쿠 덴노를 껴안았다. 그때 안토쿠 덴노에게 용

궁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함께 바다에 뛰어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 왔다. 이런 슬픈 스토리를 바탕으

로 안토쿠 덴노 등의 孤魂을 가리는 아카마 신궁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아미타사능(阿彌陀寺陵)은 들리지 않았다. 안내 팜프렛에 의하면 아미타사능은 어린 나

이에 돌아간 안토쿠 덴노의 묘이다. 아카마신궁의 부근에 있고, 서일본에 있는 유일한 천황의 묘라고 한

다. 아카마신궁에서 매년 5월 2일부터 3일간 제사를 지낸다. 

아카마 신궁은 조선통신사의 혼슈지역 첫 방문지이자 숙박지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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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막부의 성립과 멸망의 단초가 된 시모노세끼 

이번에도 히라마쓰(平松)라는 자원봉사자 할아버지가 죠후로 가는 버스 안에 함께 타고 가면서 안내를 

하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막부가 성립한 계기가 되었던 곳도 이곳 시모노 세끼이고, 막부가 종료하게 된 계기가 

된 곳도 이곳이라고 일본의 역사를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민두기 교수가 편저한 ‘일본의 역사’(2000. 3. 20. 지식산업사)에서 알아보았다. 

일본역사에서 막부가 성립한 계기라는 근거는 앞서 본바와 같이 平氏의 전성시대를 열었으나 무사층 전

반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평씨가 전횡을 하게 되자 源氏가 평씨토벌군을 일으켜 

미나모또노 요시나까(源義仲) 1183년 평안경에 쳐들어가 평씨를 서쪽으로 쫓고 미나모또노 요리또모

(源賴朝), 그 아우 義經을 西行하게 하여 1185년 나가또(長門-山口縣의 下關海峽)의 단노우라(壇浦)의 

해전에서 평씨를 결정적으로 멸하였다.16) 

미나모또노 요리또모(源賴朝)가 12세기 말에 가마쿠라(鎌倉)에 바꾸후(幕府)를 세운 것은 일본 역사에 

새 기원을 그은 것이었다. 바꾸후(幕府)는 어원적으로는 출정한 장군의 막영(幕營)이라는 중국고사에 연

유하나, 당시 일본에서는 율령체제하의 근위대장의 거관(居館)을 지칭하였다. 1192년 요리또모(源賴朝)

가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에 임명되었는데, 征夷大將軍은 원래 애조를 정복하기 위한 임시관직이었으

나 무인 최고의 영직榮職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17) 

막부가 막을 내리게 된 계기도 시모노세끼에 있다고 한 근거도 알아보았다. 

죠슈번은 1863년 국제정세도 모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4국 상선에 대해 포격을 가하였다. 그 

포격이 원인이 되어 4국 함대의 공격으로 시작된 下關戰爭에서 대패하고 다까스기 신사구 등의 세력이 

양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倒幕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막부를 타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일본 노인 자원봉사자 히라마쓰씨는 자신의 마을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자기 나라 역사를 숙지하고 안내

해준 정말 성실한 노인이었다.  

 

하관전쟁과 다가스기 장주기병대의 등장 

다음 ‘죠후의 공산사거병’에서 다가스키 신사쿠의 활약이라는 관점에서 적기에 앞서 시모노세끼라는 장

소의 관점에서 적어둔다. 

앞서 막부가 막을 내리게 된 계기가 시모노세끼에서 있었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864년은 죠슈

번에게 몹시 호되게 경을 친 해였다. 7월에 禁門의 變에서 패퇴하고, 8월에는 미,영,불, 화란 4국 연합함

대가 죠슈를 포격하여 해안의 장주 포대를 완파당한 위에 2000명 가량의 육전대를 저지하지 못하여 완

벽하게 파괴당하였다. 4국함대 하관포격사건은 장군 이에모찌(家茂)가 孝明天皇과 약속한 攘夷결행의 

날(1863년5월10일)에 죠슈의 양이파가 관문해협을 통과하는 외국선을 포격한 사건(下關事件)과 함께 

16) 안덕천황이 단포에서 물속에 가라 않힐 때 몸에 지니고 있던 천황위의 상징인 세 가지 종류의 神器 중의 구슬도 영원히 없어
졌다. 상종신기 중 칼은 熱田神宮에 봉안하여 천황은 그 모조품을 갖기로 되었으나 이것도 이때 없어졌다. 남게 된 것은 伊勢
의 神宮에 모신 거울뿐이다. 

17) 이 장군직으로 하여 막부의 수장을 장군(쇼오군)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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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關戰爭이라고 한다. 잇따른 패배에 죠슈에서는 막부와 일을 거칠게 하지 않으려는 번의 상층부가 권력

을 회복하여 막부에 恭遜하고자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금문의 변에서 御所를 공격한 죠슈

를 조정의 적(朝敵)으로 취급하여 막부는 제번에게 죠슈 정토(征討)를 명하였다. 11월에 막부군이 죠슈를 

포위, 죠슈번은 항복을 하였다. 이를 제1차 장주정토라고 하는데, 다음 해 奇兵隊를 만든 다가스기 등이 

거병하여 倒幕의 움직임을 보이자 제2차 장주정토에 이른다. 

죠슈는 금문의 변에 패배하여 <조정의 적 朝敵>으로 되어 막부측이 죠슈정토의 대군으로 포위하여 항복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죠슈에는 크게 2개의 파가 있다. 존왕양이로 일관하려는 정의당,  

정세에 맞추려는 번 상층부를 중심으로 한 俗論黨이다. 금문의 변, 하관전쟁에서 패퇴하기 까지 정의당

이 번을 움직이었는데, 죠슈정벌에서 항복함에 따라 切腹하거나 번정에서 배제되게 되어 속론당이 번정

을 장악하여 막부에 공손의 의사를 표하였다. 그 때 기병대를 거느리고 다카스기 신사구가 決起 하였다. 

奇兵隊18)는 번사 이외의 무사나 서민도 포함된 부대인데 하관전쟁후에 결성되었다. 죠슈번의 전투부대

의 하나다. 반란군에는 伊藤俊輔(뒤의 博文)가 이끈 力士隊가 합류하여 하관의 會所(번의 사무처)를 급

습하였다. 大田․繪堂의 전투에 승리하여 하기에 들어가 속론당으로부터 번정을 탈환하였다. 막부는  

침묵하지 않았다. 전쟁은 제2의 죠슈정토로 이어진다. 

 

죠후 長府의 이곳, 저곳 

시모노세끼에서 버스를 타고 죠후로 들어갔다. 죠후의 역사에 관하여 안내하는 팜프렛을 볼 수 있도록 비

치해두었다. 그날 일행이 돌아본 죠후의 이곳, 저곳을 그 팜프렛에 소개한 내용을 번역하였다. 

 

죠후의 역사 長府의 歷史19) 

죠후 (長府)의 역사는 서력 (西曆)193년 중애천황(中哀天皇)이 현재의 기궁신사(忌宮神社)부근에 가(假)

의 황거(皇居) <풍포궁 豊浦宮>을 둔데서 시작됐다. 그 후 국부(國府.役所)가 여기에 설치된 데에서 <장문 

長門의 국國․ 국부 國府> 장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고대화폐 <화동개칭和同開稱>의 주전소 鑄錢所 

각원사覺苑寺 부근에 설치되었다. 平家가 멸망한 단노우라합전(壇の浦 合戰)에는 源氏는 장부(長府) 沖

에 본진을 두었다. 

1600년 세께가하라 전투에서 毛利씨가 도요토미측의 서군에 가담하여 패하여 防長2개國으로 감봉. 本

藩은 萩에 두고, 長府는 支藩으로서 近世 城下町로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1864년 高杉晋作가 功山寺에서 거병하여 이것이 막부를 무너트리게 되어 명치유신의 지로 되게 되었

다. 작은 성하촌 城下町이지만 1800년의 역사가 곳곳에 있는 城下町 長府이다. 

 

죠오까마찌 城下町 죠후 長府 

다이묘(大名)들의 성장에 따라 그 거주지에 신흥도시인 죠카마찌(城下町)가 생겼다. 가신들의 소비생활

18) 奇兵이란 신분에 불구하고 참가한 군대를 말하는데, 뒤에 명치신정부가 실시한 國民皆兵의 선구가 되었다. 

19) 城下町 長府 죠오까마찌 죠후라는 안내지도에 이 부근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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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상공업자도 같이 살게 되어 규모가 점차 커져 갔던 것이다. 

주차장 앞쪽에 비교적 규모가 있는 기념품 등을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복어를 택배한다는 광고도 보였

다. 가이드 정난희씨도 임진왜란 당시 출병하는 무사들이 복어를 먹고 많이 죽어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복어에 얽힌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여행후 동아일보에 일본 출신 ‘오 키친’ 세프 오나구니 스스무가 적은 ‘치명적인 맛, 복어’라는 제하

의 글이 있었다. 

일본에서 복어는 오랫동안 식용이 금지되었다. 도요토미가 조선을 침략할 무렵 수 많은 병사가 복어 독에 

사망하는 일이 잦아 금지한 것이다. 그러다 1882년 이토 히로부미가 시모노세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머물었던 여관의 주인이 식사로 생선을 올리라고 했지만 강한 태풍으로 생선을 준비할 수 없었다. “불쌍

한 지역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구나”하고 탄식하자 그들 끼리만 몰래 감춰두고 먹었던 복 요리를 만들어 

내놓았다. 그 맛에 감탄한 이토는 야마구치현에서만 복어 요리를 팔 수 있도록 허락하고 떠났다. 1888년 

정식으로 ‘순반로우(春帆樓’20))라는 간판을 건 일본 최초의 복 요릿집이 문을 열었고 오늘 날도 성업중이

라 한다. 

가게 앞쪽에 신사쿠모찌(晋作餠)라는 이름의 빵을 즉석에서 구워 팔고 있었다. 다가스키에 대한 존경심

은 지금도 대단한 것같다.21) 신사쿠 모찌

를 두 개 사서 가이드 정난희씨와 나누어 

먹었다. 그냥 모찌인데 야마구찌 사람들

은 신사쿠를 여러 가지로 추모하고 있는 

것같다.  

 

長府毛利邸(長府모리사저) 

명치유신이 성공하고 그 주역인 죠슈는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되고 죠슈번주도 죠

후에 저택을 지은 것이다. 이전에는 本

藩은 萩에 두고, 長府는 支藩이어서나 

명치유신이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長府

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長府毛利邸는 장부 모리가 14대 當主 

毛利元敏공이 동경에서 장부에 歸住하

여 이곳을 골라 건축한 저택으로 명치 

31년(1898)에 기공하여 명치36년 6월 

20) 앞서 본 청일전쟁 후 하관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 장소이다.  

21) 아베신조 安倍晋三 현 수상의 이름에 있는 晋뿐만이나라, 그의 부 安倍晋太郞의 이름에 모두 있는 晋은 高杉晋作의 晋에서 
따온 글자이라고 한다. 高杉晋作가 하기 시모노세끼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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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완성한 뒤 大正8년(1919)까지 장부모리가의 本邸로 사용하였다. 

그 사이 명치 35년11월에는 명치천황이 구마모토(熊本)에서 행해진 陸軍大演習을 시찰할 때 이곳을 行

在所로서 사용하여 一部의 방에는 당시 그대로 남아 있어 그때를 회상하게 한다. 

 

功山寺공산사 

다가스키가 하기에서 존왕양이로 이론적인 무장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곳이 공산사이다. 

공산사는 가마쿠라(鎌倉)시대 창건, 당나라 양식의 건축(唐樣建築)의 아름다움을 지닌 佛殿은 일본 최고

의 선사양식(禪寺樣式)을 남기고 있고, 國寶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수 많은 역사의 무대로 되었는데, 앞

서 일본 쥬고쿠 지방의 패권다툼에서 모리가 모리모도나레(毛利元就)에 쫒겨 앞서 패망한 오우우찌 요

시나가(大內義長)가 自刀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다가스끼가 伊藤俊輔(뒤날 히로부미 博文로 개명) 등을 거느리고 거병한 곳이기도 하다. 초대 毛利秀元

를 비롯한 7인의 藩主들의 묘가 불전 뒤에 있다. 

 

다가스키의 공산사거병 

앞서 요시다 쇼인에 관하여 김세진의 책을 소개하였다. 그

런데 우리나라에 다가스키 신사쿠에 관한 책은 나오지 않

았다.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는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나

라에 있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정확하고 유익한 내용을 

알려 주고 있다. 2015. 08. 01.자에 중앙일보에 ‘민초 일으

켜 회천, 막부 타도한 풍운아 다카스기 신사쿠 … 결단·돌

파의 드라마’,라는 기사에 다카스기 신사쿠의 공산사거병

에 관한 자료가 많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보완 설시한

다. 

우리 여행시 공산사만 갔었는데, 공산사와 가까운 곳에 신

사쿠의 묘가 있는 동행암이 있다. 박보균기자는 동행암도 

취재할 때 갔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다카스기 신사쿠의 공산사거병은 일본 명치유신이 성공으로 가는 기폭제가 된 사건이고 다카스기의 활

약이 빛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신사쿠는 중급 무사 집안 출신으로 번주인 모리(毛利) 가문 측근으로 번청에 나갔다(22세). 죠슈는 막부 

타도의 선봉에 섰다가 치명적인 반격을 받아 죠슈 세력은 밀려났다. 1년쯤 뒤인 1864년 7월, 조슈는 만

회에 나섰다. 교토로 돌격했다. 황궁의 수호직은 사쓰마(薩摩)-아이즈(會津)번이다. 두 연합군은 완강했

다. 죠슈 군대는 패주했다. 금문(禁門)의 변(變). 그때 쇼인 제자 사천왕 중 구사카 겐스이 등 세 명은 숨졌

다. 신사쿠는 근신 중이라 생사는 갈렸다. 

죠슈번은 국내적으로 막부와 싸우면서, 시모노세끼 포대에서 미,영, 프랑스, 네델란드 상선을 포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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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내우외환은 계속됐다. 한 달 뒤 4개국 군함의 조슈 번 공격하여 시모노세키 단노우라(壇の浦) 포대는 

쑥밭이 됐다. 이어 막부 군대의 조슈 번 원정을 당하게 되어 죠슈는 막부에 화친을 요청했다. 도막 노선을 

포기했고, 무비공순(恭順)의 유화 입장을 취했다. 

쇼인의 사천왕 중 신사쿠만 홀로 남은 그는 반란을 도모했다. 쿠데타는 ‘공산사(功山寺) 거병’으로 불린

다. 동행암에 그의 시비(詩碑)가 있는데, 시 구절은 이렇다. ‘將立回天回運策’(바야흐로 회천회운의 대책

을 세운다, 1864년 가을) 조슈 번을 기사회생시키려는 결의다. 이제 회천(가이텐)은 신사쿠의 야망의 언

어다. 

공산사는 죠슈 번주 모리 가문의 절이다. 동행암에서 차로 20분 거리. 두 곳 모두 시모노세키 안에 있다. 

1864년 12월 기병대 80여 명으로 시작했다. 거병의 규모는 미약했다. 신사쿠의 장기가 주효한다. 기회 

포착→대담한 결단→질풍노도의 기습이 이어졌다. 죠슈번의 정부군(1000여 명)은 무너졌다. 기적의 대

역전이다. 

신사쿠는 쇼인의 사상을 재구성했다. 초망굴기(草莽堀起)-. ‘민초를 궐기시켜 막부를 타도하라’는 가르침

이다.22) 그것은 신사쿠의 열정과 상상력을 장악했다. 그는 그 사상을 무사의 세계에 적용한다. 사무라이만

이 칼을 찰 수 있던 시절이다. 그는 초망굴기의 신개념 군대를 만든다. 기병대(奇兵隊·기헤이타이)다. 주

력은 아시가루(足輕·하급 사무라이)와 초닌(町人·평민). 말을 타는 기병(騎兵)이 아니다. 백성도 칼을 든 

기괴한 부대다. 

그의 기병대 휘하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있었다. 두 사람도 쇼인 

문하생이다. 메이지 시대 문무의 간판, 조선 침략의 주역들이다23). 

공산사 불전 옆에 신사쿠 동상(1967년 세움)이 서 있다. 말을 타고 출병하는 모습이다. 받침돌 명판은 ‘一

鞭回天 明治維新(채찍을 휘두르니 메이지 유신)’이다. 

신 사쿠가 말을 박차고 달릴 듯하다. “사무라이 무사도의 정수(精髓)가 담긴 동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의 구한말로 옮겨간다. 그 시대 조선의 깃발은 위정척사(衛正斥邪)다. 그 속에 폐쇄와 문약(文弱), 위선이 

넘쳤다. 1884년 김옥균의 개화당 거사는 실패했다(34세·갑신정변). 김옥균을 이을 리더십과 비전이 조

선에 없었다. 

신사쿠 거사는 막부제압의 동력을 재충전시켰다. 조슈는 그 중심에 복귀했다. 이어서 죠슈와 사쓰마(현재 

가고시마)가 손을 잡는다(1866년 1월). 삿초(薩長) 두 웅번은 과거의 원한을 접었다. 도막의 결정적 발판

이 마련됐다. 동맹의 막후 중재자가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료마는 도사(土佐·지금은 고치현) 번 출신

이다. 료마와 신사쿠는 뭉쳤다. 

막부는 다시 죠슈 정벌에 나섰다. 1866년 5월 사경(四境)전쟁이다. 해군 총독 신사쿠가 나섰다. 그는 막

부함정을 기습, 격파했다. 1000 기병대는 2만 막부 군을 무찔렀다. 회천은 신화를 완성한다. 막부는 급속

22) 草莽은 맹자에 있는 말이다. 쇼인은 ‘나 같은 초망(民衆)이 일어나야지, 어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겠는가?,’먼저 깨달은 사람
들이 일어서라라고 주장했다. 

23) 김종필 전 총리(JP)의 2005년 일본 연설문이 생각난다. “그들은 메이지 유신의 원훈(元勳)이지만 한국인에겐 원흉(元兇)이
다.”(김종필 증언록, 본지 4월 27일자) 기병대 명단에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조선 주재 공사)도 있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 사
건의 주범이다. 명단은 불쾌감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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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몰락한다. 그 순간 드라마는 비극으로 재

반전한다. 그는 폐결핵으로 누웠다. 요절

(1867년 4월)했다. 7개월 뒤, 264년의 에

도(江戶) 도쿠가와 막부시대는 끝났다. 메

이지 유신 시대가 열렸다. 그는 열매를 맛

보지 못했다. 

다카스키 신사쿠의 무덤은 동행암에 있다. 

일본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의 

문학비가 있다. ‘長州は奇兵隊の國である

(조슈는 기병대의 나라다)’. 그의 기행문은 

이어진다. “죠슈는 무사와 서민이 하나 되어 유신을 완수했다.” 초망굴기의 장렬한 성취다. 

동행암은 청수산 기슭이다. 신사쿠 묘는 조촐하다(묘비 높이 61cm, 폭 24cm). 그의 게이샤 애인 오우노

(おうの)의 무덤도 있다. 동행암은 오우노의 작은 암자로 출발했다. 오우노는 머리를 깎았다. 비구니로 42

년간 묘를 지켰다. 신사쿠 현창비가 있다. 비문은 “움직이면 번개(雷電), 일어서면 비바람(風雨)”으로 시작

한다. 이토 히로부미의 글이다. 그는 신사쿠를 풍운아로 묘사했다. 그해 10월, 그는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았다. 기념관에 그가 신사쿠와 찍은 사진이 걸렸다. 서열은 엄격했다. 히로부미는 보디가드 자세다.  

 

다시 간문다리를 넘어 모찌 門司 港 레트로

(レトロ)로 

시모노세끼 고기부페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소

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스시 등을 무한히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들렀다. 오랜 만에 맥주를 마시면

서 육고기, 회 등으로 포식을 하였다. 간몬대교를 

건너 규슈의 혼슈쪽의 끝 자락에 모찌 門司 港으

로 왔다. 몇 년 전까지 마산에서 모찌로 오고가는 

정기연락선이 있었다. 

비교적 근대의 역사가 있는 지역으로 건축된지 

100년 이상된 옛날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다. 바다 위에 우리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道開橋

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카레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미야모도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와의 결투지-간류지마 巖流島가는 배 

간몬대교를 건너와 모찌항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져 도선 선착장이 보여 들러가보니 간류지마(巖流島)로 

가는 도선이 있었고, 간류지마를 안내하는 팜프렛도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예정에는 없었는데, 결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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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간류지마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팜프렛을 두장 받아 가이드 정난희씨에게 한부 주고 한부는 가지고 왔는데 잃어버려 보내달라고 부탁하

였더니 도선의 선사 日本關門汽船株式會社의 안내자료를 보내왔다. 

안내자료에 미야모도 무사시와 사사기고지로의 결투지로 유명한 간류지마(船島)까지 편도로 10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내에는 간류지마의 역사나 양안풍경의 안내도 하고 있어 유람선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 宮本武蔵と佐々木小次郎の決闘の地で有名な巌流島（船島）まで片道
約10分でご案内いたします。船内では巌流島の歴史や両岸風景の案内もございますので遊覧船気
分を味わい下さい-。 
같은 회사를 소개하는 안내도면에는 간류지마부근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간몬대교, 아가마

신궁, 단노우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필자가 20대이던 1970년대 무렵 일본 작가 요시가와 에이지(吉川英治) 가 지은 미야모도 무사시(宮本

武藏)라는 소설을 읽었다. 사법시험과 결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랬는지 이 소설이 심경에 와닿았

다. 몇 번 읽고 내용을 서머리하기도 했다. 

간류(巖流)는 사사키 고지로의 다른 이름이고, 간류지마는 미야모도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가 결투를 

하여 사사키 고지로가 패배하여 돌아간 현장이다. 

그뒤 일본에 전설적인 무사 미야모도 무사시에 대한 자료들을 알아보았고, 시바료따로가 지은 미야모도 

무사시도 읽어보았다. 

일본 NHK出版社에서 나온 무사시를 둘러싼 여행-완전 가이드(武藏をめぐる旅-完全ガイド)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 1, 출생지를 중심으로, 2. 수행지를 중심으로, 3. 決戰地를 중심으로, 4. 관리에 길을 중심으

로, 5. 만년 거주지를 중심으로 라고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책의 ‘5. 만년 거주지를 중심으로’에 미야모도 무사시가 구마모도에서 살다가 돌아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창원변호사회는 구마모도변호사회와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하고 있다. 창원법원에 근무할 때 창원변호사

회지에 ‘검으로 들어간 인간완성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미야모도 무사시를 소개하였다. 

요시가와 에이이찌의 미야모토무사시(宮本武藏.1584-1645)는 1935.8월에 1939년7월까지 일본 아사

히(朝日)신문에 연재되었다. 

유명한 역사학자로 케네디대통령시절 주일 미국대사를 맡았던 라이샤워는 미야모토 무사시란 작품은 미

국의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와 같이 일본의 국민적인 소설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 소설은 1980년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외 다른 나라말로도 번역‧출간되었고 한 때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이었다.    

일본 대표적인 월간지 文藝春秋 1998.8월호에 책에 관하여 ‘2l世紀圖書館’이라는 이름으로 앙케이트결

과를 게재하였다. 일본의 政,官,財, 文化界의 인사들이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이 읽어야하고, 

다음 세대가 읽어주었으면 하는 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소설은 베스트 67권가운데 8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1억2천370만부를 판매할 정도의 경이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무사시라는 

무사의 수련과정을 통하여 劍術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劍으로 들어간 人間의 悟道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검을 통한 인간완성에의 고투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직업을 넘어서 일본인들의 공감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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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같다. 다만 이 소설에 대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하였다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문예춘추 2018. 9월호에 손자와 함께 읽고 싶은 한권의 책 (孫と 讀みたい 一冊)-49인이 추천한 세대를 

넘어서 읽어야 할 名著-라는 내용의 특집이 있다. 두 사람이 吉川英治의 宮本武藏를 추천하였다. 추천

의 변은 아래와 같다. 

 

 

 

 

 

 

 

그 책에 있는 내용중 오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여 본다. 

 

사사키 고지로와 결투를 하러 떠나기전에 제자 이지끼24)에게 남긴 이야기 

그때 그때의 환경을 보고 자유롭게 대처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무술뿐만 아니라 학문도 연구해야한다.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라도 동료를 보다 겸손하게 대하고 일이 있

을 때에는 남들이 피하는 일을 자진해서 하도록 한다. 

시합에서는 지더라도 깨끗이 지리라고 자신과 약속을 하였다. 

謙虛의 아름다움,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마음씨 

 

목숨을 걸고 사사끼고지로와 싸우려고 가는 바다 위에서 -무사시의 감상- 

시퍼런 바닷 물결에 시선을 던져 본다. 깊이를 아지 못하게 깊다. 물은 살아 있다. 무궁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인양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일정한 형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인

간은 무궁한 생명을 지닐 수없다. 진정한 생명의 유무는 이 형태를 잃은 뒤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눈앞의 

죽음과 삶도 그런 안목에서 본다면 물거품 같은 것이다. 

 

-무사시의 칼에 맞아 죽어가는 사사끼의 표정- 

싸움에서 온갖 힘을 다해 싸운 사람의 얼굴에는 누구나 이런 만족스런 표정이 나타나 있게 되어 있다. 

 

고기는 물의 마음을 노래한다 魚歌水心 

소설의 마무리는 魚歌水心이라는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일본사회의 원로 2인이 요시가와 에이찌 吉川英治가 지은 소설 미야모도 무사시 宮本武藏를 추천하였는

데, 회사 사장인 고모리시케타카(古林重隆)의 추천내용이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입학직후에 읽었다.....학교의 

공부만으로는 진정한 실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자신을 高揚시키기 위해서는 <머리>만이 아니고 <마음>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 <지식>만이 아니고 <사고력>과 <감수성>도 단련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체력>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독서와 실무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體得할 수 있었다.

24)  이지끼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제자이자 양자인데 그가 세운 무사시 顯彰碑가 고구라 성 부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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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시는 사사끼를 서로 숫돌이 되어 단련하게 하는 적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검술

수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도 하였다. 그런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사키 코지로와의 시합에서 이기

고 나서 배를 타고 돌아가버렸다. 그때 사사키 측의 부하들이 섬에 많이 남았었는데 무사시가 황급히 돌

아가버린 것을 두고 무사시가 겁을 먹었다느니 여러가지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사시의 마음은 그

렇지 않았다. 무사시의 마음 속을 노래한 아래와 같은 노래가 있다. 

 

 

 

 

 

  

 

 

 

 

 

 

시간은 흘러도 감정의 파장은 차례로 꿈틀거리며  

기복을 이루게 마련인 것..... 

남의 일에 대하여 險談하기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인심인 것. 

물결따라 헤엄치기 좋아라고 

잡어는 노래하고 잡어는 춤추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알 것인가. 

백척아래의 물의 마음을, 

물의 깊이를 

波騷は 世の 常で ある 

波に まがせて 

泳ぎ 上手に 

雜魚は 歌い 

雜魚は 躍る. 

けれど 誰が 知ろう 

百尺下の水の心を 

水のふがさ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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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라 小倉성으로 

고쿠라(小倉)도 야하다와 같

이 기타큐슈(北九州)시에 속

한다. 

고쿠라 성은 고쿠라 북쪽에 있

는 성으로 13세기 중엽부터 

옛 성이 있었다. 현재 부지에 

돌담 구조의 새 고쿠라 성곽은 

주고쿠(中國)출신으로 1569

년 고쿠라의 영주로 입성한 모

리 가쓰노부가 쌓기 시작해 

1609년 호소카와 다다오카

(細川忠興)가 완공했다. 그는 임진왜란 후에 도쿠가와의 동군에 가담했고, 서군과 싸워 이긴 세키가하라

(關ケ原) 전투의 공로로 이 지역을 영지로 받았다. 1993년부터 1994년에 걸쳐 263일간 일본 수상을 지

낸 구마모토 출신 호소카와 모리히로는 다다오카의 13대 직계 후손이다. 

호소카와 다다오카(細川忠興)는 1584년부터 도요토미의 일곱장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는 도요토미의 직할 부대로 조선에 상륙해 주로 경상도를 침략했다. 

1596년 8월 도요토미가 사망하자 도쿠가와 편에 서서 가토, 구로다 등과 함께 이시다 미쓰나리를 공격

하는 동군에 가세했다. 1602년 도쿠가와의 논공행상에서 영지를 추가해 40만 석의 다이묘가 되고 고쿠

라 성 초대 영주로서 규슈의 요지이면서도 규모가 작았던 이 성을 대규모로 개수했다. 성주가 된 후 호소

카와는 성시 번영을 위해 여러 국가의 상인과 직인을 모아 상공업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외국과의 무역도 

장려해 이 지역을 번창시켰다. 

물려 받은 삼남은 1632년 구마모토(熊本)54만 석의 영주로 이봉되었다. 구마모토로 영지를 옮긴 후에는 

호소카와의 인척인 오가사하라 다다자네가 이곳에 와서 고쿠라·오가사하라 번이 되고 쇼군에게서 규슈 

여러 다이묘를 감시하라는 특명을 받았다. 

기타큐슈 시립 고구라 小倉성 입구에 탐정소설가로 이름있는 마츠모토 세이초(松本淸張)기념관이 있었

다. 규모가 작은 고구라성 정원을 한바퀴 둘러보았고 고구라 성의 天守閣 안으로는 들어가 성주의 일상

생활 등을 알아보았다. 

고구라 성은 세게가하라 전투에서 공을 세운 호소가와 다다아기 細川忠興에게 하사하였고, 호소가와는 

혼슈의 모리가 규수의 도요도모 편에 섰던 번주들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호소가와의 부인은 오다노부나가를 혼노우지(本能寺)의 변을 일으켜 죽게 한 마스히데의 딸이었고, 독실

한 크리스찬이었다.   

호소가와 가문은 구마모토 熊本번으로 옮기고 나서는 오가사하라 가문이 번주가 되었다.25) 

25) 이 때 미야모토 무사시도 구마모토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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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라성 등은 명지유신이 성공하기 전까지 막부편에서 막부를 최후까지 지지하는 번으로 죠수 공격에

도 선봉에 서 있었다. 명치유신이 성공하고 나서는 구박을 받는 번이 되었다.  

 

다카스키 신사쿠의 사세구 辭世句 

앞서 성희엽교수가 ‘조용한 혁명’을 저술한 동기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일본근대사에 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은 심하게 말하자면 아직 시바료타로의 역사소설 수준도 못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郞)는 발로서 소설을 쓴다는 말을 듣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보고 작품을 써는 소설

가이다. 일본에서 국가의 스승(國師)이라고 불렸는데, 그는 사가모도 료마에 관하여 ‘용마가 간다’(龍馬か

ゆく), 요시다 쇼인, 다가스키 신사쿠 등에 관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나날들’(世に棲む日日), 그리고 러일전

쟁, 청일전쟁에 관하여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 등 명치시대에 관한 많은 역사소설을 쓴 작가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나날들’(世に棲む日日)에서 다카스키의 마지막 남긴 말은 <재미있는 일 없는 세상을 재

미있도록(おもしろき こともなき世を おもしく)>이었다. 막부에의 恭順인가, 討幕인가. 막부말기 의견

이 나누어진 죠슈의 번론(藩論)을 토막으로 이끌고 뜻을 반만 이루고 페결핵으로 무너진 다가스키의 辭

世句이다.26) 재미없는 세상을 재미있도록 만들겠다는 의기를 느끼게 하는 구절인데 신사쿠는 앞구절만 

읊고 뒤구절을 잇지 못하고 병사하였다. 

1987년 6.29선언이 있고 일본서 시바료따로가 우리나라에 와서 노태후 대통령 후보와 대담한 내용을 일

본 문예춘추에서 보았다. 

그때 노후보가 시바선생에게 다가스키의 辭世句에 관하여 왜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는가하고 질문한 내

용이 있었다. 시바선생은 오래 전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도 다가스키가 폐결핵이 심하여 더 이

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라 답하였다. 그런데 시바선생은 노후보가 바쁘게 생활하는 정치인이 일

부러 시바선생의 그 소설을 읽어보고 오지는 않았을터인 데하면서 노후보의 독서량, 그리고 기억력에 놀

라워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늘 날 우리의 지도층들은 주변나라의 역사나 상황을 어는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나라를 움직이

려는 지도층이라면 주변 나라 중국, 일본 등의 상황이나 역사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냥 지적해본다. 

 

 

5. 돌아와서 
 

나라, 사회가 위기에 부닥쳤을 때 평소에 인재를 양성해 두지 못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멸망으로 이르게 

될 수 밖에 없다. 서세동점(西世東漸)의 거대한 파도가 아시아에 몰아쳐 왔을 때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하

여 도전에 대한 응전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응에 실패했다.  

26) 森史朗 著 司馬遼太郞に 日本人を學ぶ-司馬作品は,この順番で讀め.文春新書. 소설 제목을 ‘世に棲む日日’라고 한 이유도 
이 사세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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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회의 명운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지도자들은 다른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그 어떤 오묘한 논리로 변명할 수도 없다. 나라를 살리는 것도, 나라를 죽이는 것도 그 시대 

그 세대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번 야마구찌 여행을 통하여 죠슈번이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하여 조금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인물 요시다 쇼인, 다가스기 신사쿠가 어떠한 식견, 안목을 가지고 활동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잡문을 적어 보았다. 

요시다 쇼인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학문을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알아야겠다’는 생각, 그

리고 외국에 앞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나라, 사회의 지도자가 기본적

으로 갖추어야 할 德目이다. 

소카손주쿠의 기둥 한켠에 비이장목(飛耳長目)이라 적힌 종이가 걸려있다. 

세상의 일이나 정보를 귀를 날려 듣고 긴 안목으로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지난 날 사카모토라는 인물에 관하여도 특징을 飛耳長目이라고 한 기억이 있다. 

지난 날과 달리 중국이 G2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정세에서, 분단마져 되었는 우리의 상황은 무척 힘들다. 

지도자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리면서 나라,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국내, 

국제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한 슬로건이 생각난다. 

구한말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우리 상황을 집은 불타고 있는데 제비와 참새는 처마에서 지지배배하고 있

다고 비유한 연작처당(燕雀處當)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우리나라에 국내 싸움에는 귀신, 국제적으로 병신이라는 비아냥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暗愚하면서 국내 

싸움에만 몰입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이라는 지적은 본 적이 있다. 

우리 변호사님들, 특히 젊은 변호사님들에게 기대하는 바 크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상황을 알고 나아갈 방향도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여년 전 중앙일보에 노재현 주말팀장의 ‘외국 바로보기’를 다시 인용하여 마무리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된통 당한 뒤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일본을 깔보았다. 중국 중심의 세계

관에 푹 젖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쿠가와막부시절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 파견될 때마다 일본지식인

이 한 수 배우고자 숙소를 찾아왔다. 그런데 통신사 중에는 일본인들이 고개 숙여 내민 종이에 글씨를 써

주면서 문진대신 발꿈치로 종이를 눌러 밟고 붓을 휘갈긴 사람까지 있었다.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에 울분

을 토로한 일본인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물론 박제가 같은 실학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중국을 

섬기고 이웃 일본과 사귀기 위해 사신가는 신하들의 행렬이 길에 이어지기는 하나, 다른 나라의 훌륭한 

법을 한 가지라도 배워오는 자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저들을 비웃어 왜놈이니 되놈이니 떠든다.”고 한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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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도 다를 게 없었다. 메이지유신 후인 1885년 일본을 둘러본 중국인 유학자는 일본에 대해 “문

명개화라니 얼토당토않다. 우물 안 개구리 같다”고 조소했다. 이순정이라는 다른 중국인은 ‘토일본격문

(討日本檄文)’이라는 글에서 “다른 사람의 의복을 흉내 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제멋대로 유신이

라고 부르니 그 이름을 더욱 더럽히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이후의 역사는 과연 누가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 입증하고 있다. 조선통신사든 중국 유학자든 그들도 당

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다른 나라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에서 1, 2백년전 동아시아

의 식자들의 짧은 안목을 무턱대고 비웃을 일만도 아니다. 외국바로보기는 외국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

라 그 나라에 비춰 본 우리나라, 그리고 국제사회 내에서의 양국관계를 종합할 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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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모르는 여행은 방황하기 일쑤고, 벗이 없는 여행은 외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여행은 혼자만
의 길이며 고독속에 내면을 찾는 탐색의 시간이라지만 여행에 친숙하지 못한 내게는 벗이 필요하고 안내자
가 필요하다. 제주도 여행은 여러번 있었지만 뭔가 빈듯한 허탈함이 늘 남아있었다. 여행가이드가 없었던 탓
인지 산과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땅이 주는 신비로움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신비로
움의 깊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인듯하다. 2018년 10월 12일 사내변호사 연수회를 
제주도에서 하게 된 가운데 연수와 함께 알찬 제주도 탐방을 하고자 고민했다. 고심끝에 유홍준교수가 지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주편(돌하루방 어디 감수광)을 여행의 등대지기로 삼았다. 책은 제주의 자연과 인문
을 버무려놓았다.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아 삼다도로 불리는 제주도, 거지와 도둑과 대문이 없는 곳 그곳을 
유횽준교수가 답사했다.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출간하여 한국국토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외쳤던 
진보적지식인이다. 
 
그는 제주도 답사기를 기행문으로 엮으면서 첫이야기를 4.3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다. 제주도 명물은 덕인방 
보리빵집이란다. 화산섬 제주의 곳곳에는 오름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다랑쉬오름과 
아끈다랑쉬오름...오름과 바다가 한폭의 그림을 연출한다. 그리고 용눈이오름 근방에 있는 김영갑갤러리 두
모악은 제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술관이다. 작가가 문화재청장으로 재임 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으로 성산일출봉의 가치를 꼽고 있다.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은 바다위의 화산섬이 육
지 제주섬과 연결된 지질학적 가치를 높이 산 것이다. 제주의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인간의 손을 대지 않은 처녀동굴의 필요하다. 그런데 전신주교체 작업 중 발견된 용천동굴. 전체길이 3.4킬
로미터, 최대 폭 14미터, 최대 높이 20미터. 새롭게 발견된 용천동굴은 기적적인 일로 소개하고 있다. 
 
나잠업으로 바다에 몸을 던져 해산물을 손으로 낚던 해녀들은 조선시대 공물납부로 노동착취를 당하던 불
쌍한 아낙내들이었다. 17세기 인조때 전복공물로 혹사를 당한 1천여명의 해녀들은 공물의 양을 채우지 못해 
태형을 맞곤했다. 더러는 간혹 돌에 박힌 전복을 따려다가 질식으로 죽음을 맞이한 해녀들의 이야기가 애잔
하게 들려온다. 그녀들은 일제 강점기를 맞서기 위해 온몸을 던진 영웅들이기도 했다. 또 작가는 한라산을 소
개한다, 관음사코스, 성판악코스, 돈내코 코스... 그러나 유홍준은 윗세오름으로 이르는 길인 영실코스를 소

글● 박상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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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 오르는 길에 드러나는 백록담 봉우리 절벽의 드라마틱함, 내려오는 길에 보이는 진달래밭 구상나무 
숲 아래로 푸른 바다가 무한대로 펼쳐지는 눈맛의 장쾌함을 소개한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계곡 물소리와 바
람소리 거기에 계곡을 끼고 도는 안개가 신령스러워 영실. 영실을 오르는 작가는 네권의 책을 소개한다. 탐
라순력도를 제작한 이형상 목사는 『한라산 등산기』에서 숲속의 동백, 산유자, 이년목, 녹각 등이 우산처럼 덮
이고 기화요초가 솟아오른 모습을 노래했다. 한라산 최초등반기를 기록한 임백호는 기행문학 남명소승(南
溟小乘)을 지어 백록담위를 오르는 한라산 중턱에서 흰 구름 덮인 산을 시로 전했다. 2년 유배생활에서 풀려
난 최익현이 지은 『유한라산기』 백록담위에 푸른 하늘이 돈다는 정지용의 『백록담: 한라산 소묘』 나무와 숲
과 폭포가 나타나는 영실 초입의 짙은 숲, 수직의 기암이 드러나고, 절벽 날카로운 봉우리 수백개가 병풍처
럼 둘러있는 오백장군봉(영실답사 제1막), 산 오르막에 꽃피어 있는 진달래능선, 윌슨이 찾아낸 18미터의 상
록교목 구상나무 자생군락(영실답사 제3막), 한라산 노루들이 뛰놀고 한라산 주봉의 남쪽 벼랑이 드라마틱
하게 나타나는 윗세오름(영실답사 제4막) 한라산은 이렇게 커다란 파노라마와 같이 작가의 시야에 펼쳐지고 
있다. 
 
책은 돌하루방의 유래, 삼별초의 저항을 역사속에서 알려준다. 제주도를 알고 답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한다. 제주의 지질과 역사 인류학적 의미를 가늠
하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쪽시간에는 한라수목원을 방문해야 한단다. 산방산과 일출봉의 앙상블을 음미하
고 송악산 절벽의 진지동굴을 읇어본다. 작가는 귀양살이 중 글씨와 그림으로 8년의 세월을 제주도에서 보
낸 추사 김정희를 드높인다. 동시에 자신이 
문화재청장 재임당시 세운 감자창고 같은  
제주 추사관의 가치를 역설한다. 그리고 일
본여성과 결혼해 잠시 헤어진 동안 황소의 
그림을 필두로 수많은 작품을 보관한 이중
섭기념관... 
 
책과 함께 떠난 제주도. 알찬 실무연구회 연
수와 함께 진행된 제주도 탐방을 통해 업무
로 쌓인 스트레스가 제주도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치료되는 시간이 되었
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혼자만 간직
하기에 너무 아까운 제주도의 얼굴이 군데 
군데 눈에 띄어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글
속에 사진을 함께 띄우고자한다. 첫째날 우
리가 방문한 곳은 이테오 해수욕장이다. 바
닷가 위의 태양은 관광객들에게 빛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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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쁜 일과로 지친 모양인지 가쁜 숨을 내뿜으며 바삐 스러져 가고 있는 듯했다. 일몰로 어둑 어둑해져가
는 해안가의 풍경이 경관이다. 푸른 물위의 붉게 물든 하늘은 조금씩 검게 변해져 가며 형형 색색의 빛들이 
하늘에 색칠되고 있다. 정말 제주도의 가을바다는 아름다웠다. 썰물이 빠져나가고 멀찍이 빨간색 등대가 서
있는 모습이 이국적인 풍경을 뿜어내고 밤바다 위에 고깃배들이 순백색의 불빛으로 바다위를 비춘다. 가족
들은 함께 물가에서 환한 웃음꽃을 피우며 연인들은 서로 포옹하며 바다를 응시한다. 제주도 바닷가는 해안
가 사람들과 다정하게 말을 건다. 택시기사의 말로는 이테오 해수욕장보다 협내가 더 낫단다. 일몰이 최고의 
장관이라는 설명이다.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한화콘도에서 하루 묵고 일어한 다음날 아침 제주도를 오기전 굳게 결심한 대로 한라산을 완봉하기로 했다. 
일전에 두 번 한라산을 구경해본 일이 있다. 한번은 2013년 눈위의 산을 조금 걷다고 하산했다. 작년 여름에
는 아는 교수님과 연지못까지 오르고 산행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상까지 오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목감기가 들어서인지 몸이 조금 무겁다. 두꺼운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아침 8시부터 성
산악에서 등정을 시작했다.  맑고 청명한 날씨가 등반객을 환영하는 듯했다. 배낭에 수건과 보온병 그리고 유
홍준의 책과 헤르만헤세의 정원일의 즐거움을 넣고 산을 오른다. 매점에서 커피와 오뎅국물을 조금 마시고 
발걸음을 옮긴다. 주변 나무숲들이 조금씩 옅은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등반객 일행들이 대오를 이루며 
오르는가 하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오르는 부자의 동행, 그리고 짙은 화장을 하고 오르는 여성들, 노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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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붙잡고 오르는 효성스런 딸, 한라산은 그들 모두를 손님으로 맞이했다. 평소 운동부족 때문인지 등산 첫 
30분은 숨이 가쁘다. 그러나 등정은 멈출 수 없다. 1시간이 지나니 호수가 눈에 띈다. 표지판에 연못까지 왕
복하는데 40분이 걸리고 한라산정상까지 오르는데 2시간 30분이 걸린다는 표시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연
못까지 간 다음 오를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정상까지 올라갈 것인가. 잠시 머뭇거림을 떨쳐버리고 연못에 가
보았다. 연못위 구름은 두 개였다. 하늘 구름과 호수에 비친 구름 두 개의 구름이 연못을 지나 아름다운 숲속 
깊은 곳으로 등반객들을 초대했다. 나는 호수에 더 머물고 싶은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내려와 다시 산
행길을 재촉했다. 
 
가쁜 숨을 내쉬고 한라산의 맑은 정기를 받아들인다. 한라산의 길은 현무암의 돌이 길을 이루고 있다. 인간
이 나무로 만든 계단을 한계단 한계단 오르고 한편으론 자연이 만들어 놓은 현무암 길을 올라간다. 등산길 좌
우로 푸른 나무들이 서있는가 하면 지난 주 제주를 휩쓸고 간 태풍이 한라산 숲을 할퀴고 지나 스러진 나무
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또 다시 1시간이 지나고 진달래 숲에 
도착했다. 진달래 대기소에 앉아 있는 등반객들은 각자 가지고 온 음식물을 자리에 두고 산과 함께 식사를 한
다. 자연의 식탁위에 함께 자리한 이들 그 누구에게도 노여움도 슬픔도 눈물도 경쟁도 없었다. 세상의 세파
에 시달린 이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산이 아닐까. 김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커피한잔을 마신 나

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1시간 30분이면 백록담에 도착한다. 
얼굴을 돌려 한라산 아래를 내려다 본다. 하늘에 구름이 펼쳐지고 산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
다. 구름이 안개처럼 하늘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등반객들을 스쳐지나간다. 잠시 쉼호흡을 가다듬으며 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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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내려본다. 비오듯이 내려지는 땀을 닦아본다. 로프를 잡으며 나무데크를 오르고 현무암 길을 걷고 다시 
산길을 오른다. 정상 앞에 층층히 쌓인 마지막데크 주변에 거친 바람이 정상을 하는 이들을 시샘을 하듯 숨
을 토해낸다. 마지막 30분이 힘겹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한라산을 오른 심경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진달래입니까 철쭉꽃입니
까. 각 지방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강원도 진달래래요, 전라도 사람들 ... 충청도 사람들... 경상도 사
람들..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며 그거 알아서 뭐하능교라고 퉁명스럽게 답한단다. 본인은 어떻
게 답할지 알려주지는 않은채. 유홍준씨는 한라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완정을 포기하곤 한단다. 정상에 오른 
후 느껴지는 허무함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하루에 걸쳐 가본 그랜드 캐년을 목도하니 허
탈함에 슬픔까지 느껴졌더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듯하다. 정상을 오르지 않고 등정을 하다니, 정상을 
목전에 두고 그 많은 등반길을 뒤로 하고 내려 간다는 감상에 더 큰 허무감을 느낀 나는 정상을 더 오르고 싶
은 열망으로 백록담에 도착했다. 한자로 백록담과 높이 1950미터가 새겨진 돌 주변에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을 선 이들이 가득하다. 긴행렬을 보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곧바로 백록담 속으로 눈을 던져본다. 청녹색
의 물이 반구위에 작은 호수를 이루었다. 사진을 찍고 싶은 이들이 사진촬영을 부탁했다. 출입금지 표지판을 
보지 못한 미국청년들이 줄을 넘어 바위에 올라 백록담의 호수를 뒷배경으로 한 사진촬영에 여념이 없다. 이
윽고 통제소에서 마이크소리가 울려퍼진다. “금지구역에서 나오세요”. 구름과 바람이 하나가 되어 손님들을 
감싸안고, 아래로는 울창한 산들이 바다와 손잡으며 제주의 땅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백록담은 실로 아름
다운 호수였다. 택시기사의 말에 의하면 사흘에 하루꼴로 백록담을 오를 수 있으며 백록담에 초록색의 물을 
보는 것은 더욱 힘든일인데 복받았다고 격려해준다. 이어 눈쌓인 한라산은 더욱 아름답다며 설경위의 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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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오를 것을 권유했다. 
숨막힐 듯한 경관을 뒤로 하고 다시 급히 내려온다. 오늘의 등반은 너무 급하기만 하다. 잠시 등산가 엄홍길
씨의 말을 들어보자. 자신이 3시간에 오를 산을 일반인들이 30분만에 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단다. 그는 주변 
풍경도 보고 길을 탐색하며 산과 호흡하는 등산을 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산의 호흡에 우리를 맞추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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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의 호흡에 산이 맞추게 하려다 보니 숨이 가빠질 수 없는가보다. 이렇게 나는 백록담을 최초로 정복했
다. 아마 엄홍길씨는 내말을 반박할 듯하다. 엄홍길씨는 히말라야산을 정복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산을 정복
한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었다고 응답한다. 지난 주 200미리의 비와 태풍으로 손님을 내어 쫓던 한라
산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오늘 이렇게 나를 품어주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는 생각을 가지며 한라산에 
감사의 입맞춤을 해본다. 
 
다시 오던 길로 갈것인가 다른 길 관음사로 가는 길을 갈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올라올 때 성산포
였다면 내려갈 때는 다른 길 관음사로 가보겠다고 마음먹어 보았다. 눈앞에 멋진 장관이 펼쳐졌다. 산과 땅 
그리고 하늘 사이에 구름은 두꺼운 층을 이루어 중간영토를 이루었다. 발걸음을 오래 멈추고 쉼호흡을 가다
듬는다. 구름에 앉고 누워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은 아늑함을 느꼈다. 그리고 웅장한 산과 계곡이 펼쳐진다. 
앞으로 내려갈 길은 약 1900미터 4시간 30분이다. 기암절벽과 조금씩 노랗게 물들어 가는 푸른 숲들이 울창
하게 우거진 정경을 보며 촉박한 일정으로 너무 서둘러 내려가는 자신이 원망스럽다. 바위들이 굴러내린 흔
적위에 특전사 대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소가 안치되어있었다. 
 

이어지는 데크를 내려오다 보
니 샘물이 목마른 이들의 갈증
을 풀어준다. 가지고 온 생수
통에 물을 마시다가 내려오는 
다른 등산객들에게도 권해본
다. 좀 더 산을 내려오니 높은 
계단의 다리를 한층 한층 내려
간다. 내 다리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무릎이 아파오
기 시작하지만 쉴 수 없다. 계
속 하강과 전진이다. 멈출수 
없는 등산을 해야하기 때문이

다. 잠시 후 계곡과 계곡을 잇는 흔들다리를 건너보았다. 발에 힘을 줄수록 다리가 더 요동했다. 그리고 이끼
낀 바위....결국 등산의 마지막 길을 지나 입구를 통과하니 등산은 종료되었다. 현재 시각 4시 30분 무려 9시
간의 등산과 함께 한라산을 밟아보았다. 개인적으로 너무 빠른 등산으로 가쁜 호흡을 내쉰 나머지 산의 속살
을 만져보지는 못하고 발로 밟기만했다. 그래서인지 나의 유람기는 연속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분절된 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조금전 말한대로 택시기사의 말로는 한라산은 겨울 눈밭위를 걸을 때 제맛을 안다고 한
다. 출발지는 관음사를 택하라고 한다. 그러나 유홍준은 연실을 권한다. 한라산을 등정한 문인들의 작품을 떠
올려보게 되었다. 관음별곡이 이곳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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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 헤세는 유년시절 아버지가 정원에 심은 전나무를 보고 어머니가 일요일마다 꺽어온 한아름의 꽃을 
보며 기뻐했다. 청춘의 정원을 가꾸며 길위의 잡초를 제거하고 밤나무, 보리수 한그루, 나무딸기 넝쿨과 대
화했다. 바람에 몸을 숙인 꽆을 응시하며 석양의 흰장미를 보며 불안해하며 정원에 가득한 카네이션을 보며 
불꽃을 느끼고 카네이션, 오랑캐꽃, 장미, 이히야신스의 향기를 맡으며 사랑에 빠진다. 헬리로크로프의 향
기 속에서 여인의 머리칼을 매만지며 레세다 향기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그는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화단을 일군다.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며 꽃에 물을 주고 나무와 대화하고 사계절
의 흥망성쇠를 자녀들과 함께 겪으며 호흡한다. 헤세에게 정원은 자기 영혼을 어루만지는 치료제였으며 자
연과 대화하는 통로였다. 책을 통해 본 한라산은 등산객과 마주하며 대화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가
꾸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한켠에는 등산 일주일전 휘몰아친 태풍으로 시체처럼 누워있는 나
무들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다. 

올 겨울 다시한번 한라산을 찾고 싶다. 또 독자들에게도 한라산을 한번 권유하고 싶다. 제주 중앙에 세워진 
한라를 오르고 내린 나는 어느새 제주사람이 다 되어있었다. 다음에는 유홍준이 책 속에 안내한 여행지를 목
록에 넣고 제주를 향해 또 다른 여행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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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서 배낭여행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엄한 가부장적인 아버님 밑에서 자라 소심한데 

여행을 같이 갈 친구가 없어 혼자 가려니, 한국 여성 

여행자가 간(肝)이 빼내어진 채 죽은 시체로 발견되

었다는 말도 기억되어 겁이 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여성이 쓴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대학생 시절

부터 여행을 한 젊은이가 쓴 ‘여행은 언제나 용기의 

문제’ 등의 책을 사 읽었으나 두려움이 완전히 극복

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항공권부

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요금도 지불해버렸다. 그

러니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2주간의 중국 여행

을 출발하게 되었다.  

 

 

2. 항주의 서호(西湖),  

영은사(靈隱寺) 등의 구경  

 

(1) 2018. 10. 16. 10:35 김해 발 동방항공 비행기

를 타고 상하이(上海)3)에 도착하여 항주로 가려고 알

아보니 여행 안내책자와는 달리 지하철을 탈 필요도 

없이 공항에 연결된 곳에서 항주행 장거리 버스표를 

팔았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 승차하였다. 출발이 순

조로워 앞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런데 항주에 해가 떨어진 후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

린 후 소변을 보려고 둘러보니 우리나라의 버스터미

널과는 아주 달라 버스 한 대나 두 대 정도 밖에 주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화장실도 없었다. 소변을 참

글● 황형모 변호사 
(전 본회회원, 교수에서 정년퇴직)  

1) 고유명사는 중국 발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쓴 한국 사람들의 이
름을 그들의 발음에 따라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고 다소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본인의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말이 안 통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을 때에는 필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필담을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고 또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는 필담을 할 수도 없어 못 알아 들은 경우는 한번 더 묻고 그래도 못 알아들은 경우는 그냥 알
아들은 체 하고 넘어 간 경우도 더러 있다. 

3) 이하 지명 등 고유명사는 현지 발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혼자서 한  

중국  

져지앙성(浙江省)1)  

배낭여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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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숙소를 잡으려고 주변의 호텔(酒店)을 찾아 투숙하려고 여권을 제시하니 자기 호텔에서는 외국인

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고 주변에 있는 몇 곳을 둘러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더욱 미아 신세가 될까 봐 처음에 내린 곳으로 되돌아가 우선 간단히 요기를 하고 내린 곳 

바로 옆을 보니 버스표를 판매하는 곳인데 살펴보니 공항리무진버스표를 판매하였다. 일단 화장실을 

찾아 소변을 본 후 대책을 생각하니 몇 년 전에 상하이푸동공항 안에서 의자 위에서 잠을 자고 밤을 

새운 기억이 나서 항주수샨(蘇山)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과 섞여 의자에 않아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져 사람들이 줄어들자 뒤쪽에 긴 의자가 있는 곳에 가

서 몸을 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용할 경비를 모두 런민삐(人民幣)로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어 신경이 쓰였다. 돈을 

전대(纏帶)에 넣어 허리에 차고 누웠다. 그래도 옷 등을 넣은 여행용 가방과 배낭 등이 신경 쓰여 깊은 

잠은 들지 못했으나 어쨌거나 날이 밝았다. 다시 공항리무진을 타고 항주시내로 나가면서 서호에 제

일 가까운 곳에 내려달라고 하여 내렸다. 

 

여행안내책자에 보니 서호 부근에도 유스 호스텔인 청년여사(靑年旅舍)가 있어서 찾아보려고 하여도 

쉽지 않았는데 아파트의 1층에 있는 불상 등을 진열한 가게의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모른다

면서 옆 가게의 아주머니를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다행히 그 사람4)이 자신의 휴대폰

으로 검색하여 그 숙소 이름이 杭州靑年會靑年旅舍(항주청년회청년여사)라고 적어주는 외에 그 건

물 사진도 휴대폰에서 보여 주면서 찾아가는 길을 알려 주었다. 고마워서 그 가게의 상품을 하나 사 주

어야지 하고 둘러보니 포도주 가게였다. 그래서 값싼 것 한 병을 80 위엔(元)에 사서 가지고 나와 큰 

어려움 없이 위 숙소를 찾아5) 건물의 뒷편에 있는 허술한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1일에 60 위엔 2일 

자기로 하고 120 위엔을 지불하였다.  

방에 들어가니 한 사람이 있었고 밤이 되자 같은 방에서 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모두 7 명

인데 나는 4번 침대였다. 개인의 가방 등을 넣을 짐칸 열쇠도 방카드와는 따로 주었으나 방안에서 신

을 슬리프는 따로 제공되지 않았다. 다음날 위 숙소를 앞에서 보니 건물 벽에 YMCA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처음에 위 숙소의 이름에 청년여사 앞에 또 청년회라는 글자가 있기에 왜 청년이라는 말이 두 번

이나 들어갔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위 영문자를 보니 기독교청년회라서 그런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불교도이지만 시설과 써비스는 좋지 않을지라도 싼 숙소에서 자게 되어 고마웠다. 

 

(2) 다음날 아침에 부근의 음식점에서 20 위엔 정도 주고 식사를 하였다. 아침을 먹고는 서호에 가니 

여기저기의 나무 밑 등의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반주에 맞추어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하였는데 음치

(音癡)인 내가 듣기에는 모두 가수에 못지않은 것 같았다. 어떤 곳에서는 두 사람씩 손을 잡고 춤을 추

4) 보타산에서 귀국하기 위해 상해로 갈 때 다시 항주에 가서 1박 하였는데 이때 이 아주머니의 성명과 가게 상호 및 주소를 알게 
되었다.  

5) 서호에서 장군로(將軍路)를 따라 가다가 국화로(國貨路)와 청년로(靑年路)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320•제36호 부산법조

기도 하였으나 지붕과 벽이 없이 사방에

서 만인이 보는 상황이라서 그곳에서 풍

기문란의 행동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건전

한 광경이었다. 

서호 주변을 걸어서 유람을 하였는데 당

나라 때 백락천이 쌓은 백제(白堤)를 거

닐고, 조무제 대법관이 얘기해준6) 악비

(岳飛) 장군의 사당 및 간신 진회(秦檜) 

부부가 윗도리를 벗고 꿇어앉은 동상을 

보았다.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동상에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았다고 한다. 역

사의 죄인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람

들이 발길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지는 모르겠으나 위 부부의 동상을 철책

(鐵柵)으로 둘러놓았다.  

악비장군의 묘를 구경한 후 송나라 때 소동파가 항주의 지방관으로 있을 때 쌓은 소제(蘇堤)를 거닐었

는데 소제는 아주 길어서 걷기에 힘이 들었으나 중간에서 되돌아 갈 수도 없어서 끝까지 걸어갔다. 어

제 산 포도주를, 코르크 마개를 빼낼 도구가 없어 먹지 못하여 다시 위 포도주 가게로 가서 사정을 얘

기하니 공짜로 도구를 주었다. 또 다음 행선지로 갈 버스를 타는 터미널을 물어서 적었다. 

 

(3) 항주에서 3일째 날에는 영은사에 갔다. 영은사는 한시에도 나오는 유명한 절인데 영은사에 들어

가려면 영은비래봉 입장료 외에 영은사만의 입장료를 따로 내어야 한다. 먼저 영은사에 들어가 대웅

전, 5백 나한전(羅漢殿)7), 제공전(濟公殿) 등 여러 곳을 구경하였는데 특히 5백 나한전은 만(卍) 자 모

양으로 건축되어 있는 내부에 위 글자의 선(線)을 따라 1.7 미터 높이의 5백 명의 나한 동상을 모셔 놓

고 그 한 분 한 분마다 그 이름을 써놓았다.  

영은사를 나와 부근의 영복사(永福寺)를 구경하던 중 보시함에 넣을 돈을 찾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을 발견하였다. 많은 돈은 전대 안에 있었지만 지갑에는 2백 위엔 남짓한 현금만 들었으나 카드가 3

개나 들어있어 당황스러웠다.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내 분실신고를 하도록 부탁하고는 절 한 곳을 더 

구경한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마도 영은사 안의 서점에서 책을 사면서 돈을 지불한 후 지갑을 잘 

챙기지 못하고 그곳에 흘려 두고 온 것 같았다. 다시 영은사의 서점에 갔더니 습득하여 객당(客堂)에 

맡게 놓았다고 종업원이 말하기에 그 종업원과 같이 가서 지갑을 회수하였다. 고맙기 그지 없는 일이

6) 이때는 부산지방법원장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 

7)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인데, 대승불교에서는 나한을 조금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으나 남방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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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처님이 돌보아서 되찾았다고 생각되었다. 

다시 영은사를 나와서 영은사 뒷산(北高峰)의 정상에 걸어서 올라가는 중간에 도광사(韜光寺)를 구경

한 후 계속하여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 쉬고 있는데 윗도리의 등에 한글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라

고 적힌 옷을 입은 아가씨와 조금 더 젊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당연히 한

국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네요!” 하고 말하니 못 알아들었다. 중국어로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면서 옷에 적힌 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기에 그 뜻을 말해 

주었다. 남자로 보이는 사람은 알고 보니 교사인 위 여성의 여동생이었다. 단발을 한데다가 외모가 남

자 비슷하여 내가 착각을 한 것이다.  

상호 의기투합하여 같이 얘기를 하며 정상에 올라가니 위 언니의 난펑요(男朋友)8)가 있어 그 사람과

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얘기도 나누었다. 그 사람이 마실 것을 사주기에 나도 답례로 과일을 사서 나

누어 먹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이 한국에 여행가면 정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 한국

의 부산에 살고 있으니 오면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내 휴대폰 번호와 성명을 적어 주었고 그 남자도 

자신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었다. 내려올 때는 쌍방이 모두 시간 여유가 없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다. 

 

 

3. 제갈촌(諸葛村)의 구경과 출구를 못 찾아 헤맨 경험 

 

주로 전장(戰場)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던 제갈량이 고향에 있는 8세의 아들에게 준 어떻게 자신을 닦

고 처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90 자도 안 되는, 계자서(誡子書)라는 글을 내가 좋아하는데 이 글이 

책이나 인터넷에서 한 두 글자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갈촌의 제갈량 사당에 위 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제갈로 가게 되었다. 지엔더(建德)에서 제갈촌으로 가는 버스

를 타고 제갈에서 내려 제갈촌이 어디냐고 하여 물으니 바로 여기가 제갈촌이라고 말하기에 제갈량의 

사당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다시 물으니 길을 알려 주기에 찾아갔다.  

입구에 입장표를 파는 곳이 있어서 100(?, 기억이 분명치 않음) 위엔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산 후 짐들

을 끌고 지고 가려니 표를 판 아주머니가 여기에 짐을 보관시켜 놓고 구경한 후 다시 이곳으로 와서 

짐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고 그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였다. 조금 내리막

의 직선 도로를 따라 가다가 왼쪽 골목길로 들어가서 제갈촌 안으로 들어갔다. 수춘당(壽春堂), 천일

당(天一堂), 공명생평전(孔明生平展) 등을 구경하였으나 승상사당(丞相祠堂)은 잘 찾지를 못해 좀 헤

매다가 찾았으나 그곳에는 계자서가 없었고 제갈량을 높이 추앙하는 현판들 및 판각들과 동상이나 벽

화 등이 주된 것이었다.  

계자서가 어디 있는지 물으니 대공당(大公堂) 안에 있다고 말하기에 대공당을 찾던 중 서예작품을 파

8) 단순한 남자 친구는 ‘난더펑요(男的朋友)’이고 결혼할 생각으로 사귀는 남자친구는 난펑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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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인은 자신이 유명한 서예가인데 한국의 서예가들도 알아준다며 계자서를 쓴 부채를 180 위엔에 사

라고 하나 서체가 해서나 행서가 아니어서 읽기도 어렵고 값도 비싸 사지 않고 조금 더 가니 또 서예

작품 가게가 있어 들어가니 아가씨가 계자서 부채를 20위엔에 파는데 글도 알아보기 쉽고 값도 싸서 

샀다. 그 아기씨가 서예가인 자기 아버지가 대공당에 있어 자신도 거기에 간다면서 안내해 주었다. 대

공당에는 그 가계의 선조들의 업적 등을 적어놓았는데 계자서와 계자서의 글을 일부분씩 끊어서 그 

설명을 적은 글도 있었다. 집에서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하였다.  

제갈촌 안에서 볼 것은 대략 본 것 같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 힘도 

들어서 간단한 먹을 것을 사서 마을 안에 있는 종지(鍾池)라는 큰 연못가에 앉아 먹은 후 원래 들어오

면서 짐을 놓아둔 곳으로 가려고 하여도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승상사당, 대공당 쪽으로 갔다 

왔다 하다가 확실히 아닌 길은 제외하고 대강 원래의 길에 가까울 것 같은 곳에서 주민에게 물으니 가

르쳐 주었다. 그래서 더듬듯이 하여 겨우 원래 입장표 산 곳에 도착하였다. 삼국연의에서 육손이 팔진

도에 갇혀 고생을 하였다는 얘기가 있지만 나는 팔진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영 헤어나지 못하고 고

생을 한 것이다.9)  

 

 

4. 옌당샨(雁蕩山)에서의 절벽 및 동굴과 산수 유람 

 

(1) 제갈촌에서 원주(溫州)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장시간에 걸쳐 원주로 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중간에 휴게소에서 소변도 보고 좀 쉬었다가 가는데 중국에는 기름 넣는 경우가 아니면 쉬지 않고 달

렸다. 원주에 일몰 후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일반 호텔에 자려고 알아보았으나 항주에서와 마찬

가지로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호텔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금강지성(錦江之星)이라는 호텔에서 178 

위엔 정도에 1박을 하고 다음날 일찍 버스를 타고 옌당샨에 갔다. 옌당샨 버스터미널에 내리니 운전 

호객꾼들이 호객을 하는데 한 아주머니는 승용차로 10 위엔에 옌당샨 관광지역 안으로 태워 주겠다

고 하고, 한 남자는 3륜차로 2 위엔에 태워 주겠다고 하기에 삼륜차를 타고 갔다.  

여관들이 있는 적당한 곳에 내려달라고 하니 도로변에 있는 한 민박하는 집 앞에 세워주었다. 100 위

엔에 투숙하였다. 그 여주인 남편이 황씨여서 나도 황씨라고 하였다. 2일을 묵겠다고 하니 2일째는 

80 위엔으로 해 준다고 하면서 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날 오후에 시간이 다소 어중간하

게 남아서 숙소에서 먼 곳 한 군데를 먼저 볼 생각에서 관광지만 도는 공교차(公交車) 버스를 타고 따

롱츄(大龍湫)에 가서 구경을 하였다. 옌당샨 관광지는 절벽10), 동굴, 산봉우리, 산림 등이 주요 경관이

9) 귀국하여 이 글을 쓰면서 위 입장표를 다시 보니 위 마을이 제갈팔괘촌(諸葛八卦村)인데 팔진도와의 관계는 모르겠으나 팔괘
진이라는 진(陣)도 있다고 한다. 

10) 절벽을 멀리서 보면 그 절벽 가장자리에도 드물게 초목이 있는데 그곳에 꽃이 피어 있다면 ‘절벽은 비록 위태로우나 꽃은  
웃고 서 있구나!(絶壁雖危花笑立)’라는 시구가 그대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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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여관으로 돌아오면

서 보니 그 돌아오는 도

로변에도 여러 곳의 관광

지가 있어서 내일은 그곳

들을 보기로 작정하였다. 

 

(2) 다음날 아침에 일어

나니 비가 내렸다. 그렇

다고 구경 온 사람이 방

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숙소 부근에 링펑(靈峰) 

입구라고 쓰여 있는 곳을 

따라, 비가 오는 때문인

지 다른 사람은 전혀 없

어 혼자서 산을 올라갔다. 곳곳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보면서 정상까지 가려고 거의 9부 능선까지 왔

는데 더 이상 가지 마라는 표지가 있어 내려오던 중 다른 구경할 곳에 대한 안내표지가 있어서 그곳을 

따라가면서 구경을 하다가 앞을 보니 산의 능선을 따라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되돌아 처

음 올라온 길을 따라 내려오니 그때야 청년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내려와서 숙소 부근에서 아침밥을 사 먹은 후 위 올라간 링펑이 관광지로서의 링펑이 아닌 것을 알고 

정식 링펑으로 들어가 여러 동굴들을 구경하였는데 동굴 안에 세워진 건물 중에는 도교사원도 있고 

불교사원도 있는데 한 곳은 밖에서 보이는 입구에 있는 건물은 작은데 그 건물을 돌아 안에 들어가니 

큰 대웅전이 있고 그 동굴 안의 좁은 공간을 통해 보이는 건너편 산과 절벽의 풍광은 일품이었다. 링

펑 안에 있는 설동(雪洞)이란 사찰에서 보시용으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책을 가져가

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여도 사람이 없어 마당가에 앉아 있는 세 사람에게 물어보니 가져가도 된다

고 하였다.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 나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하니 자신들은 대만에 사는데 자신

의 딸이 한국을 좋아하여 내년 3월에 한국에 여행을 갈 것인데 연락이 되는 경우 좀 도와주었으면 좋

겠다고 말하기에 나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옆에 있는 딸의 이름을 

물으니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3) 링펑을 구경한 후 방동(方洞)으로 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대개 케이블카를 타거나 택시 등을 

타고 가는 모양인데 나는 오르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운동 삼아 걸어서 올라갔다. 옌당샨에

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위하여 중국어 외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안내하는 글이 많았는데 방동을 

한글로 네모진 동굴이라고 써 놓았으나 전혀 그런 느낌은 없고 큰 돌산의 9부 능선의 절벽을 따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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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이었다. 중간에는 제법 긴 줄다리가 있었는데 걸으니 흔들려서 조금 겁도 났으나 다소의 재미

도 있었다.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와는 다른 산비탈로 난 길로 내려가니 금방 처음 걸어서 들어간 입

구에 닿았다. 내려오는 길의 거의 마지막에 할머니 한 분이 밀감을 파

는데 한 봉지에 30 위엔 한다기에 비싸다고 그냥 처음의 입구 도로에

까지 내려왔다가 그것을 비싸다며 깎으려고 하다가 그냥 내려온 것

이 미안해 다시 올라가서 달라는 대로 주고 샀다.  

방동을 본 후 다시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영암(靈岩)(?)에 입

장하여 소룡추 등의 볼거리들을 구경한 후 와룡곡(臥龍谷)이란 곳

도 있기에 다른 사람은 가는 사람이 없으나11) 용띠인 나도 용을 

보지 못하였는데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는 장난기 어린 생

각을 하면서 높은 절벽에 붙여 만든 비스듬한 계단을 따라 계

속 올라갔으나 끝에 이르니 관문이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

서 할 수 없이 다시 내려왔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 다른 관광객은 보이지 않아서 혼자서 공교차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나왔는데 다소 떨어진 곳에서 그 버스로 보이는 차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는 것을 보

고 달려갔으나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를 물어 그곳에 한참 서있어도 버스는 오

지 않고 택시는 한 대 지나가면서 타지 않겠냐고 물었으나 나는 싼 공교차를 타려고 타지 않았다.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방향을 틀어 내 앞에 서면서 무엇 하느

냐고 묻기에 공교차를 기다린다고 하니 공교차는 운행시간이 지나 이미 끊어졌다고 하면서 자신이 내 

숙소에까지 태워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함부로 탔다가 낭패 당할까봐 주저하니 그 사람 옆좌석의 여

성도 염려 말고 타라고 말하기에 그 차를 타고 숙소에까지 잘 도착하였다. 내가 별로 악한 짓을 하지

는 않은 것 같으나 남을 위해 큰 선행을 한 것도 없는데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되니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전날 먹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시켜놓고 기다릴 때 4명의 아가씨가 앉아 있어 서로 얘기를 하게 되

었는데 자신들도 내가 묵는 숙소에 숙박한다고 하였다. 반가워서 같이 합석하여 한담(閑談)을 하게 되

11) 뒤에 알게 된 것인데 아마도 일몰 시간이 다 되고 공교차가 끊어지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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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나는 내 방에 가서 혼자서 먹다가 남은 항주에서 산 포도주를 가져와 같이 나누어 먹고 병을 

다 비운 후 그들과 같이 그 위의 링펑 정식 입구 쪽으로 산책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청두(成都)에 있

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상의 친구에게 여행 중에 만난 한국 아저씨인데 얘기를 해보라고 

말하기에 화상의 사람과 서로 조금 얘기도 하였다.  

 

 

5. 천태산 관광 

 

(1) 옌당샨에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버스를 타고 천태에 도착하여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한팅

호텔(漢庭酒店)에 싼 방으로 1박에 159 위엔으로 2일간 숙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되어 심야

인데도 계속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아마도 가라오케인 듯하였다. 그러나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다소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자겠냐!’ 하는 심정으로 책을 보다가 피곤하면 잠을 잤다.  

다음날 시내버스를 타고 천태산 국청사(國淸寺)에 가니 그곳은 여행 중심지여서 국청사 경구(景區) 외

에도 여러 곳의 관광지가 있었는데 나는 국청사 경구, 제공고거(濟公故居), 적성산(赤城山) 등 3 곳을 

구경하기로 하고 표를 샀다. 그랬더니 그 표값에는 그곳의 입장료 외에 버스비도 포함되어 있어 나 혼

자뿐인데도 기사가 나 한 사람을 태우고 세 곳 모두에 운송해 주었다. 다만 내가 한 관광지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같은 곳에서 기다리기는 곤란하여 구경하고 다시 만날 시간을 정하여 다시 만나 다른 장

소로 이동하였다. 

 

(2) 국청사에 가니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누렇게 익은 벼가 논에 서있고 

국청사 안에 들어가니 마당 한곳에는 탈곡한 벼를 말리고 있기도 하여 절에서도 자급자족의 노력이 

보였다. 또 절 안의 한 곳에 가니 ‘中韓天台宗祖師記念堂(중한천태종조사기념당)’이 있었는데 이곳에

는 천태지의 대사를 중심으로 그 왼쪽에는 의천대각국사를, 그 오른쪽에는 상월대사를 동상으로 만들

어 봉안하여 놓았다.  

국청사를 다 보고 나오는데 여성 5~6명이 상하 모두 흰 천으로 된 가운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에 어

떻게 모두 똑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느냐고 하니 자기들 전통의 옷이라는 듯한 대답하였으나 내가 제대

로 알아들었는지 자신이 없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 반갑다면서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여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내 휴대폰으로도 한 장을 찍었다. 그들이 특정의 종교를 믿는 사람

들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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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타산(普陀山)에서의 비싼 숙박료와 보람찬 여행 

 

(1) 천태를 떠나 닝포어(寧波)를 거쳐 보타12)의 쥬쟈지엔(朱家尖)으로 가서 선박운임 외에 문표(門票) 

200 위엔을 같이 내고 배를 타고 보타산(육지의 산이 아니고 섬임) 선착장에 내리니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호텔 호객꾼이 하루에 700 위엔이라고 하고, 다른 호객꾼이 600 위엔이라고 말하기에 흥정

하여 500 위엔으로 합의하였으나 신분증 대신 여권을 보여주니 자기 호텔에서는 외국인을 받을 수 없

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급호텔로 보이는 데 가서 가격을 물으니 1박에 1천 5백 얼마라고 하면서 계산

기에 숫자를 써서 보여주었으나 충격이 커서인지 십 자리 이하의 수는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보타산을 꼭 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방값이 비싸면 그냥 되돌아가겠다. 다만 이왕 온 김에 구

경이나 좀 하고 돌아가자’ 하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5백 위엔에 자라고 

한다. 외국인도 잘 수 있는지 물으니 잘 수 있다고 하기에 깎아서 400 위엔에 2일을 자기로 하였다. 

그 숙소는 민박으로서 5층짜리 아파트의 5층이 숙소였다. 내가 자게 된 방은 그 아주머니 오빠의 방

이었는데 내 방의 한쪽 면(面)이 미닫이 유리문으로 되어 주방과 연결되어 있어 주방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었다.13) 그 아주머니는 800 위엔을 선불로 받고는 내가 퇴방하는 순간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

다. 뒤에 알고 보니 관음성지(觀音聖地)인 위 보타산에 관음보살께 불공드리는 행사가 2일간 열려서 

많은 방문객이 와서 방값이 4배가량 등귀하였다고 한다. 속담 그대로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2) 그 다음날 나는 혼자서 보제선사를 지나서 1.2 킬로미터 떨어진 법보사(?)까지 가는 길에 있는 여

러 절들을 구경하였는데 여기서는 가로수에 불교적인 좋은 글귀를 적어서 달아 놓아 이것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머리가 끄덕거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쌍천선원(雙泉禪院)이라는 절의 벽에는 불교의 요지나 평범하면서도 일상의 영위(營爲)에 도움이 

되는 글귀를 적은 액자를 벽에 많이 달아 놓았는데 이 글귀를 모두 사진 찍어 두었다. 이 글들만 천천

히 잘 읽어보아도 큰 공부가 되고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비싸게 준 방값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

을 것 같다. 

 

퇴방은 12시까지 하면 되므로 퇴방하는 날에도 낙가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계단길이 가

파르고 계단이 많아 힘이 들었으나 3보1배(三步一拜)14)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서서 

12) 이곳은 보타산과 구별하여 보타구(普陀區)라고 하였다. 

13) 위 같은 집에 투숙한 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77세, 부인은 70세라고 하면서 우한(武漢)에 산다고 하였다. 같이 나가서 보
제선사(普濟禪寺)에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부인이 불공을 드리는 동안 우리 남자 두 사람은 위 절을 나와 주변을 구경을 하였
다. 다음날 위 부부가 다음에 우한에 오는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에게 오라고 한 일이 있고 나도 부산에 오면 연락하라고 한 일
이 있어서 나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적어 주니 자신들도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적어주어 서로 교환하였다. 

14) 수행의 한 방편으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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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배만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처음에는 여성만 보이기에 ‘역시 신앙

심은 여성들이 깊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 젊은 남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내려

올 때 보니 머리가 센 노인들도 3보1배를 하고 있었다. 그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몇 곳

에는 바위에 크게 붉은 글로 심(心) 자를 써놓았는데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心爲法本)임을 알려주려

고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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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변호사 박은희 
 

한 줄 시식회   부산 변호사 낭독모임

문득 한 문장이, 문득 한 단어가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우리 낭독모임 회원은 저마다 ‘내가 사랑한 한 줄’을 시식하고, 낭독을 통하여 시식한 한 줄을 다른 회원들에

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아름다운 문장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마음이 맑아지고 아픔

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 정여울은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낭독의 힘을 이렇

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눈보다 단어를 더 멀리, 더 깊이 실어 나른다. 소리내어 발음해 보면 그 어느 하

나 특별하지 않은 단어가 없다. 사소한 접속사 하나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사 하나조차도 모두 싱그럽고 

애잔하다.  

낭독의 첫 번째 효과, 그것은 오감의 활성화다. 좋은 작품을 소리내어 읽으면, 오감이 활성화되고, 사물

을 바라보고 만지고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의 촉각이 살아나며, 무언가를 더 깊이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집

중력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된다. 

둘째, 소리내어 읽기는 마음 챙김에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도 우울한 기분이 들 때, 한 5분

만 좋은 글을 읽으면 금세 우울한 느낌이 사라져버린다.  

낭독의 세 번째 효과는 바로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묵독할 때는 존재하

지 않았던 또 하나의 ‘나’가 살며시 튀어나와 ‘소리내어 읽는 나’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는다. 소리내어 읽

는 나도 여러 개의 목소리로 갈라져, 작가의 목소리, 작중 인물의 목소리 등으로 수없이 자기분열할 수가 

있다.」 

 

낭독은 누워 잠자고 있던 글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낭독은 글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줄 시식회＞ 낭독모임 회원들이 사랑한 그 한 줄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330•제36호 부산법조



낭독자● 변호사 이일권 
 

입속의 검은 입   기형도

그녀가 읽고 있던 시집이 테이블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고, 작고 맑은 물방

울이 계속하여 테이블 위로 톡톡 떨어졌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울먹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기형도 시

인이 올해 3월에 죽었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울고 있었다. 난 테이블 위로 떨어진 책을 물끄러

미 쳐다보았다. 책등에 기형도 시집 ＜입속의 검은 입＞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집 뒷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녀는 뒷표지에 적힌 ＜시작(詩作) 메모＞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다. 기형도가 시작 메모를 적은 날짜는 1988년 

11월이었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빴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그때도 

거리는 있었고 자동차는 지나갔다. 가을에는 퇴근길에 커피도 마셨으며 눈이 오는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

기도 했다. 그러나 시를 쓰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형식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공중에 흩어졌

다. 적어도 내게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육체에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때 

알았다.  

그 때 눈이 몹시 내렸다. 눈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지상은 눈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지 위에 닿을 듯하던 눈발은 바람의 세찬 거부에 떠밀려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다. 하늘과 지상 

어느 곳에서도 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기형도의 시집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를 읽으며 하루를 충전해. 나의 힘은 질투

야. 기형도가 말했거든.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그녀는 시인을 꿈꾸던 여대 국문학과 2학년이었고, 난 사법시

험을 공부하던 대학원 1학년이었다. 1989년 12월이었다.  

 

그녀가 읽은 부분을 나도 소리 내어 읽어 내려갔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빴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울었다. 서로 얼굴을 바

라보며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렇게 계속 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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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강화   이태준

1) 글이 완벽해 점 하나 더 찍을 곳이 없다.

국선변호인  J는 벌써 한 시간 째 왼손으로 턱을 괴고 노트북 흰 화면에 깜빡이고 있는 커서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가 몇 분에 한 번씩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국선 피고인의 공소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간혹 그 피

고인의 사건 기록을 몇 장 들추다가, 다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눌러 찌부러뜨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J는, 대체 왜 이놈은 직업이 중국집 배달원이면서 굳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부산역 앞 

텍사스 거리에 있는 엔젤레스 클럽에 가서, 접객원들이 쉬고 있는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칼을 꺼내 들고 이전

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접객원 클라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는 접객원 한 명의 팔을 

긁히게 하였는지, 고작 팔에 생채기 조금 낸 것이 뭐가 그리 놀랄 일이라고 자신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전자발

찌를 절단기로 자르고 다른 도시로 도망갈 생각을 하였는지, 도망갈 결심을 하였으면 어서 도망이나 갈 것이지 

왜 지나가던 여자를 칼로 위협하여 단돈 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다가 여자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

는지, 왜 도망가서는 도망간 도시의 주택가 건조대에서 여자 팬티 8장을 훔쳤는지, 하필이면 여자 팬티를 훔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 팬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동거녀의 팬티를 입어보니 마

음이 편안하였는데, 도피를 하다보니 불안해져서 여자 팬티를 입으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 직접 입으려고 여

자 팬티를 훔쳤습니다’라는 씨도 안 먹힐 변명을 하여, 변호사로서 부끄럽게도 어떻게 하면 판사에게 낯부끄럽

지 않은 변론을 할 수 있을까부터 고민하게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계속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한 줄도 쓰지 못하던 국선변호인  J는 비장한 각오로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뽑아들었

다. 이태준의 <문장강화>라는 책이다. 펼쳐 든 챕터는 ‘퇴고의 진리성.’ 
  

「일필휘지(一筆揮之)니 문불가점(文不加點)1)이니 해서 단번에 써내려뜨리는 것을 재주로 여겼으나 그

것은 결코 경의를 표할 재주도 아니려니와, 또 단번에 쓰는 것으로 경의를 표할 만한 문장이 결코 나올 수

도 없는 것이다. 소동파(蘇東坡)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었을 때 친구가 와 며칠 만에 지었느냐니까 며

칠은 무슨 며칠, 지금 단번에 지었노라 하였다.  

그러나 동파 밖으로 나간 뒤에 자리 밑이 불쑥한 데를 들쳐보니 여러 날을 두고 고치고 고치고 한 초고

가 한 삼태나 쌓였더란 말이 있거니와 고칠수록 좋아지는 것은 문장의 진리다. 이 진리를 버리거나 숨기

는 것은 어리석다. 같은 중국 문호라도 구양수(歐陽修) 같은 이는 퇴고를 공공연하게 자랑삼아 하였다. 초

고는 반드시 벽 위에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읽어보고 고치었다.」 
  

흠... 국선변호인  J, 아직 한참 멀었다. 퇴고는 무슨, 한 자라도 써야 퇴고를 하지.

낭독자 ● 변호사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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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하다   조승연

시크(chic)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세련되고 멋있다.’ 
  

법정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한마디로 시크하다. 멋진 슈트에 하이힐을 신고 법정에 나타난다. 방

청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변호인석으로 향한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

로 의자에 앉아 기록 몇 장을 넘긴다. 재판이 진행된다. 검사의 송곳 질문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화려한 언변으로 배심원을 설득한다. 배심원은 도취된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잠시 시간이 

흐른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무죄를 선고한다. 기쁜 표정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의뢰인을 향해 살짝 미소

를 머금고 다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법정을 나선다. 정말 시크하다. 
  

꿈같은 드라마가 끝나면 현실로 돌아온다. 난 오늘도 법정에 찬밥처럼 담겨있다. 하이힐은커녕 화장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재판장이 언성을 높이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된다. 답변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

아지면서 말끝을 흐려버리고 만다. 패소의 쓰라림은 어찌나 깊은지 며칠간 입맛도 없어진다. 재판이 끝나면 도

망치듯 사무실로 돌아온다. 숨 돌릴 틈도 없다. 허겁지겁 미루어 놓았던 일을 해치우기 시작한다. 바쁘고 피곤

한 일상이 반복된다. 정말 시크하지 않다.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나에게 오랜 친구가 올 가을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내왔다. 조승연의 ＜시크:

하다＞라는 책이다. 책을 펼치며 읽다가 이 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저 사람은 뭘 하는 분이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그의 직업을 말한다. 

“저 사람은 변호사인데, 돈 많이 벌고 있지.” 

그런데 프랑스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변호사로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 블로그를 하지.” 

“슈퍼마켓 장사로 돈 벌어서 음악도 배우고 공연도 다니지.” 

이처럼 프랑스인은 직장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돈줄 역할이라고 인식

하는 사람이 많다. 내 프랑스 친구들도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행동이야.”」 
  

나는 멍청이구나. 피식 웃음이 나온다. 난 지금까지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했구나. 오랜 친

구가 속삭였다. 언젠가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둘이서 파리로 여행을 가자꾸나. 너무 달콤한 유혹. 낭만

의 도시 파리, 그 곳으로 언젠가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리라. 아니다. 지금 바로 시크:한 그 곳에 가고 

싶다. 그 곳에 가고 싶다.

낭독자● 변호사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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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르면 좀 어때서   변금주

가끔 서면 작성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일 때가 있다. 그제서야 쫓기

듯이 글을 쓰게 되는 내 모습에 나 스스로가 적잖이 실망하며 ‘나는 왜 이리 게으르지’라고 항상 죄책감을 가지

게 된다. 퇴근할 때는 ‘애를 재우고 집에서 미리미리 일을 해놔야지’하면서 소송기록을 한 아름 들고 간다. 하지

만 다음날 아침 열어보지도 않은 소송기록이 담긴 가방을 다시 낑낑대며 사무실로 들고 오길 무한 반복하는 내 

모습에도 늘 실망을 하게 된다. 난 전쟁같은 하루를 보내며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미루며 게

으르게 사는 것처럼 생각될까？ 우연히 변금주의 책 『게으르면 좀 어때』를 펼쳐 읽다가, 이 문장이 마음을 끌어

당겼다. 

 

「게으름과 부지런함. 흔히 이 둘은 만날 수 없는 양 끝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혹은 

누군가를 ‘게으르다’ 또는 ‘부지런하다’라는 하나의 성질로만 규정하고 함께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데 아이러니한 것은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타인의 눈엔 부지런해 보일지 몰라도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모두

는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아닌, ‘게으르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사실 ‘게으름’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빨리 해내는게 좋은 것이라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

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때론 멈춰있는 것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기적인 거라 여겨졌을 뿐이다. 하지만 사

람마다 속도는 다르기 마련이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도 필요하

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물며 기계라도, 잠시 동작을 멈추고 머무를 시간은 주어져야 한다. 

일상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들고나며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회가 만들어버린 게으름의 낙인은 조금의 

느긋함도 허용치 않으며 끝없이 움직이고 끝없이 몰아치면서 죄책감을 심어준다.」  

 

‘일상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들고나며 이루어진다’는 말에 작은 위로를 받는다. 변호사로 일하며 서면을 작

성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이지 않은가！ 어쩌면 나는 더 좋은 서면을 탄생

시키기 위하여, 애덤 그랜트가 『오리지널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략적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 여태

까지 나 자신도 이걸 몰랐었네. 나의 행동에 이리도 심오한 의도가 담겨있었다는 것을. 괜히 내 어깨를 두드리

며 살짝 날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날이다. 기분 좋은 날이다.

낭독자 ● 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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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제6장 21, 24절   성경 

저는 작년 10월에 용감무쌍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했을 뿐 부산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개업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평생 학교와 연구실에만 있다가 생전 처음으로 영업이란 것을 하자니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주변사람들의 조언으로 여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늘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쉬운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자니 당당할 수 없었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처

럼 막 시작한 개업변호사로서의 불안이 심해지고 있던 중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태복음 제

6장 21, 24절)」 

 

몇 번 소리내어 읽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사람 자체에 집중하고 수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마

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모임에 부담없이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고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무료 봉사활동을 시

작했더니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예상하지 않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수임에만 관심이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인간적인 매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

절 모범생으로 공부만 했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마음을 열고나니 그제서야 다양한 직업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세상이 넓어져 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고,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대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로

서 사건 수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돈보다는 인간에게 집중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낭독자● 변호사 편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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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행복한가?   이상규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행복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럴 때마다 이상규의 책 <지금 행복한가?>

를 펼쳐본다. 
 

「 행복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자신의 충족감으로,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

한 정확한 판단자는 자기 자신이며, 외부의 다른 무엇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강요되지 않으며, 행복감은 성

공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결과일 수는 없으며, 행복은 각자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

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회와의 비교로 판단될 수 없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받아들

이는 여부는 오로지 우리 각자의 몫이며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결국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달린 문제

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비자발적으로 세상에 태어나 행복을 갈망한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갈망하던 삶을 살고 있는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행

복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놓친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책들은 행복을 정의하려하고 행복

한 삶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행복은 ‘어떠한 감정이다’ 정도의 개념 정의만 가능할 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한 요건은 없다. 행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하기 나름이며, 측정이 불가능하다. 비교도 무의미하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만인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면 된다. 
 

인간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 감정을 느낄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괴로운 삶의 

희망과 원동력을 얻어왔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상처받고, 괴롭고, 골치 아픈 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가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행복한 순간들을 발견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지도 모른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붙잡아 인지하며, 그 

행복한 순간을 자주 떠올려보는 것이다. 현재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

면 분명 행복함에 미소 지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은 행복한 것이다. 지금 행복한가？ 난 지금 어느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 

낭독자 ● 변호사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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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끓이며   김훈 

얼굴 살을 에일 듯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열 살 남짓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소년이 자신의 몸무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듯 보이는 무거운 철제 자전거를 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

고 소년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신문 보급소의 일은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난다. 
 

소년이 겨울방학 동안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포기하고, 아파트 문 경첩 틈새로 신문을 밀어 넣는다. 

벌컥 문을 열고 나오는 담임 선생님과 마주쳐 얼굴을 붉히는 상황들을 참아내며 두 손에 쥔 것은 6만 원이 조금 

넘는 돈.  
   

소년은 이 돈을 가지고 동네 양품점에 들어간다. 양품점을 나오면서 활짝 웃고 있는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것

은 어머니 생일을 위한 선물인 ‘랑콤 에센스’. 아마도 이때였던 것 같다. 소년이 노동, 아니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던 순간이.  
  

소년은 그 이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중·고등학생 시절 주로 중국집 등에서 배달 일을 할 때는 ‘〇〇학
생’으로, 군 제대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〇〇군’으로. 지금 불리우는 호칭이 ‘〇
〇변호사님’으로 조금 달라졌을 뿐 신문을 돌리던 때로부터 20년이 훌쩍 넘은 이후에도 그 시절의 소년은 여전

히 소중한 돈을 벌기위해 외경(畏敬)스런 노동을 하고 있다. 소설가 김훈도 이렇게 말했다. ‘노동의 고난으로 돈

을 버는 사내들은 돈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이다.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일언이폐지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

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거룩하고 본질적인 국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얘야, 돈이 없다면 돈보다 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부( )라! 돈은 인의예지의 기초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 대부분 무너진다. 이 사태는 인간의 삶의 적이다. 이것은 

유물론이 아니고, 경험칙이다. 이 경험칙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공히 유효하다. 돈 없이도 혼자서 고상

하게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

쓰럽고 남세스럽다. 

우리는 마땅히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마침내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삶을 긍정할 수가 있다. 주머니 속에 돈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자명한 바 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우리는 기어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의 고

난으로 돈을 버는 사내들은 돈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돈은 지엄한 것이다. 아, ‘생의 외경’, 이 외경스러운 

도덕은 밥벌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낭독자● 변호사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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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김연아의 경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나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다. “훈련을 하다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

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올려놓아

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끊지 않는다. 물을 끊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김연아의 7분 

드라마 중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의 7분의 경기에 저절로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게 되는 그 밀려오는 

감동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파울로 코엘료는 소설〈연금술사〉에서 99도까지 오른 물의 마지막 1도를 

넘겨주는 어떤 행운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난주에는 어떤 보석 채굴꾼에게 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 채굴꾼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 오 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천9백99개의 

돌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돌 하

나만, 단지 돌 하나만 더 깨뜨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자아의 신화,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

었다. 노인은 그의 삶에 개입하기로 했다. 노인은 한 개의 돌멩이로 변해서 채굴꾼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오 년 동안의 보람 없는 노동에 한껏 화가 나 있던 채굴꾼은 그 돌을 집어 멀리 던져버렸다. 그가 던진 돌

은 날아가 다른 돌과 세게 부딪혔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내보이며 깨어졌다.」 

 

감동을 주는 삶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살아낸 삶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삶은 누구나 소중하고 치열한 것

이다. 나는 집요하게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유유자적한 일상의 달콤함에 워라밸, 탕진잼을 노래 부르며 사

는 것을 꿈꾸기도 한다. 김연아처럼 99도의 물을 끓이고 그 마지막 1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이런 내게 너무 

힘들 것만 같다. 나는 포기하면서 던져버린 돌이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그러한 행운

이 나와 함께하여 주기를 바랐다. 99만 9천9백99개의 돌을 깨뜨려온 노력, 99도까지 물의 온도를 올리는 노력 

중에서 분명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그렇다면 그 정도에서... 부디 포기하는 의미에서 던진 하나의 돌이라 하더

라도 결국에는 백만 개의 돌을 깨뜨리게 되고 자아의 신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돌보는 손길

이 따라주기를 기도한다.  

낭독자 ● 변호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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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은 참 많이 지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겨우 시작되는 것도 같다. 변호사로서 홀로 개업한지 겨우 1

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재판에 임하는 것은 늘 떨리는 일이고, 밤새워 서면을 쓸 때면 밤새 아

기를 낳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의뢰인들의 말을 들어줄 때에는 재촉하는 듯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감해주고 리드해 주어야 했다. 내년에는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므로 유치원 엄마보다 더 바쁘다는 1학년 

엄마 역할도 다시 시작된다. 첫째는 중학교에 입학할 것인데, 이 부분은 정말 미지의 세계이다. 앞으로 아름다

운 우리 딸에게 그 무섭다는 중2병이 무사히 비껴가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늘 초보엄마이고 부족하다.   

 

「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 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 만물의 정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정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세. 대부

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

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게지...”」 

 

나는 어릴 적부터 빛나는 북극성을 따라 가는 이미지를 상상해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필요한 것

이 공급되는 형통한 삶을 기도하였고, 좌절 속에 있을 때면 한 손길이 나를 건져내어 반석 위로 올려주는 것을 

믿었고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도 하였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 소중한 표지를 놓치지 않도

록 깨어 있기를, 조그마한 행운의 싸인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나의 북극성으로 향해 가는 길에 가혹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부디 나 혼자만의 오롯한 노력이 아닌 행운의 표지로 마지막까지 닿을 수 있기를. 나는 가족들에

게 의뢰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일 수 있기를. 여호와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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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수업   한동일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앞두고 일찌감치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하면 언제나처럼 서점

에 들러 기내에서 읽을 책을 찾아본다.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휴대전화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몇 안되

는 공간. 그래서 짧은 비행이라도 오롯이 책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무척이나 소중하다. 서점 사장님

이 추천하는 책을 대충 집어 들고는 비행기에 오른다. 서울까지 한 시간 남짓한 여정이지만, 비행기를 타는 것

은 언제나 설렌다. 
 

자리에 앉아 책을 꺼내 들었다. 제목은 〈라틴어 수업〉, 저자는 한동일 교수였다. 프로필을 소개하는 책 날개엔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Rota Romana)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냥 사장

님이 추천하는 책을 샀는데 저자가 마침 변호사라니. 웃음을 지으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 다행히 법 이야기는 

없었다. 옆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책에 나온 문장을 소리 죽여 읽어 보았다.  
 

「 Si vales bene est, ego valeo. 

당신이 잘 계신다면 잘 되었네요, 나는 잘 지냅니다. 

Si vales bene, valeo. 

당신이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  
 

“그대가 잘 있으면 나는 잘 있습니다”라는 로마인의 편지 인사말을 통해 생각해봅니다. 타인의 안부가 

먼저 중요한, 그래서 ‘그대가 평안해야 나도 안녕하다’는 그들의 인사가 문득 마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요즘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사고가 어느새 그렇게 변해버린 건 사람들의 마음이 나빠서

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낼 여유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며 몇 번이고 대뇌인 부분이었다. 변호사가 되어 좋은 점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재판’을 명목

으로 ‘돈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재판을 마치고 출장지에서 만나는 그리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즐거운 맥주 한 잔은 출장의 피로를 잊게 만든다. 이 날도 두시 반 재판을 마치고 옛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었다. ‘시 발레스 베네 에스트(Si vales bene est)’라는 라틴어 문구를 읽으며 저녁에 친구들과 뭘 먹을지 

생각했다. 휴대전화를 들어 서초역에서 5시쯤 마칠 것 같으니 거기서 보자며 카톡을 보냈다. 전송하기를 눌렀

는데 글자 옆에 숫자 1이 뜨지 않았다. 그제서야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자연스럽게 휴대폰

을 주머니에 넣으며 다시 책을 꺼내 들었다. 조금 늦게 연락해도 별 일 없을 것이다. 당신이 잘 있다면, 나도 잘 

가고 있으니까. 친구여, 내 말 들리니？ 시 발레스 베네 발레오(Si vales bene, valeo).

낭독자 ● 변호사 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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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60

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

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

을 포기하면 녹스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

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이다. 이제 곧 100세를 바라본다. 75세까지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을 이루었다

고 자부한다. 60세 이전에는 미숙한 인간이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돌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

세 사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부럽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난 50년을 살아왔다. 지금까지 성숙하지 못한 언행을 일삼았다.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자신을 정의로 규정짓

고 타인을 욕하고 비난했다. 상사를 잘 모시지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자주 전화도 드리지 않았다. 검사직을 

내려놓고 쉰 즈음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4년 5월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결심을 했다.  
 

책을 읽기로 했다. 20년 동안 책을 읽지 않았다. 책 한 권을 읽는데 한 달이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 또 다른 책

을 읽었다. 괴로웠지만 책 읽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다. 또 한 권의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즐거움보다 책

을 끝까지 읽어내야 한다는 괴로움이 밀려왔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다. 책을 읽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

했다.  
 

글을 쓰기로 했다. 좋은 문장을 열심히 베꼈다. 문장을 베끼다가 문득 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재빨리 노트에 적

어 두었다. 책을 읽고 문장을 베끼다가 나름의 독서방법을 터득했다. 책을 읽을 때 늘 연필과 공책을 준비했다. 

책은 눈으로 읽은 책이고, 공책은 손으로 공부한 책이다. 책을 읽고 문장을 베끼고 나의 생각을 적는 방법을 반

복했다. 드디어 첫 원고를 적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에 기고했다. 제목은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였

다. 2015년 1월이었다.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했다. 2015년 봄에 조아윤 변호사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3년 동안 중국어 초

급만 맴돌았다. 이제 중급의 첫 계단을 밟았다. 내년 여름까지 중급의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난 끊

임없이 계속하는 힘을 믿는다. 언젠가 삶에 지치고 슬럼프에 빠져 방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노력할 것

이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라고. 그렇다. 난 방황하면서 노력할 것이다. 

75세까지 꾸준히 성숙해지고 싶다. 하지만 그 때가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끝)

낭독자● 변호사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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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8 

편집후기 

부산법조 원고모집

사무국 

이덕욱 홍보위원장

2018 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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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사진으로 보는 2018

2017. 11~12

1. 원로회원자문위원회(2017. 11. 29.) 

2. 사무직원실무연수(2017. 12. 4.) 

3. 2017년 따뜻한 온기 사랑의 연탄 나눔 배달(2017. 12. 1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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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ees with the photograph

2018. 1

1. 2018년 신년인사회(2018. 1. 2.) 

2.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2018. 1. 20.) 

3. 2018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2018. 1. 22.)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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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8

1. 신입회원 의무연수(2018. 2. 16.) 

2. 미투부산대책위와미투피해자법률지원과의간담회(2018. 4. 5.)

2018. 2~4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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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ees with the photograph

1. 국제해사분쟁의 최근 쟁점과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2018. 4. 16.)   

2. KCLA한인변호사회·부산지방변호사회 교류회(2018. 4. 26.)

2018.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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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8

1. 2. 3. 창립 70주년 기념 자선바자회(2018. 5. 11~12.) 

4. 부산의료원과 업무협약식(2018. 5. 11.) 

5. 부산여성변호사와 부산지방경찰청과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2018. 6. 4.) 

6. 부산회,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개최(2018. 7.)

5 6

1 2

3 4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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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0주년 기념 백두산 천지 등정 2018. 7

2018 Sees with the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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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0주년 기념식 행사 이모저모

사진으로 보는 2018



부산지방변호사회•351

2018 Sees with the photograph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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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8

야구장 행사 이모저모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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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2018. 8. 9.) 

2.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2018. 9. 3.) 

3. 제3회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2018. 9. 10.)

4. 암호화폐·블록체인과법연구회 공개연수(2018. 9. 17.) 

5. 미국 KCLA 한인변호사회와의 교류회(2018. 9. 27~28.)

1

2 3

4 5

2018. 8~9

2018 Sees with the photograph



36번째 부산법조를 반기며 

2018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속되어 평화와 공영에 대한 기대를 일깨웠고, 사회전반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의견표출과 갑질에 

대한 분노 등이 2018년을 달구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통제,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개헌문제는 어느 듯 각계의 과거부터 쌓여온 여러 폐단을 풀어가

는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였고, 법조 또한 여러면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회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고 변화 또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에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위원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창립70주년 기념행사와 발맞추어 지난 70년동안 기본적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소속변호사들이 노력하여 왔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자세로 7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한  행사들을 특집으로 담아 부산지방변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호를 마련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법치주

의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부·울·경을 비롯한 지역사회에도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각종 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현재의 대한변협회장 직선제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였고, 지방변호사회의 국제교

류도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도하여 왔습니다. 

이번 부산법조에는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던 좌담회와 

7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뜻깊은 여러 행사의 이모저모 사진들과 70년간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 70년동안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애써온 선배 변호사님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70주년 기념호

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회원들의 70년의 발자취가 담길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회원들께서 논문과 시, 수필, 기행문 등으

로 부산법조를 알차게 채워 주셨습니다. 

좌담회를 통해 지난 발자취와 후배들을 위해 조언해주신 역대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념호에 논문과 연구성과를 

보내주신 변호사님들과 시, 수필, 기행문 등으로 부산법조지에 참여해 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산법조

지가 36호에 이르기까지 부산법조를 위해 수고해주신 역대 홍보위원장 그리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랫동안 수고해주

셨던 윤여진 변호사님, 애쓰시고 챙겨주셨던 유상순변호사님, 세심하게 살펴주셨던 이태환변호사님, 박행남변호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무책임을 맡아 수고해주신 하종숙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여 감사드립니다. 

부산법조가 원로, 청년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연구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참여하고 연구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부산법조회지와 아울러 부산법조논집으로 

회원들의 연구논문을 따로 발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지난 임기동안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채문회장님과 집행부에게 수고하신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홍보위원장  이 덕 욱

| 편집후기 |

홍보위원장  
이 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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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우리 회 홍보위원회에서는 회지 “부산법조 제37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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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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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께서

는 우리회 홍보위원회(☏ 051-506-8503)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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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논문_출력용
	2.법조칼럼,시,수필_출력요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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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기행문_출력요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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