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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집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논문을 실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과 피해구제 가능성, 중국의 책임문제 등을 

심도 깊게 연구한 주옥같은 논문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회원들의 연구논문과 

칼럼, 시, 수필, 기행문 등이 실렸습니다. 특히 동호회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독후감, 소개 글 등이 실려 이번 호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 회원님들의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 

께서 법리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감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영 갑 

President of the Busan Bar Association   Lee Yeong-gap

Greetings

1년 동안 우리 회원들의 노력이 담겨있는 제37호 

부산법조가 발간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제37호 부산법조의 발간을 자축합니다. 

특히 이번 호의 발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홍보위원회 이덕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법조는 1983년 창간되었습니다. 창간 

당시의 제호는 “부산변호사회지” 였습니다만, 

제2호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지”라는 이름 으로 

발간되다가 1997년 제15호부터 지금의 “부산법조”      

라는 이름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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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법적검토
글 이정민 변호사

Ⅰ. 소송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억제 가능성 

 

1.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6309 판결(대법원 2011다7437 판결) 
 

(1) 청구취지 

위 소송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1명의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시, 현대자동차등 6개 자동차회사를 공동피고

로, “(1)피고들은 서울시 지역에서 이산화질소는 연간 평균 0.021ppm, 미세먼지(PM-10)는 일일평균 50

㎍/㎥, 연평균 20㎍/㎥를 각 초과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각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2) 소송의 쟁점 

원고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이 앓고 있는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앞으로 

서울에서 청구취지 기재 수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금지를 청구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기준은 일일평균 100㎍/㎥, 연

평균 50㎍/㎥으로 정하고 있다.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배출금지를 구한 미세먼지의 기준은 WTO에서 권고

하고 있는 기준이다. 소송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시대기 측정망(27개소)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

지 측정된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자료가 현출되었는데, 미세먼지의 경우 27개소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초과

했고, 이산화질소의 경우 27개소 중 26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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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가 배출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이 원고들의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소송의 쟁점이다. 소송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국내외 역학조사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

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는 반면 상관관계를 부정한 연구결과들도 많았다.   

 

(3) 법원의 판단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몇 가지 옮겨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인정한 연구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각 결과들 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물질별, 농도별 상관관계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즉 ①위 국내 역학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통상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사분위수 범위 내에서 

변할 때 호흡기질환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1.02부터 1.5까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는데, 흡연의 폐암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영국 남성의 경우 14.6, 일본 남성의 경우 4.46, 한국 남성의 경우 4.0인 점과 비교해볼 

때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②서울지역 대기오염이 호흡기계 질환 수진 건수에 미치는 단기영향에 관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호흡기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산화질소와 호흡기계 질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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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호흡기질

환 사이에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는 등 같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다른 상대위험도를 예측하

고 있거나 유의성을 달리 보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이유설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을 부정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인가에 대하여도, “①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추세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환경부가 발행한 2008년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미세먼지인 

PM10의 오염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오

염도는 1995년도부터 1998년까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그 결

과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자동차가 훨씬 더 적었던 1995년보다 서울의 미

세먼지 오염도가 더 낮은 상황이다. ②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배출원 중 하나임을 인정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세먼지 오염도와 자동차 증가 추

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는 서울 시내의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 서울의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2차 미세먼지, 중국 등 외부에서 배출 또는 생성

된 후 유입된 미세먼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는 연구

결과를 담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대기오염 배출자료 데이터베이

스)은 이중 배출로 인한 부분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생성 또는 유입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 연구결과

로 자동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배출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가사 대기오염

물질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는 점 및 자동차가 위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점 등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역학연구 결과들에 기초한 일반적인 인과관계일 뿐 원고

들이 구체적으로 위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고, 노출 직후 또는 그로부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를 설

시하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

들이 구체적으로 위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고, 노출로 호흡기질환이 발병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배출금지의무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①헌법 제35조로부터 환경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부당침

해방지청구권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권리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

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

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 대한민국, 서울시가 수도

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경유자동차를 관리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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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들은 제작차 배출기준을 준수하여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책임의 근거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들의 배출금지의무 주장은 이유없다. ②원고들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른바 인격권에 기하여 위 금지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으로서 주거환경

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초상권, 신용권 등과 마찬가지

로 인격권의 일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

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

시하며, 배출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출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2. 미세먼지 및 기후 변화 해외 소송사례 및 입법례 
 

(1) 미세먼지 관련 해외 소송사례 

① 아마가사키 대기오염 소송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 지역에 사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환자와 그 유족들은 일본국, 한신고속도

로 공단(각 국도 설치 및 관리자), 그리고 인근 칸사이전력 등 9개 기업을 상대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본국과 공단에게 대기오염기준 초과배출을 금지하고(도로 

주변 50m 이내에 위치한 원고들의 거주지에 부유입자상 물질의 1시간 측정치가 1일 평균측정치인 

0.15mg/㎡를 초과하여 배출을 금지할 것)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아마가사키 대기오

염 공해소송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하여 형성된 아마가사키 시내의 국도 43호선 50m 이내의 대기오

염과 기관지 천식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로,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와 기관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② 나고야 대기오염 소송 

아마가사키 대기오염 소송에 이어 나고야 남부지역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환자와 그 유족들도 11개 

기업(인근 공장운영)과 일본국(국도 설치 및 관리자)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대기오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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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배출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2000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동경 대기오염 소송 

99명의 동경 시민들이 1996년 일본정부, 동경도, 수도고속도로공단과 7대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 배출금지 청구를 하였다. 원고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도로연도를 비롯한 

동경도내의 도로에 자신들이 제조, 판매한 자동차를 대량으로 집적케 함으로써 다량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발

생시키고, 이에 의해 대기오염 공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나 저

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량의 자동차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 환자들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기인하는 각 질병의 발생, 악화의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동경지방재판소는 2002년 10월 29일 ‘일본국, 동경도 및 수도고속도로 공단은 연대하여 또는 단독

으로 원고 99명 중 7명에 대하여 피해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330만엔 내지 2,750만엔을 지급하

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회사들은 각각 독립하여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활동

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 판매량에 대하여 기업 사이 조정이 곤란하고, 판매한 자동차의 주행을 지배, 관리할 

수 없어 대도시 지역의 간선도로의 자동차 교통량 증대에 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다. 그리고 

기관지 천식의 발병과 자동차 배출가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중 어느 대기오염물질에 어느 정

도의 농도로, 얼마나 노출된 경우에 발병 또는 악화에 이르는지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도 아직 해명되지 않

았다고 전제하면서, 각 시점에서 어느 종류 또는 어느 정도까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를 강구

하면, 결과회피가 가능했는지 예견하기 극히 어렵다며 원고들의 결과회피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다.  

 

(2) 기후변화 관련 해외 소송사례 및 입법례 

① Massachusetts v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사건(미국) 

메사추세츠주와 미국 내 12개 주, 환경단체 다수가 미 환경청을 상대로 미 환경청이 청정대기법에 따라 자

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며 이를 규제하

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미환경청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규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규제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하여, 규제를 위한 규

정을 제정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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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ergan Darby 사건(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우르헨다라는 환경단체와 900명의 시민들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우르헨다는 네덜란드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예방에 나서지 않는 

등 기후변화 대응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국민 건강과 인권을 위협했다는 이

유로 소를 제기했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인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고려할 때 네

덜란드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여  위 의무를 다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네덜란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보다 늘려야 하며, 2020년까지 1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25%에서 

40%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 두 소송사례들은 모두 행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

례이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아니고, 추상적인 헌법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구

체적인 성문법(조약) 또는 관습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③ 인도네시아 연무 피해에 대한 싱가포르의 입법적 대응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밀림에 팜나무를 심기 위해 삼림을 벌채하고 불

을 놓아 토지를 개간해왔는데, 이렇게 불을 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싱

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 피해를 주었다. 2002년 아세안 회의에서 ‘월

경성 연무 오염에 관한  2002 아세안 협정’을 채택했으나, 인도네시아는 2014년까지 이 

아세안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역외입법으로 월경성연무오염법을 제정했다. 법의 내용은 싱가포르 밖에 있는 기업 및 개

인이 연무오염을 발생시켜 싱가포르의 대지를 오염시키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역외입법이 가능했던 것은 싱가포르의 연무 피해가 인도네시

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자명했고, 싱가포르 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 주변국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피해가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월경성

연무오염법과 같은 역외입법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튼 입법을 하든 소송을 하든 중

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

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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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의 미세먼지 소송 제기 

2017년 5월 환경재단 대표 등 국민 91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중국정부에 송달된 소장은 반송되어 현재 공시송달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는 2007년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Ⅱ. 법령에 대한 검토 

 

1.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규율하는 일반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이다. 동법 제2조 제1호는 ‘대기오

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1

의2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

적인 측정이나 감시, 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

9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

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

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해물질을 정의하고 있

고, 환경부령 별표 1에 대기오염물질을 64가지를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6호에 대기 중에 떠다니거

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먼지로 정의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초미세먼지(PM2.5)를 대기오염물질

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0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먼지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1호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정의하면서 환경부령 별표에 섬

유제품 제조시설부터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모든 시설물을 규율

하고, 13호에서 자동차, 14호에서 선박 등도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에게  대기환경 및 기후, 생태계 변화유

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

정하도록 규정하고, 측정망의 종류에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

정망, 초미세먼지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막 등이 있고, 자자체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에 위 미세먼지 소송 판결에서 본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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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법 제7조의2는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예측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등으로 발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의3은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 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

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

령할 수 있고,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면 그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할 수

도 있다.  

제11조는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계획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대기 중 온실

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

책,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등 대기환경개선

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제13, 14는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

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6조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령 별표는 시설물, 자동차, 선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자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의 기준은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  

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들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부분은 충분히 갖춰

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 2. 15. 시행) 
정부는 2017년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자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동법

은 2019. 2. 15.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의 특별법이긴 하

나, 실상은 실효성 있는 규정이 거의 없다.  

제2조에서 미세먼지(PM10, PM2.5)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정의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대한 의무를, 제4조에서 사업자(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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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배출을  

가져온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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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포함)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는 시도지사에게 정부의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

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실무적인 일을 위해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두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제17조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방향 등의 분석

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고, 제18조에서 초

미세먼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초미세먼지 일일평균 농도가 50㎍/㎥

을 초과하는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설가동중

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23조는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조사와 저감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정도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모두 화석연료 사용이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

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화력발전소와 노후된 경유자동차로 조사

되고 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문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동시

에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문제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

렵다. 아무튼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배출을 가져온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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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책에 대하여 

- 손해배상 청구권의 가능성에 대한 소고 - 
글 강동규 변호사

들어가는 말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0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그 중 

26기가 충남에 밀집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주원료로 삼아 이를 연소시켜 보일러의 물을 가열시

키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고압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방식의 발전소를 말합니다. 원자력

의 핵분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원자력발전소와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수차를 돌리는 

수력발전소 및 LNG 즉 천연액체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화력발전소, 조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조력발

전소,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과 달리 석탄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2018. 에너지 통계연보에 의한 발전량비율을 보면 석탄 48.1, 석유 2.9, 액화천연가스 11.1, 

원자력 36.3, 수력 1.5로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단연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유연탄을 수입하여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Mill(제분기)을 이용하

여 밀가루 보다 고운 200mesh 이상으로 빻은 다음 이를 보일러로 보내어 연소를 시킨 후 연돌로 내보내지는 

데 이 과정에서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99%(?) 정도를 포집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워낙 많은 

량의 연료를 연소시키다 보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밖으로 배출되어 인근 주변지역에 환경상의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이러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현되어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

지와 함께 지역 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쳐 건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영

향을 주어 주민들의 영업적인 손해 및 토지·건물 등 재산권 손해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태여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한편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더 나아가 노후 석탄화

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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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배출이 인근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영업

적, 재산적 피해의 회복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 할 것인 바, 이에 실제 인근지역의 주민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미세먼지 확산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특히 폐암 등)의 발생으로 인한 건강상

의 피해나 석탄재 적재시 또는 가동 후 발생하는 석탄재(회)의 이동 적재시 미세먼지의 침윤 등으로 발생된 영

업적인 피해나 재산적인 피해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한 배상이나 소송을 통한 배상이 적절하

게 이루어 졌는 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각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전

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 2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서 2016. 수행한 ‘국내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방안마련연구’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 영향권의 범위를 대기모

델링에 따른 최대착지농도와 대기오염물질별 기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각 종 대기오염물질 중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인자(원인물질)가 무엇인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배출되는 환경유해인자로는 입자상물질, 가스상 물질, 물리적 유해인자 등 다양

한 원인 물질이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이러한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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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석탄 연소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수은 등이 배출되며 이는 주변 지역

에 광범위하게 환경적인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대기질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에 의하면 초미세먼지(PM2.5)는 24.56 

ug/㎥로 환경기준치의 약 49%에 해당하며 초미세먼지 가중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연간 1,144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KEI, 2015)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천식의 발

병, 폐기능 저하를 야기하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의학적

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황(SO2)은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 연관성이 있으며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고, 이산화질소(NO2)는 천식질환의 악화 및 상기도 염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외 

석탄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은은 높은 농도의 수은 증기에 노출되면 폐기관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

고 발열, 오한, 오심, 구토, 호흡곤관, 두통 등이 나타나고 만성적인 수은 노출시에는 구강염증, 손 떨림현상, 불

면증, 시·청각 장애 등 다양한 만성 적인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이 인간에게 만성

적으로 쌓이게 되거나 장기간 노출되면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자명하다 할 것이나 지금

까지도 그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할 것

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종류  

가. 천식, 폐암의 발병 등 건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전소로부터 5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한 영향권 내의 지역 주민으로 간주되어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의 

혜택이나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아 상당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는 

적어도 발전소 주변지역 중 발전소로부터 5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많고 또 경제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

니다. 이는 거꾸로 보면 이러한 지역 내의 주민들은 최소한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대기, 수질 오

염물질 등)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도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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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이외 국가 정책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는 절

대적으로 미흡하고 오로지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토록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 수은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발전소 인근 지역 중 직접(근거리) 영향권 내의 주민이 천식, 폐암 등 호

흡기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추정이 될 가능성이 많

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

는 그 오염, 훼손을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4

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44조 제 2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모두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덜어주려는 정책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각 규정, 5km이내의 직접(근거리)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책

적 보호 입법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 호흡기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직

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추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주변 지역 주민들 중 

과거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집단으로 폐 질환이 발병한 경우 등에는 발전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악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등 침해를 입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추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오염원인자는 주민들

에게 발생한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 재산권, 영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오염물질의 경우에는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로 나타날 

것이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권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영업적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의 경

우에는 발전소에서 방산하는 석탄가루, 비산재나 비산먼지 등에 의하여 농작물에 침착되거나 건물 등에 침착되

어 피해 주민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주거 환경으로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비산재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까지 이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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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침해의 경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가동시 연돌로 가공된 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회(가루)

는 그 크기가 바람에 잘 날려 갈 수 있는 정도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오랜 기간 토지나 건물 등에 침착

되어야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주민들은 그제서야 피해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 발전소 주변에서 농작물의 경작할 때 생

기는 피해이거나 미역, 오징어, 쥐포 등 수산물 가공 건조과정 등에 있어서 날아든 비산재, 먼지 등에 의하여 더 

이상 생산활동,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생산되거나 건조된 수산물의 경우에도 오염되어 더 이상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전소에서 방산하는 재나 먼지 등 오염

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토지 및 건물 등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환경침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감정)하여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가.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침해를 주장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비산재, 미세 먼지 등 오염물질이 

발생한 사실과 오염물질이 일정한 경로로 피해 주민에게 도달한 사실 및 피해주민이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순차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통상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정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다음 대법원 판

결에서 인용하는 바와 같습니다. 즉‘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순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

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

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

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

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

합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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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하고,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

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

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다 67720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2012.1.12. 선고 2009다 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환경피해를 입은 피해자

는 다수의 피해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약자이어서 오염물질의 경로나 도달에 대

하여 자연과학적인 인과성을 엄밀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입증책임을 덜고 사법적 구제를 쉽게 해주기 위한 접근이고 조

치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미세먼지나 비산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등을 발

생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미세먼지가 바람의 방향(풍향)과 세기(풍속)에 따라 피해 주민의 토지 또는 건

물, 영업장 등에 날아와 침착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발생한 손해의 종류와 그 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재)이 이에 포함될 수 있

는 데 이러한 분진은 굴뚝을 통하여 비산하여 주변 인접지에 날아와 침착하게 되면서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

으며, 연료로 수입한 석탄원료는 하역시나 적치장에 쌓아둔 석탄가루 등이 바람에 날려와 주변 인접지에 침착

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발전후 발생한 재(회)의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처리장을 두어 이를 쌓아두게 되

는 데 이러한 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재를 쌓아둔 회처리장에서 바람 등에 의하여 인접지로 날려 와 심

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미세먼지와 분진(재)의 발생시기와 그 정도에 대하여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후에 피해 경로나 피해 

정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이를 정확하게 측정(증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먼지나 분진 

등이 가해자의 일정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확인하고 이어서 이러한 대기환경오염물질이 중간 

매개체인 물과 대기(바람)를 통하여 주변 인접지에 도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토지나 건물 등에 발생한 

각 종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같은 과학적인 경로에 대하여 입증

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적인 기관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거나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영역내에 이미 

침착된 먼지와 재가 보존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시료로 채취하여 정량, 정성 분석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성분

과 양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해자의 원인물질 발생사실과 그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극복

하면서 구체적인 인과성을 입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기모델링(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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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F)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 풍향, 풍속, 기압 등의 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관측장비를 동원하

여 직접 관측하는 방법 등으로 먼지와 재의 확산 경로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의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한 석탄 연료 및 비산재에 대한 시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탄 연료의 경우 대

부분 탄소 함량은 54.8%~ 75.8.%, 산소 함량은 21.9%~30.9%이며, 비산재의 경우에는 탄소가 10.1%, 산소

가 44.6%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보존하고 있는 시료(석탄 연료나 비산재가 날아와 침착되어 

있는 오염물질)가 위와같은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아 탄소 성분과 산소 성분의 함량이 일치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해자의 가해사실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가해자 측의 소극적인 태도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공기업(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은 한국전력공사가 100%의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기관인 산

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국가 공기업입니다.)들로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놓여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중국으로부터 발현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유입이 늘어나 국민건강에 심

각한 침해를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와 함께 국내의 주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 재산상 많은 악영향을 주어오면서 심

각한 환경적인 침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여 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

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회사는 스스로 

발전소 주변에 수개소의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도록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고 발전소의 굴뚝 등에 

미세먼지 감쇄장치를 적극 가동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등의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발전원의 근

본적인 변경을 통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낮추어 가는 등으로 환경변화를 

하지 않는 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상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영자나 임원들은 사실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귀

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러하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실제 엄청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서도 감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더라도 발전

소 주변의 폐질환이나 폐암발병 주민들이 다른 주변의 주민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으며 발병횟수나 빈도도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가나 발전소 측은 피해주민들의 손해를 아랑곳하

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나 배상을 요구 하여도 과학적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제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발전소가 함께 나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질환 등의 발병원인, 인과관계 등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여 적극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는 정책과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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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되었다고 보일 경우 시간과 비용을 투입

하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여 적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적극적인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해주는 태도를 견지하여 인근 주민들과 공생하는 관

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피해자 측의 청구권 실현의 어려움   

환경소송은 그 특성상 원인물질의 파악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피해주민들이 선뜻 소송에 나서

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에 나서려고 하더라도 과다한 소송비용

의 지출 특히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과다한 감정비용(시료의 분석이나 대기오염의 확산에 따른 모델링 검증 등

을 위한 전문가 선정에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을 이유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피해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적극

적인 구조나 법률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가는 말  

지금의 시대는 전 지구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서로 협조하거나 이해를 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특히 인접한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가 대기확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는 곧 우리나라 국민이 호흡

기 질환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의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게다

가 현재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통한 전기 생산을 포기하지 아

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석탄화력발전을 주 

전력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어 

건강권과 재산권을 잃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인하여 폐질환 특히 폐암이 발생한 인근 주민들

은 현재의 체계하에서 어려운 민사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 과연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며 

어디에 가서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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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격탐사 기술로 바라본  

미세먼지 현황
글 노영민 교수1

현재 국내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문제는 단연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는 입자의 크기가 공기역학적 직경2으로 10 ㎛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환경법령에서는 흔히 PM10으로 부른다. 

입자의 직경이 10 ㎛ 이하인 먼지 중에 입자 직경이 2.5 ㎛ 이하를 PM2.5로 따로 구분하여 농도 자료를 산출

하고 있으며, 흔히 초미세먼지로 지칭되고 있다. PM2.5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미세먼지의 경우, 입자

의 크기에 따라 건강 위해성에 높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입자 직경이 2.5 ㎛ 이상일 경우 사람의 호흡기를 통

하여 흡입하더라고 대부분 코나 목에서 걸러지고 깊이 침투하더라도 기관지까지만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입자의 직경이 2.5 ㎛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입자 크기가 1 ㎛ 이하의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들은 혈관까지 침투하여 혈액에 포함되어 이동

하여 신체 장기 곳곳에 축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농도에 관한 정보는 현재 전국에 구축된 398개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질

량 농도(㎍/m3)로 제공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되어 국내로 유

입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세먼지에 관련된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는 연간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2%가 

중국에서 발생되어 국내로 유입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풍

속, 풍향, 온도 등 대기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상뿐만 아니라 대기 중 어느 곳에도 분포할 수 있다. 따라

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파악하고, 공간분포와 농도, 이동현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

상관측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지상측정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성으로 대표되는 원격탐

사 기술이 미세먼지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원격탐사를 활용한 미세먼지 연구 개요와 원격

탐사로 분석된 최신의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부경대학교 교수 

2. 사전적 의미는 “입자와 침강속도가 같으며 밀도가 1g/cm3인 구의 직경”로서 호흡을 통한 먼지 흡입 시 침투 정도를 파악

하는데 필요한 입자 크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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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원격탐사의 사전적 의미는 “조사 대상물에 직접 접촉함이 없이 그 대상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측정, 수집, 기록

하는 것”이다. 즉, 원거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을 원격탐사라고 할 수 있다. 원

격탐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성으로 미세먼지 관련 뿐만 아니라 가스상 오염물질, 토지 피복, 식생 등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한 공간분포 자료로 획득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연구에 원격탐사가 필요한 것은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의 일종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표면 가까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나 인간의 활동이 없는 수 km 

이상의 고도에서도 분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봄에 중국의 발원지에서 발생되어 국내로 유입되어 대

기환경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경우에 따라 10 km 이상의 고도에서도 분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고도

와 넓은 공간 영역으로 분포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산출하기에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농도 측정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탐사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측에 있어 핵심적인 원격탐사 기술은 위성, 선포토미터, 라이다의 세 가지가 있다(그림 1). 먼저 위

성은 미세먼지 원격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국가 단위 이상의 넓은 영역에 대한 관측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 등지로부터 장거리 이동된 각종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국내 대기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등지로부터 국내로 이동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

는 위성 관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위성 관측 방식은 태양광이 지구 대기와 표면에 의해 산란되거나 반사

된 빛을 위성이 수신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분석 및 보정 절차를 통하여 결

과를 도출하므로 위성으로부터 산출된 농도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

안으로 지상에서 설치된 선포토미터(Sunphotometer)를 이용한 관측을 수행하게 된다. 선포토미터는 위성과 

달리 반사된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을 직접 바라보며 태양광의 세기를 측정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산출하게 된

다. 따라서, 위성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측정값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값을 이용하여 위성 관측으로 

산출된 결과를 보정하여 위성 관측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에 활용하게 된다.  

그림 1. 미세먼지 측정에 활용되는 3대 원격탐사 기술. 인공위성, 선포토미터,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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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과 선포토미터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방식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정확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못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지표면 가까이에는 분포하지 않고 2 km 이

상의 상층대기에만 존재하더라도 위성과 선포토미터 자료만으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e)를 이용하는 것

이다. 라이다는 위성과 선포토미터가 태양광을 광원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레이저를 자체 광원으로 활용하

여 대기 관측을 수행하게 된다. 빛의 속도로 대기 중으로 조사되는 레이저 광의 조사 시점과 산란되어 돌아온 레

이저 산란광의 도착 시점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다를 이용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어느 고도에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위성, 선포토미터, 라이다를 이용한 미세먼지 관측을 동시에 수행하여 통합된 데이터 산출 체계를 갖추게 되면 

한반도 전체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분포를 3차원적 분포로 

관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연구에 있어 원격탐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국내에

서도 각종 원격탐사 관측망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투자도 증대되고 있다. 

 

원격탐사가 제공하는 최근의 미세먼지 현황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세먼지의 농도 표시는 공기 1㎥의 부피(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의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무게단위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양은 질량으

로 표시된다. 미세먼지의 경우 질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백만분의 1g을 의미하는 ㎍의 단위를 사용하여 농도 단

위는 ㎍/m3로 표시된다. 즉, 단위부피의 공기속에 질량으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하

는 것이다. 하지만, 원격탐사 기술은 질량 농도가 아닌 광학적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광학적 농도는 현재까지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지 않았으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분포함으로서 태양광과 같은 빛을 산란하거나 

흡수하여 원래의 빛의 세기가 감소된 정도를 수치화 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광학

적 농도의 예는 시정(Visibility)으로 맑은 날은 먼 곳까지 보여 시정이 좋지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은 시

야를 뿌옇게 흐려 먼 곳이 보이지 않아 시정이 나쁘다고 표현한다.    

위성과 선포토미터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된 관측값은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3로 표현한다. 즉,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이 분포하여 빛을 산란시키는 효과가 높아지면 AOD

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은 AOD가 낮은 값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3. 광학적 두께는 물질을 지나는 동안에 산란 또는 흡수에 의해 제거되는 빛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

는 에어로졸에 의하여 제거되는 빛의 양을 의미하며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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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질량 농도가 높아지고 AOD도 증가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와 광학적 농도는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림 2는 큰 입자 하나와 미세한 입자 수천개가 같은 질량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큰 입자 하나보다 미세한 입자 수천 또는 수만개가 빛을 산란시키는 효과는 더욱 크기 때문에 질량 농도는 같은 

값을 보이더라도 광학적 농도는 미세한 입자가 존재할 때 훨씬 더 높은 값을 보여준다. 또한,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특성은 입자의 크기와 빛의 파장이 같은 크기를 가질 때 가장 높은 산란 효율을 가지게 된다. 사람의 눈이 

빛을 인식할 수 있는 태양광의 파장대인 가시광선 영역은 400 ~ 700 nm인데, PM2.5를 구성하는 미세한 입자

의 크기와 비슷한 영역대이기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산란효과가 커져 하늘이 맑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효과

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100 ~ 150 ㎍/m3의 농도의 황사가 발생된 날보다 PM2.5가 50 ㎍/m3

인 날이 더욱 더 뿌옇고 시정이 안 좋은 경우는 이와 같은 입자 크기에 따른 태양의 산란특성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광학적 농도의 연

평균 변화를 비교해 보자. 그림 3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의 미세먼지(PM10과 PM2.5) 질량 농

도의 연평균 변화를 보여준다. 많은 일반인들이 최근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10년 전에 비하여 높아졌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에 비하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에 저감장치가 추가되는 등 일차적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줄이기

를 위한 노력이 질량 농도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질량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과거에 비하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나 대기 환경이 더 나빠졌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질량

그림 2. 큰 입자에 비하여 질량은 같더라도 비표면저과 수농도는 미세먼지가 높음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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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때문이다. 국가에서 공식적인 측정망을 구축하고 관측을 수행하여 농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PM10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2004년부터 시작였다. PM2.5의 경

우 연구적인 측정은 10년 이전부터 수행되었으나 PM10과 같이 전국 단위의 관측망을 구축하여 공식적인 농도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2015년 이후부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가 뉴스에서도 일

기예보와 같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언론은 미세먼지 관련기사를 많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국민 모두가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관심의 증가가 체감으로 

미세먼지 현상이 심해졌다고 느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세먼지로 인한 시정이 질량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과는 다르게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

다. 미세먼지 농도 예보가 일상화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과거에 비하여 질량 농도는 낮아졌더

라도 일반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체감하는 것은 시정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는 빈도는 줄더라도 강도가 강한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정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연간 평균 AOD 변화 연구로부터 가능하다.  

그림 4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선포토미터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측정된 AOD의 연평균 변화를 

보여준다. 365일 매시간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질량 농도와는 달리, 선포토미터를 이용한 측정은 구름이 없는 

맑은 날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선포토미터를 이용한 관측일은 지상 관측에 비하여 매우 제한되지

만 AOD의 변화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확인된 미세먼지 질량 농도는 명확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AOD는 감소 경향이 질량 농도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여 질량 농도와는 다른 추세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미세먼지의 AOD를 황사(DUST), 조대 오염입

자(Coarse-mode pollution), 그리고, 미세 오염입자(Fine-mode pollution)의 AOD로 구분하여 연평균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AOD로만 표시하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 의한 광학적 농도를 나타내나, 이

그림 3. 미세먼지(PM10, PM2.5)의 연평균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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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황사, 조대 및 미세 오염입자로 AOD를 구분한 것이다. 조대 오염입자의 크기는 PM2.5보다는 크고 PM10

보다는 적은 입자 크기로 표현할 수 있고, 미세 오염입자의 크기는 PM2.5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확인되는 황사와 조대 오염입자의 AOD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근래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하지만, 미세오염입자는 다른 두 종류의 미세먼지와는 달리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고 일부 관측소에서

는 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황사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매우 강한 황사가 발생하여 국내 대

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심각한 황사 현상이 발생하는 경

우는 드물어졌고, 황사 발생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대오염입자가 감소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질량 농도 감소의 근본 원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확한 이해

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1차와 2차 발생원의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1차 발생은 산불/쓰레기 소각, 건설현장, 공장 배출, 자동차 배기가스 등 자연적이거나 인간의 인

위적 활동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림 4. 선포토미터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측정된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연평균 AO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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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생성은 1차 발생원에서 배출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와 같은 가스상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으로 입자화되어 미세먼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1차와 2차 생성 미세먼지의 가장 큰 차이는 입자 

크기이다. 1차 생성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는 대부분 입자크기가 2.5 ㎛ 이상의 조대오염입자이나 2차 생성된 미

세먼지는 2.5 ㎛ 이하의 매우 미세한 입자가 대부분이다.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제도적 장치로서 미세먼지를 

저감했다고 한다면 주로 1차 생성 미세먼지를 저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M 10의 질량 농도가 감소

하고, 조대오염입자의 AOD도 감소했다는 것은 대기 중에 조대오염입자 자체의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PM2.5의 질량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미세오염입자의 AOD가 감소되지 않은 것은 미세오염입자의 

질량 농도는 줄더라도 수농도는 줄지 않았거나 더욱 늘어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 황사, 조대 및 미세오염입자로 구분된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연평균 AOD 변화. 

그림 6. 미세오염입자의 파장멱지수 연평균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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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보여주는 미세오염입자의 파장멱지수(Angstrom exponent)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파장

멱지수는 입자의 크기와 관련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0에서 4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0에 가까우면 큰 입

자가 주요하고 4에 가까울수록 적은 입자가 많음을 나타낸다. 그림 6에서 보여주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

세오염입자 파장멱지수의 연평균 값의 변화는 그 값이 과거에 비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최근에 미세오염입자의 크기가 더욱 작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기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과 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적으로 건강상 

유해성이 높은 PM2.5에 해당하는 입자들의 수농도는 감소경향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질량 농도 측정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입자의 크기는 더욱 적은 입자들이 과거에 비하여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결과들은 지상에서 측정하는 질량 농도의 측정 뿐만 아니라 각 입경 크기별 농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측

정되어야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결론은 선포토미터로 관

측된 결과만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확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상관측 결과와의 정밀 비교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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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국경 미세먼지 책임에 대한 

중국의 국제법적 시각
글 류예리 교수1

I. 서론  

해마다 봄이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인다. 과거에는 중국발 황사 때문에, 지금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를 호소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고 우리정부를 탓한다. 이 모습은 조만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또다시 재현될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중국정부에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일까?  

2001년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따르면,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정부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셋째, 이 피해와 중국발 미세먼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 작위 또는 부작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

고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명시하

기가 어렵다. 미세먼지는 그 특성상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인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를 소송 보다는 협력을 통해

서 해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환경협력, 미국과 캐나다 간의 대기질 협정(Agree-

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Air Quality)을 통한 협력, 동남아지역의 초국경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

boundary Haze Pollution) 등이다.   

본고는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레짐과 초국경 대기오염 분쟁 및 협력 사례에 대한 설명을 생략

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중국의 국제법적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

근 중국 내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반영되어 중국기업에게 대기오염책임을 묻는 최초의 공익소송이 

있었던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중 또는 한·중·일 간에 초국경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조약의 필요성

을 강조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II. 초국경 대기오염 책임에 대한 중국의 국제법적 입장 

 

1.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중국은 국가가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갖는 동시에 자국의 실정에 맞는 환경보호 및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

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경과 발전의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즉 중국은 지구환경문제가 인류의 공동과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선진국이 보다 많은 책

임이 있으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국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스톡홀름선언 원칙 11 “모든 국가의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들의 현재와 미래

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그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달성에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환경조치의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국내, 국제 경제적 결과에 동의하는 국제기

구와 국가들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리우선언의 원칙 6 “개발도상국, 특히 극빈 개도국과 환경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개도국의 특수 상황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과 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

적 활동은 모든 나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와 원칙 7 “각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

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을 협력하여야 한다. 지국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

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가진다.”도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채택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제 환경조약 서문과 실체 규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협약 전문에서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사정을 

인식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개도국에게만 온실가스 배출제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선진국에게

는 부과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도 개도국의 특수상황과 요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중국은 산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책임은 공

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동 원칙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제관습법상의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자체가 없어

지는 것도 아니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환경문제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 앞에 차별책임을 주

장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중대 사항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 국립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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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중국정부에 소장 부본을 송달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국제법상 중국 정부가 타

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고, 주권 침해라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고 긴급하게 위협받고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에 따르면, 국가를 타국 법원의 피고로 세우기는 사

실상 쉽지 않다.  

현재 국제공동체 사회는 국가가 그 영역 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절대주권원칙에 그 바

탕을 두고 있다. 스톡홀름선언 원칙 21은 “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환경정책에 의거

하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지며,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국가관할권의 한

계를 벗어나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주권과 환경의 관계는 리우선언 원칙 2와 다른 조약들에도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

를 국가주권 개념 하에서 접근하는 한 초국경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권은 인권, 인류의 

공동관심사, 지속가능한 개발, 초국경 피해 금지의무 개념에는 부분적으로 수정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발 미세먼지 문제접근에 있어 주권 개념은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제한될 필요가 있다.  

 

 

III. 대기오염책임 문제에 대한 중국 사법부의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중국이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을 시행한 이후, 대기오염책임분쟁에 대한 최초의 환경공익소송

이다. 환경단체인 중화환경보호연합회(이하 “원고”)는 2015년 3월 전력생산 및 유리가공품 제조업체인 산둥

(山東)성 더저우(德州)시에 위치한 유리생산 기업인 징화(晶华)그룹 전화(振華)유한회사(이하 “피고”)가 기

준 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해 막대한 대기오염 피해를 야기했다며 약 3천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동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오염물 배출의 즉각적인 중단, 오염 방지시설 증설, 언론 매체 사과문 게재, 소송 

및 감정비용 부담 등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미 생산라인이 정지되어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제시

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오염은 동태적이라 대기오염이 전화유한회사 하나의 기업으로 인해 조

성했다고 확정할 방법이 없으며, 원고 일방이 제출한 평가의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에 설립된 전화유한공사는 전력생산과 함께 판유리, 유리벽돌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공업체로 수차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더저우시 환경보호모니터링센터(环境保护检测中心)에 따르

면, 피고는 2013년 11월, 2014년 1월, 5월, 6월, 11월, 2015년 2월에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매연 먼지의 배출

2. 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은 오염을 유발한 행위자가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리우선언 원칙 16에서 “각국 당국은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경비용의 국제화 및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어떤 수준으로 오염의 방지 및 통제를 해야 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누가 오염자인가를 밝혀내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동 원칙을 따를 경우,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 주장에 대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

양하며, 오염자의 오염에 기여하는 정도, 오염자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 기여한 정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도 

불분명하므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이유는 2016년 중국의 환경단체와 중국기업 간의 대기오염책임분쟁 에서 중국법

원이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중국기업은 원고인 중국환

경단체가 제시한 대기오염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오염은 동태적이라 대기오염이 피

고 기업 하나로 인해 조성했다고 확정할 방법이 없고, 원고 일방이 제출한 평가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

였지만, 중국 사법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문제에 적용시킨다

면, 중국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적용을 무작정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주권면제 이론 원용 

2017년 4월 우리나라 환경재단 대표 등 한국 국민 91명(이하 “원고 측”)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

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중국 정부도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천300

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원고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피해와 중국발 미세먼지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하다며 에너지 정책, 노후 자동차 문제 등 전 부서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

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원고 측이 한･중 양국정부로부터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과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

이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밝혀주길 원한

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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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산동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환경공익소송으로서 피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미 생산라인

의 가동은 중지했지만, 환경권익은 공공권익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이 사

회공공구성원의 정신적 권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회에 대한 사과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환경규획원에 위탁한 감정평가보고에 관하여도 감정기관의 선정은 원고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졌

지만 평가기관의 감정자격이 인정되고, 평가사항이 입증사실과 관계있으며 그 증거의 객관성, 진실성이 충분하

고 피고 역시 이를 반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인정사실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

혔다. 이러한 감정결과와 관련규정에 근거(｢돌발환경사건 긴급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기술규범｣ 제9.4.2조)하

여, 법원은 오염처리비용의 4배를 배상금으로 책정해 총 2198.36만 위안(142.8만 위안(0.56만 위안×255

톤)×4+400.52만 위안(0.68만 위안×589톤)×4+6.27만 위안(0.33만 위안×19톤)×4)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기타손해배상금 780만 위안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본 소송청구가 ｢대기

오염방지법｣ 제99조 및 ｢환경보호법｣ 제59조에 근거하고 있고, 이 두 규정은 민사책임이 아닌 행정처벌을 규

정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사법해석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근거로 배척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기본적으로 ｢민법통칙｣과 ｢불법행위법｣,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2014년 발표한 최고인민법원, 민정부, 환경보호부의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

에 대한 통지｣와 지난해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심리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문제의 해

석｣을 통해 환경공익소송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원과 행정관청의 즉각적인 소통을 추진함으로써, 해

당기업이 즉시 오염행위를 중단하고, 오염의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피고는 더저우시 환경보호국으

로부터 2013년 12월, 2014년 9월, 2014년 11월, 2015년 2월에 행정처벌을 받

았으며, 2015년 3월 23일에는 산동성 환경보호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 

결국 더저우시 환경보호국은 2015년 3월 23일 전화유한회사의 생산라인을 일

체 정지시키고, 공장부지 이전을 명령하였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环境规划院)의 환경위험과 

손해감정평가연구센터(环境风险与损害鉴定评估中心)에 오염사실에 대한 감

정보고를 위탁하였고, 손해감정평가연구센터는 양측의 대질심문과 법원이 수집

한 증거에 근거해 피고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이 이산화황 

255톤, 질소산화물 589톤, 매연먼지 19톤에 다다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기업의 오염처리비용을 각각 1톤당 0.56만 위안, 0.68만 위안, 0.33만 위안으로 

산정했다.  

환경기능구역 유형   O

 환경공기오염

1류 > 가상처리원가의 5배

2류 가상처리원가의 3-5배

3류 가상처리원가의 1.5-3배

<표-1> 오염처리비용 4배 책정 근거

해당기업이 즉시 오염

행위를 중단하고, 오염

의 확대를 막을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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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이 여러 단계와 형태로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북아 지역은 아직까지도 초국경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

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한･중 양국이 1988년부터 환경외교를 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는 법적 구속력

이 있고, 실효성 있는 국제협의가 없어서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협력에 진전이 없다고 평

가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대기오염 방지 협력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중국학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이 동북아 환경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에 대

하여 한･중･일 3국이 환경협력을 통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이 지역에는 환경협력체제가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젠다 설정에 중복성이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중국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어쩌면 설령 중국이 초국경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책임의 문제 앞에서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의 결과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예로 중국은 한･중･일 3국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중의 대기의 PM2.5에 대한 공동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려 

했으며, TEMM 20에서는 LTP보고 공개가 중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셋째, 중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환경문제 협상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공동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일 3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만큼 3국의 차별책임을 반영한 환경

협력체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다른 개도국들처럼 심각한 환경문제, 가난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상대적으

로 낮은 과학기술 수준 문제를 공유하는 반면 일본의 GDP를 능가하는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도 있는 국가이

다. 따라서 환경외교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적 미세방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국의 조건 없는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정당과 정부는 비국가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역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에 있는 모든 외국 NGO들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공공안전기관에 등록해야만 한다. 앞서 언

급한바와 같이 초국경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GO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

요한데, 중국 정부의 NGO 활동 규제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을 더디게 하고 있다. 

다섯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환경협력을 살펴보면, EANET은 일본이, LTP는 한국이, NEASPEC는 동북아 지

역의 6개국이 주도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 프로그램의 조직과 제도의 성격이 다르고, 초국경 대기오염에 대한 

합의 도출도 어렵다. 이는 유럽의 EMEP가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초국경 대기오염 문제를 과학적 지식을 바탕

으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도 유럽의 EMEP처럼 과학적 지식과 전문가에 의한 권위 있

는 충고와 문제의 공동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통제체계 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3. 시사점 

중국은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오염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와 환경 공익소송 주체 확대,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적용이 대기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보호

법｣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며, 중국의 낮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법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는 오염 원인이 

자연적인 것에서부터 인공적인 것까지 다양할 수 있고, 손해 증명과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소송에서는 대기오염책임분쟁에 있어서 기업에 책임을 묻는데 고려한 요소, 내

용, 방법, 절차 등 애매한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중국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고, 중국법원도 중국기업에 손해배상을 판결한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대기오염책임이 입증이 되어 국내 법원이 국내 기업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향후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묻는데도 인용할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결론: 국제조약을 통한 환경협력  

 

1.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분야 환경협력의 어려움 

중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환경외교(environmental diplomacy)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부

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중국은 협정(agreement), 의견서(memorendum), 약정(ar-

rangement), 공동선언문(Communiqu ), 실행계획(action plan) 등 여러 형태로 주변국들과 양자 간 환경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동북아 지역에 있는 몽고(1990), 북한(1992), 한국(1993, 2003), 러시아

(1994, 2006), 일본(1994, 1998, 2007) 등과 각종 환경협력 문서를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다자간 환경협력도 추진해 왔다. 특히 동북아 지역

의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1999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1993년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1998년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1995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

구 사업(LTP), 2007년 한･중･일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TDG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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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중 양국 간의 환경협력의 가장 큰 근간은 1993년에 채택된 한･중 환경

협력에 관한 약정이다. 그리고 동 약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공동

위원회를 통해서 초국경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

련되어 있다. 이후 현재까지 황사관측, 철새보호, 폐기물,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

계, 기후변화, 대기질 등의 부분에서 총 13건의 양자 간 협력 합의서, 의향서가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성법적 문서들이 향후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협약이 

체결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AATHP의 경우, 연무 오염 문제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다수의 국가가 피해를 받음에 따라 지역적 문제

로 다뤄지고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주변국인 일본, 몽

고, 북한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함께 제재 가능한 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즉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생태지역으로 인식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고 등 

주변국과 함께 미세먼지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한 ∙ 중 ∙ 일 3국 간 미세먼지 공동 저감 선

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CLRTAP와 AQA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미

세먼지 저감 의무와 목표를 명시한 동북아시아 3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

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한･중･일 3국 간 “미세

먼지 협약 체결을 위한 단계별 발전 방안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의무와 목표를 명시한 구속력 있는 한 ∙ 

중 ∙ 일 3국 간 미세먼지 협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9년 발행된 <환경법연구>  제41권 2호 "국제환경 문제에서 중국

의 국제법적 입장 — 한 ∙ 중 미세먼지 책임을 중심으로 —" 의 제3장과 제4장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과 양안관계(cross-straits) 등 정치적 분열, 중국과 

일본 간 및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와 영토 갈등, 그리고 기타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등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

가 간 협력에 있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 동아시아  유럽

Acid Deposition Measurement(산성 강하물 측정) EANET EMEP

Photochemical Oxidants(광화학산화물) LTAP. TEMM Project EMEP

Heavy Metals(중금속) LTP EMEP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East Asia POPs Monitoring EMEP

PMs(미세먼지) LTP EMEP

Integrated Modeling(통합모델링) EMEP

Emission Inventory(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LTP, MICS-Asia EMEP

Emission Process Models(배출 과정 모델) LTP EMEP

<표-2> 동아시아와 유럽의 환경협력 통제체계 2. 동북아지역의 
초국경 대기오염 
방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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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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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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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

DISQUISITION

글 김가람 변호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

체 판결 [판례공보 2018하, 1693]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1. 16.부터 2015. 11. 

16. 사이에 원고에게 2009년 내지 2015년 귀속

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

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이

하 ‘공제세액’이라고 한다)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 처분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하였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

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에 기재된 계산식(이하 ‘이 사건 시

행규칙 산식’이라고 한다)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였다. 그 산식은 [(과세

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에 적용되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

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세액의 계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산식은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 부분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

호로 개정되기 이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각 해당 조항에는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으

로 표현되어 있다가 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이 사건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식이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

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가 밝

혀지지 않고 있었다. 

 

마. 대법원은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 위 두 내

용 가운데 후자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1) 2005. 1. 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

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

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므로 이중과

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2) 이러한 입법 형식은 그 후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기 직전의 구 종합부

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도 공제세액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3) 그 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

항이 개정되면서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이 사건 시

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

으므로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01 
판결의 표시

02 
사건의 개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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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의한 공제세액 계산식을 적용

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사. 원고는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이 선고되자 2019년 과세연도부터 2015년 과세연도까지 부

과된 종합부동산세 중에 계산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하급심 법원은 2009년 내지 2014년 과세분은 무효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11 .16.에 부과된 2015년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대법원의 다수의견도 

이를 수긍하였다. 반면 소수의견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연도분도 무효라고 보았다. 

 

[1] 다수의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

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

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

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

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분에 관하여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소수의견: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하여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과세처분에 적용된 과세법리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이 대법

원판결로 확인된 경우까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하자의 명백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된다. 과세처분에 적용된 과세법리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적

용한 결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는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Ⅰ. 머리말 

조세에 관한 법규는 전문성•기술성을 갖고 있고 민법•상법•행정법 뿐만 아니라 회

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그 해석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까닭에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대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 일견 명백히 보이는 법령 위반이 아니고서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세무지도를 용인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국민의 순응적인 납세의무 

이행이 뒤늦게 조세심판원의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

우에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

제가 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이 사건 판례 평석에 나서게 되었다. 

 

Ⅱ.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법리 

1. 학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무효와 취소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학설들을 들 수 있

겠다. 

 

(1) 중대명백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

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견해로서 현재의 통설이다.1  이 통설은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것을 병존적 요

건으로 본다. 

 

(2) 명백성 보충요건설 

하자가 중대하고 그밖에 어떠한 가중요건을 과하느냐 여부는 이익상황을 고려하는 이익형량적 요건을 가중

요건으로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 하자의 명백성은 보충적 가중요건이 된다.2  

 

(3) 중대설 또는 명백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무효의 요건이 아니고, 하자의 무효성을 판단하는 징표로 보고, 하자가 중대하거

나3  명백하면 모두 무효로 보는 견해이다.4 

03 
판결 요지

04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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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8 

 

②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9  

원고가 2005. 9. 13.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3. 취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고 납부

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2. 15.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과세관청은 2006. 3. 10. 납부고지를 하였

으나 원고는 납부하지 않고 2007. 12. 26. 신고행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심법원

은 대법원 2008두11716 판결을 인용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이 상고한 사건으로서 대법원

은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설시는 하지 않고 결론만 지지하였

으니 반쪽 판결을 한 셈이었다. 판결이 공간되지 않아서 재판부 구성을 알 수가 없으나 2009년도에 상고된 

사건을 무려 5년을 끌면서 고심하다가 원심이 인용한 2008두11716 판결을 뒤엎지 못하고 이유설시에 동

의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원심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10 

 

(5) 중대명백설 유지 

대법원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채택한 판결을 한 이후에도 주류적 기조는 여전히 중대명백설을 유지해오고 

특히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전원이 중대명백설을 전제로 하여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하여서만 견해가 엇갈리고 있을 뿐이고, 그 이후 대법

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도 중대명백설의 입장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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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일반법리: 중대명백설 입장 

1980. 12. 23. 선고 80누393 판결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

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569 판결과 1969. 11. 11. 선고 69누122 판결을 인용하고 있

다. 특히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

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의 확립된 판례이다.’고 극언하고 있다. 

 

(2) 구체적인 법리 

그 후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은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하자있는 행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5 

 

(3) 명백성 보충요건 입장 등장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건설업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대

법관 김석수, 안용득)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로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

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

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명백성 보충요건설의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하였다.6 

 

(4) 명백성 보충요건설 채택 

①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7 

원고가 매매계약을 하고 취득세신고를 하였지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

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

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

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5. 동지 대법원 1993. 12. 7.선고 93누11432판결(공작물축조허가반려처분); 1994. 10. 28.선고 92두9463판결(압류처분

무효확인); 1996. 2. 9.선고 95누4414판결(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6. 소수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하여 봄이 온 것은 아니지만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이다(세르반

데스, 돈키호테 중에서). 

7. 이에 대한 지지 평석으로는 문형배, 취득세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을 때 당연무효 여

부, 판례연구21집(2010), 부산판례연구회, 766쪽 

8. 재판부는 양창수,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로 구성되었고 주심은 이홍훈으로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9.  공간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찬성 평석은 김석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판단기준으로서 명백성 보충요건설, 홍익법학 16

권 1호(2015), 990쪽 

10. 이러한 점 때문에 판례공보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필자는 김석환 교수의 위 논문을 통

하여 위 사건의 판결요지를 알게 되었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사례 

1. 당연무효로 본 판례 
①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20 판결 

본건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지방세법 준용 규정은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

은 위 규정의 명분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 소정의 조례제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

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시 강남 구청장)가 지방세법 제22조의 준용을 전제하여 소외 (갑)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이사인 원고를 동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일시급수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압류처분을 하

였음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

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②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179 판결 

부동산을 전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③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

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④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 

부과처분 전에 실제 매입가격이 소명된 경우, 매입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부

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 

소외 연합조합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위 택지조성사업시행자 및 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인 소외 연합조합이

고, 그 조합원에 지나지 않은 원고들을 위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아닌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

지한 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⑥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납세자가 관할 없는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불

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

세 등을 납세고지한 경우, 위 신고 및 자진납부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한 것이라 하

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것이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한 과세표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처분사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위 예정신고납부에 의하여 위 

확정시에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납세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또한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

효라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⑦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

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근거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

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⑧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피고 구청장이 구법 제9조 제3항, 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각 토지의 개발사업완료시

점을 아파트 등의 임시사용승인일로 인정한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대법원의 판

결에 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된 이후이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보아 당연무효라고 한다. 

 

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

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회사정

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

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5756     제37호 부산법조



⑩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이 사건 대지 중 1,547분의 701.2 지분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대지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기부등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과세대상인 증여가 존재

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직권말소 대상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 역시 실체법상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

상인 증여 성립 여부와 관계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에 대하여는 그 법리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존

재하는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

하다. 

 

⑪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신고납세방식인 조세(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

한 법적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⑫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갑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

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취소사유로 본 판례 
①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매매냐, 증여냐 하는 점은 위 원고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고 그의 자

금에 의하여 매수한 것이냐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에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

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55 판결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

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③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901 판결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표이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그 과

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485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

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

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이와 같은 경우의 그 증여세부

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

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15267 판결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

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

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⑥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부과처분 당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⑦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행정청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위 법 

시행일 전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

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⑧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포장공사비를 부담한 도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진입도

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사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부

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

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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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

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

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

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

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부담금 부

과대상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선언되었다는 점 등에 의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⑩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변상금연체료 부과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⑪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이던 갑 주식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관할구청의 통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경우는 등록세의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판

결이 선고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고행위는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

므로, 당시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Ⅳ. 주제판결 검토 

1. 중대명백설과 중대설의 대립 
국민의 권리구제기능보다는 행정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중대명백설의 기조 하에서 어렵게 정의실현과 국민권리구제 

폭을 넓히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의 씨앗이 뿌려진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김석수, 

안용득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또 다

시  동면기로 들어갔다가 이번 주제판결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종래의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뛰어넘어 조세법률관계

에서는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하는 혁명적인 소수의견이 대두하였다. 

2. 다수의견: 중대명백설 입장 
다수의견은 다음과 논거를 제시하면서 중대명백설을 유지하고 있다. 

 

가.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무효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로써 납세자

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되,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조세행정에 관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청을 관철하여서는 아니 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무효사유

로 보아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법률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염두에 둔 정당

한 해석론이다.11  다수의 판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해 온 것은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보아야만 공•사법의 구별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 절차와 별도로 조세법상 구제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 현행 조세법 체계에 부합한다. 

 

다. 다수의견과 같이 무효사유를 제한적으로 보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

는 것이 매우 부당한 경우에는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등에 경정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납세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게 되었

고, 그 경정청구기간 역시 계속 연장되어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에 상응

한 5년에 이르는 등 납세자는 경정청구권이라는 조세법상 구제수단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납세자 구제를 외면한다거나 그 구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납세자가 조세쟁송 과정에서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것이어서 과세처분이 위

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유형의 하자를 모두 무효사유로 본다면 이는 실제에 있어 조세행정과 관

련된 하자의 대부분을 무효사유로 보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세처분 하자의 무효사유를 이와 같이 넓

게 확장할 경우, 납세자의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와 행정소송절차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조세법률관계에 관

한 다툼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아예 거칠 필요가 없는 민사법 영역의 분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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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도과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5년에서 15년) 내에 재조사, 경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조속히 종결확정이 되지 않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적 견해로 양시복, 지방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사유로서

의 중대명백설의 검토, 인권과정의 406호(2010.6.), 133쪽



마.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제반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

여 실체법적으로 가려져야 할 뿐, 관련사건의 대법원판결 선고와 같은 외부적 사정을 계기로, 즉 해당 사건

도 아닌 별개의 관련사건에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을 계기로 하여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

가 아니다. 

 

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과오납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그 무효사유를 인정받아야만 할 터인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행동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납세의무자가 제기하는 관련사건에서 언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느냐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현상이 생긴다. 

 

사. 과세관청이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법령을 해석•운영하여 왔고 거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하고 과세관청의 해석이 이후에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

원판결을 통하여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기만 하면 이로써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과세

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항상 무효라고 보는 것은 위 원칙의 본래 취지나 조세법률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아.조세법은 공•사법의 준별을 전제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납세

자에게 다양한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행정의 실무가 정착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조세법

상 각종 구제수단과 쟁송절차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법상의 구제수단을 활용하지도 아니

한 납세자에게,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정의라는 추상적인 당위성만을 동원하여 종래 예외적으로 운용되어 오

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조세법 체계의 전반을 흔들어 조세행정에 혼란을 가져

올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소수의견: 중대설 입장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중대설 또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가. 다수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이 충분

히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법령에 바탕을 둔 세금의 부과•신고•납부는 조

세법률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다수의견은 행정행

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중대명백설을 과세처분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명확하지 못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결론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과세를 용인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고,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도 있다. 

나.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과세처분에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써 납세의무 없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

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 다수의견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

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납득할 수 없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국가의 책임전가

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으로서, 이는 우리의 헌법이념에 반함은 물론이고 보편적 도덕관념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 

 

다. 과세관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론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으나, 그 해석론이 잘못되었다는 법리가 뒤늦게나마 분명하게 밝혀져 과세처분에 정당성이 없다

는 사정이 확인되었으면, 국가는 충분한 구제수단을 부여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바로잡

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가 그러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거나 구제수단을 제한한 채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 이익을 스스로 향유한다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킨다는 본연의 존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라.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론에 기초한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마. 적어도 대법원판결로 과세법리가 잘못되었음이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 무효사유로 보아야 한

다.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어떤 과세법리가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야말로, 그러한 과세법리가 적용된 과세처분이 당초부터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을 결여하

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과세법리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

다는 점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확인되는 데에 불과하므로, 그 판결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

거와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은 그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바. 판례가 이미 허용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의한 납세자 구제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지, 종래

에 허용되지 않던 납세자 구제방법을 새롭게 허용하는 질적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론 때

문에 조세행정의 특수성, 전문성에 기초하여 마련된 별도의 절차인 조세법상 구제절차 또는 조세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사.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하자의 명백성이라는 불명확한 개념과 적용방법에 

결부시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수의견은 그러한 획일적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한 나머

지, 관련사건에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과세법리에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음이 밝혀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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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 과세처분에는 하자의 명백성이 없고, 그 이후 과세처분에는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

리고 있다. 다수의견의 이러한 결론은, 관련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언제, 어떻게 선고되느냐에 따라 과세처분

의 무효 여부가 나뉜다는 획일적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법규에 대한 목적론적 고찰과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수성 등에 대한 합리적 고찰을 통한 종합적 고려의 결과라고 하기도 어렵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지 여부는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소수의견에 선 대법관은 김신(주심),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4분이다. 

 

4. 결론: 개인적인 의견 
다수의견은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의 이원화제도를 존중하고, 국고중심주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소수의

견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종합부동산세에 공제될 재산세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부과분은 당연무효로 보고, 

소수의견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부과된 것도 당연무효로 보고 있다.12 

 

생각하건대 대한민국 수립과 더불어 시작된 근대적인 조세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여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증세 위주의 조세행정이 수행되었고, 행정부 주도의 

조세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민주적 조세주권은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후에 과세권

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시정요구권(경정청구권)의 신설도입과 기간확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의 통

제 등으로 납세자권이 신장되어 왔으나 권리구제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일반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을 매개로 하여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을 위하여 당연무효를 인정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하는 것은 납

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금전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하여 거

래관계 등을 맺는 제3자의 보호문제가 생기지 않고, 특별히 보호할 공익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을 신뢰하고 납세

를 순응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기에 하자가 중대하면 조세신고행위나 과세처분을 무효로 봄

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중대설이 채택되면 행정쟁송은 공동화되고 민사소송화 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실무상 조세쟁송은 사실인정을 둘러싼 사안이기대문이고 법령해석을 다투는 것은 소수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한 나라이다. 유교는 도덕과 예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법으로 강

제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하책으로 삼는다. 사회구조도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되어 상층계급인 관

리와 선비가 도덕과 예의로서 사회를 교화하거나 지도하다보니 자연히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의식은 법에 호소

하여 권리투쟁을 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등한시 하고 국가의 행정지도를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관청에서 세법해석을 잘못하여 부당하게 과세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비록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 불복절

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보호의무상 당연히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스스로 돌려주어야 한

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마지

막까지 지킬 것이 국민의 신뢰라고 하였다.13 

 

이제 모든 법제도의 운용은 국가위주 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국민위주와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

각에서 운용되어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및 준조세법률관계에서 무효여부는 하

자가 중대하면 무효로 보는 중대설 내지 소수의견에 찬성을 한다. 다만 일반행정법 관계에서는 명백성 보충요건

설에 따라 하자가 중대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되 명백성을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만 요구되는 보충적인 요건으로 보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의 견해를 지지한다.  

 

현재 국내에서 조세법률관계에서 중대명백설을 지지하는 학자나 실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14  이와 같이 이원

론적으로 보더라도 판례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도15  이와 같은 경향으로 보

인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중대명백설에 집착하는 것은 대법관 구성이 대부분 직업법관으로 구성되어 무의식

의 저변에 법관도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세입을 지켜야 한다는 흐름이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대법원은 이제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

하여야 할 것이다(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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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청 직원 최규태는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원심을 파기하여 그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 대

에 하자가 명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최규태,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③, 국세 629호

(2019.7.), 35쪽) 

13. 논어 안연편, 民無信不立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백성이 군주를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14.  이창희, 세법강의, 2008년판, 238쪽 주254 

15.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동향에 관하여는 김석환 교수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앞서 소개한 논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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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주택 특례세율

DISQUISITION

글 김백영 변호사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판례

공보 2018하1653] 

 

 

 

 

소외 A는 2012. 5. 21. 이 사건 토지를 오송새마을금

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에 5층 공동주택허가를 받아 2012. 11. 

26. 공사에 착공하였다. 오송새마을금고는 소외 A가 

대출금 연제를 하자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건축 중이던 건물(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등기촉탁의 방법으로 소외 A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일괄하여 

경락받고 2015. 10. 21. 그 대금을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이후 금 280,500,000원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B는 2015. 10.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토지에 관

하여는 1000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건물

에 관하여는 1000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자진신

고·납부하였다. 원고 B는 그 후 2016. 10. 17. 원고가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

으로서 주택의 취득이므로 토지와 건물 모두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

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

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01 
판결의 표시

02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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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과세관청은 2016. 10.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의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상고로 원심 판결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파

기환송되었다.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

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

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

항 제8호(이하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으로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

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율에 관한 세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

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주거용으로 사

용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납세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

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

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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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물에 관

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Ⅰ. 머리말 

이 사건 주제 판결은 종래에 확립된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독립된 건물로 보는 정도

와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시라서 눈길을 끌었고, 또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시가 엇갈리고 있어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아보았다. 

 

Ⅱ. 민사·형사·행정상의 건축물 

1. 법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법99①).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 건물이 있다. 건물에 관한 민사적인 규

율은 민법에 의하고,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 일반법으로 건축법이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

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건축법2①2). 세법에서는 건물과 구축물로 나누고 이를 합하여 건축물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24①1가). 지방세법은 건축법이 정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

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지방세법6-4).  

문제는 건축 중인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구조와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둘러싸고 실

무상 다툼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례 
(1) 민사 판례 

①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51 판결 

대법원은 최초로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유지로 만든 지붕을 얹고 벽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

한 물건은 이를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건물의 요소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요구하고 있다. 

 

②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대법원은 이어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독립 부동산으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기둥·지붕·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다. 

③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카1858 판결 

원고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친 사

안에 관하여 “미완성의 아파트를 인도받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는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파트를 넘겨받아 이를 건물

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고, 속내는 원고가 이미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④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

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⑥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평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2층 일부와 3층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잔여공사를 마친 사안에서 “건축주의 사

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

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

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허가가 2층으로 났고, 

1층과 2층이 사실상 완공되었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 같다. 

 

⑦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4층 연립주택의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가 완료되어 전체 공정의 45% 내지 50%정도인 사안에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

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

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⑧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아파트의 기둥, 벽, 지붕의 골조공사와 벽체공사가 완료되어 거푸집을 제거한 상태여서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된 상태였다면 공사중단 당시 위 건물은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원래의 건

축주가 원시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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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경락 당시 7층 설계의 건축공사에서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까지의 콘크리트골조 및 기둥, 천장(슬라브) 공

사가 완료되어 있고 지상 층 전면에서 보아 좌측벽과 뒷면벽 그리고 내부 엘리베이터 벽체가 완성된 상태이

나 전체 공정의 20~30%에 불과한 사안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

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판시하여 독립된 건물로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⑩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건축 중이던 건물의 바닥마감공사, 씽크대, 수도설비, 베란다 새시, 도배 등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아니한 상태

이기는 하나 전체 공정의 95% 가량이 마쳐진 사안에서 “골조, 벽, 지붕, 창호 공사 등이 마무리되어 독립된 

건물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⑪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 

 

⑫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경락 당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

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한 사안에서 “경락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

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

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형사 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문은 국가의 규율대상인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인 건축물

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

한 다음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

에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

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

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행정 판례 

①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거용 1층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2층과 3층의 벽과 슬

라브를 축조하던 중 1층 부분에 균열이 생겨서 방치하고 있다가 행정관청의 단장 지시를 받아서 유리문을 

끼우고 미장공사를 하고 계산공사나 내부공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

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원고는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공사 등 전체 공정의 30%가 진척

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이 공사비를 투입하고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와 가사용승인이 원

고 이름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 중이던 건물을 양

도할 당시에 부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가 건물

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무허가 건물의 철거계고처분 사건에서 무허가 건물이 되는 시점에 관하여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무허가로 2층을 무

단 증축한 1975. 4. 3.경에 독립된 2층 건물이 되었고, 그 후 타일치장, 창문설치, 시멘트몰탈을 바르는 등 외

장 변경공사를 마친 1982. 5. 4.이 독립된 건물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대집행에 의한 철거집행 이후에 철거되지 아니한 잔여 부분이 철거대집행의 결과 사회

통념상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

로 철거집행 이후에도 여전히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추고 있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고 하더라

도 그 실질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Ⅲ. 이 사건 검토 

1.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령 
(1)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취득이고(지방세법7①),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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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6-2).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

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

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

한다(지방세법6-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

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지방세법6-4). 

 

특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

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7②)고 하여 이른바 민법상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조기에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법 전반에 걸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

는 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단 1푼도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조기에 과세권을 

발동하여 국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리한 입법을 하고 있다. 

 

(2)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지방세기본법34①1)이나 지방세법령은 구체적으

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 취득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며 이때로부터 자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기산점이 되기도 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요건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체

화 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세법10⑦). 

 

(3)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가. 2011. 1. 1.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이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

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

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여 건축허가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었다. 

 

나. 2011. 1. 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

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011. 1. 1. 지방세법 전면 개편을 하면서 허가와 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시기를 규정하였다. 

다. 2019. 5. 31. 개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

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

정을 하였다. 종래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법규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즉시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에 취득시기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라. 부동산 취득세 세율(지방세법 제11조) 

① 원시취득: 1000분의 28 

② 유상승계취득: 1000분의 40 

③ 주택특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마. 부동산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 

① 보존등기: 1000분의 8 

② 유상이전등기: 1000분의 20 

③ 주택특례: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바. 특례세율 적용 주택 요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

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

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2. 이 사건의 진행상황 
(1)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오송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건축 중

인 건물(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미완성 건물은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토지와 지상 미완성 건물을 경락받아서 2015. 10. 21.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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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추가로 2억 8,050만원을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하고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취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기를 2015. 10. 21.로 보고 경락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 취

득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미완공으로 보아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3)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원고는 취득한 과세물건이 주택이므로 주택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쟁송으로 이어졌다. 

 

3.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건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원고가 경락받을 

당시에 이미 독립된 건축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2015. 10. 

21.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납세의무성립일 즉, 취득시기는 2015. 10. 21.로 보았다. 또한 원

고가 취득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고 그 후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으므

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하면 원

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우선 대법원은 민사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를 이 사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과세요건

인 취득시기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민법적으로는 2015. 10. 21. 취

득하였지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정하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고가 그 후 추가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서를 받은 2016. 6. 8.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도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검토 의견 
(1) 미완성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본 것은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가 납부한 경매대

금에다가 사용승인서 받은 날까지 추가로 투입한 추가건축비용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반면에 이 사건 원시취득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사용승인서를 받

은 날에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후자로 본다면 과세표준은 공

사에 투입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2) 주택특례세율 적용 

취득세에 관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본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미완성 건물

이 완공되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었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것은 유상거래임이 분명하다. 비록 

원고가 민법상 취득 당시에는 미완성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

서 정한 과세요건 성립일인 취득시기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건

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법이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

는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

을 주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준법의

식을 고양시켜 적법한 건축을 유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적법한 주택건축허가를 받았고,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락받아서 원고가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토록 하였으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특례세율적

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당시의 주택이라

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특례세율 적용 요건은 세법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면에서도 맞다

고 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대법원의 결론에 반대를 표시하는 바이다 

(2019. 10. 21. 탈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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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2의 판결에서  

인용된 미술사적 연구 성과에 관한 소고

DISQUISITION

글 김현철 변호사1

미술품 혹은 문화재의 미술사적 지위나 진위 여부를 

논할 때 많은 점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당해 작품의 

내력, 즉 그간의 소장자는 누구였는지, 어떠한 경위를 

통해 현재까지 전해져 왔는지 등도 결코 간과할 수 없

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미술사 연구에 있어 적지 않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주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고에서 다룰 서산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이하 ‘관

음보살상’이라 한다)은 미술사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구과제일 것으로 생각

된다. 과거 일본으로 반출된 관음보살상은 다소 불미스러운 경로를 거쳐 한국

으로 반입되었고, 그 반환 여부를 두고 법률적 다툼이 현재 계속 중인바, 비록 

1심 법원의 판단이긴 하나 그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관음보살상의 내력에 관

한 미술사적 연구결과가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법률적 판단 결

과에 따라 관음보살상의 미래 내력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기

존의 미술사적 연구 성과가 관음보살상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

하고, 그렇게 도출된 법률적 판단의 결과는 향후 관음보살상에 관한 내력이라

는 유의미한 미술사적 사실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관음보살상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에서 

기존 미술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나아가 그와 같은 

활용이 유효·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논하고자 하며, 그에 앞서 관음보살상에 대

한 미술사학계의 선행연구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01 
논의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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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 서산 부석사의 유래3 

서산 부석사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영주 부석사의 경우와 같이 신라 의상대사의 창

건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같은 이름의 유명 사찰의 이야기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여말선초 무렵 고려의 충신 류방택

[柳方澤, 1320-1402,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라는 천문지도를 제작

한 고려 말의 천문학자]이 나라가 망한 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이곳에 집을 지어 독서를 

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그가 세상을 뜨자 수종하던 승려 적감(赤感)이 절로 만든 것이라

는 전설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석사의 창건이 적어도 1330년 이전으로 

소급된다는 점에서, 위 전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나. 관음보살상의 미술사적 의의 및 특징 

1)의의 
서일본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이 많이 남아 있다. 불상의 경우에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

지 해당되지만, 그 유출경로 등 정확한 내력을 가진 작품은 거의 없으며, 일본 사찰에 봉안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대마도 관음사에 모셔져 있던 관음보살상도 일본 사찰에 봉안되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나, 제작시기 및 최초 봉안처 등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4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 보관되고 있던 관음보살상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85년 문명대 교수에 의해서였다. 특히 관음보살상의 복장 자료에 의해서 이 불상이 원래 서산 부석사에 봉안

되었던 것이며, 조성 시기는 1330년(천력3년, 충숙왕 17년) 2월의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제작에는 계

진(戒眞)을 비롯한 30여명의 단월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복장 결연문5은 1951년 종자만다라, 

목제 후령통 등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후령통 안에는 오색삼베, 곡물, 마노, 수정 등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6  

 

2)외관상 특징7 
부석사 관음보살상은 높이 50.5㎝로 대좌와 광배는 없으며, 현재 복장물도 일부만이 남아 있다. 외부에는 도금

의 흔적이 거의 없는데 현존하는 14세기 보살상들이 많이 벗겨진 상태라도 개금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과 비

교하여 주목된다.  

02 
관음보살상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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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하 내용은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제69집, 2013, p. 271의 기재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4. 정은우, 서일본지역의 고려불상과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동악미술사학 14, 2013, p.73. 

5. 서로 인연이 있는 이들이 중생제도 등의 목적으로 힘을 합쳐 불상을 주조한다는 식의 조성 목적 등을 기재하여 불상 내부에 

안치하는 문건. 

6. 윤용혁, 앞의 논문, p. 267-268. 

7. 이하는 정은우, 앞의 논문, p. 85-86.의 기재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두손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머리에는 끝은 묶은 보계(寶髻)가 높이 솟아 있고 이마 위 머리카락에는 

골을 새긴 자리가 남아 있어 마치 고운 참빗으로 빚은 듯하며, 원래는 보관을 썼음도 알 수 있다. 어깨에 늘어진 

보발은 귀 뒤에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귀 뒤로 흘러내려 어깨 위에서 두 개의 원을 만든 다음 다시 다섯 가닥

으로 나뉘면서 부드럽게 어깨에 늘어져 있다.  

 

체구에 비해 비교적 큰 얼굴은 둥글고 넓적해 편평하고 표정은 긴장이 풀린 온화한 모습이다. 강하지는 않으나 

부드러운 미소가 옅게 표현되었다. 신체의 굴곡진 모습이 강조되지 않은 채 가슴 부분을 많이 드러내며 두텁게 

걸쳐 입은 대의 속에는 가로지른 내의가 보인다. 승각기와 더불어 꼬인 띠매듭이라든가 금구장식, 세모꼴로 접

힌 모습 등이 특징이다. 장식은 많지는 않지만 입체적이면서도 묵직하며 두드러진 형태이다. 작은 이중원의 귀

걸이, 동심원과 융기된 작은 점들로 구성된 5줄의 길고 짧은 목걸이는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도 같은 형태로 늘

어져 있다. 오른쪽 어깨로 넘어가면서 흘러내린 편삼자락과 승각기 밑으로 대의자락이 배 밑으로 함께 늘어져 

있고, 또한 대의 끝자락이 무릎 양쪽에서 모아져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모두 고려후기 14세

기에 제작된 불상의 정형화된 특징들이다(별지1 도판 1, 2 참조). 

 

다. 복장결연문 전문과 해석8 

1)전문(별지1 도판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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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贍部洲高麗國瑞州浮石寺堂主觀音鑄成結緣文 

  蓋聞諸佛菩薩發大誓願而度諸衆生也雖無彼我平等以視之然  

  佛言無因衆生難化依此金口所設弟子等同發大願鑄成觀音一尊安于 

  安于浮石寺永充奉養者也所以現世消災致福後世同生安養而願也  

  天曆三年二月 日 誌 

   

伏願先主父母 普權道人 戒眞  

  同願 心惠 惠淸 法淸 道淸 幻淸 達淸 所火伊 淡回  

  玄一 金同 兪石 田甫 金成 國應達 難甫 万大 伴伊三 道者 万大 國沙 國樂三  

石伊 仁哲 徐桓 防同 乃火八 守旦 國閑 惡三 豕守 金龍

8. 이하의 내용은 김경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심층탐구 ②부석사 금동관음상의 조성 배경을 찾아서, 월간조선 2014년   

6월호, 2014.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2)해석 
 

 

 

 

 

 

 

 

 

 

 

 

 

 

 

 

 

 

 

3)소결 
관음보살상의 발원문 제목이 결연문(結緣文)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 이것은 발원의 목적이 무엇보

다도 여러 시주자가 유대를 굳게 다지며 불상을 봉안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안자들은 보권도

인 계진을 비롯하여 이름을 올린 시주자 32명이다. 그런데 이들 봉안자 32명 전원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들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름을 올린 속인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

이 고위 관직에 오르지 않은 평범한 서산 주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12 

부산지방변호사회     79

남섬부주9  고려국 서주10 부석사 당주 관세음보살을 조성하는 결연문 

대저 듣건대 여러 불보살님이 큰 서원을 발원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함이라.  

비록 너와 내가 없이 평등심으로 그들을 보고자 하나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교화하기 힘들다 말하시니  

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에 의지하여 제자 등이 함께 대원을 발해  

관세음보살 한 분을 조성하고 부석사에 봉안하여 길이 정성껏 봉양케 함이라.  

이로써 현세의 재앙을 끄고 복을 이룰 것이며  

후세에는 함께 안양국11에 태어나기를 비노라.  

천력 3년 2월 일 기록 

 

선왕과 부모 앞에 엎드려 원하노라 보권도인 계진 

함께 발원하는(同願) 심혜, 혜청, 법청, 도청, 환청, 달청, 소화이, 담회, 현일, 금동,  

유석, 전보, 김성, 국응달, 난보, 만대, 반이삼, 도자, 만대, 국사, 국악삼, 석이, 인철,  

서환, 방동, 내화팔, 수단, 국한, 악삼, 시수, 김용 

9. 불교의 세계관에 따를 때, 수미산 남쪽에 위치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땅을 일컬음. 

10. 충청남도 서산시 일원의 옛 지명.  

11. 모든 중생이 일체의 근심, 걱정,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불교의 이상세계. 

12. 김경임, 앞의 글.



가. 사건의 개요 

2012. 10.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소재하던 관음보살상 등 고려시대 불상 2점이 도굴꾼

에 의해 절취되어 국내로 반입되었다. 국내로 유입된 불상 2점 중 하나인 관음보살상은 

복장결연문 등을 통해 133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서 원소유자는 서산 부석사로 밝혀졌

다. 위 절도범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관음보살상은 압수되었고, 절도범들에 대한 형사

판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관음보살상을 몰수하여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유물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한편 법무부가 관음보살상에 대하여 절도 사건의 피해물건 환부절차를 밟을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인 서산 부석

사는 2013. 2. 1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2. 25. 위 신청이 인용되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에게 불상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후 부석사는 2016. 4.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관음보살상을 

서산 부석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26. 피고는 원고에게 관음

보살상을 인도하라는 주문과 함께 가집행선고(별지2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 102119 유체

동산인도 사건,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가 내려졌다. 그러나 관음보살상에 대한 가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항

소심이 계속 중인 현재,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불상을 점유하고 있다.13 

 

나. 1심 판결의 판시이유 분석 

1심 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종래 미술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다수 인용하였는데, 아래에서는 그러한 인용이 과

연 유효·적절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판시이유 1 — “관음보살상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이다” 
여기에서는, ①관음보살상의 복장물에서 ‘남섬부주고려국서주부석사당주관음주성결연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발견되었다는 점, ②대한불교조계종 측은 고려말 서주 지역에 소재한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사찰이라고 밝히

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산 부석사의 유래에 관해서는 아직 명백히 밝혀진 바가 없고, 따라서 관음보살

상의 복장결연문에 기재되어 있는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인지, 혹은 서산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만약 양 사찰이 전혀 별개의 

것임이 입증된다면 1심 판결의 결론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2) 판시이유 2 — “서산 부석사에 있던 관음보살상은 그 소재가 절취 등의 비정상적인 방
법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에서는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 중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삼았다. 

① 고려사에는 관음보살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3년부터 1381년까지 5회에 걸쳐 왜구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에 침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대마도 향토사학자 등이 발간한 잡지 등에도 그 무렵 왜구

들이 서산지역을 침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② 대마도 관음사의 연혁(약사)에 의하면 관음사는 1526년 창건되었고 당시 관음보살상을 봉안했는데, 이

와 관련하여 큐슈대학의 교수였던 키주다케 준이치는 ‘관음사 연혁에 의하면 코노헤이사에몬모리치카가 

조선으로 건나가 악행을 저질러 절연을 당한 후 불교를 수양하고 귀국한 다음 관음사를 열었다고 한다. 왜

구의 한 집단이었다고 생각되는 코노씨가 창립한 관음사에 천력3년 제작된 고려불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왜구에 의한 일방적인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바 있는 점. 

 

③ 대한불교조계종 측이 밝히길, 불상의 소재를 이전할 때에는 불상 내부나 전각 내부 등에 그 기록을 남기

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기록이 없을 경우 불상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 한 점. 

 

④ 그 외 불상에 화상의 흔적이 있고 보관과 대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일부가 소실된 상태라는 점. 

 

근거 ① 및 ②와 관련하여, 왜구의 고려침략은 1350년부터 고려가 망하는 1392년까지 약 40년간에 걸쳐 이루

어졌고, 가장 심했던 시기는 공양왕과 우왕 재위기간으로, 우왕대에는 약 378회에 걸쳐 침략을 하였다고 알려

져 있다.14 또한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관음보살상이 위 시기 무렵 왜구의 침탈에 의하여 대마도로 

이전되었으며, 서산 부석사의 지정학적인 위치 등을 근거로 그 시기를 1378년(우왕 4년) 9월 경이라고까지 특

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15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산 부석사에 있던 관음보살상이 왜

구의 침략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 차원의 논의일 뿐이어서, 단지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

로 당해 관음보살상이 왜구의 약탈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

가 있어 보인다.  

 

관음보살상이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개연성이 인정되기 위

해서는, 관음보살상의 경우처럼 발원문 등의 기록을 통해 14세기 무렵 고려 충청 해안 지방에 존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무렵 일본으로 소재가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불상이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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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사건  

판결의 판시 

이유에 관하여

13. 박선아,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법학논총 제34집 제3호, 2017, p.327-328. 

14. 정은우, 앞의 논문, p.77. 

15. 윤용혁, 앞의 논문,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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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이는 관음보살상이 왜구의 약탈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음을 인정함에 있어 강력한 정황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③과 관련하여, 불상의 소재 이전에 관한 기록이 없을 경우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이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함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즉 불상의 소재 이전에 관한 기록이 항상 현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재의 이전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전되었을 ‘가능

성’을 시사할 뿐이고,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정황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근거 ④의 경우, 화재, 그리고 보관 및 대좌의 분실이 133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700여년의 

기간 중 어느 특정 시점에 병발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령 병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구의 침입 시

에 발생했을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더더욱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역시도 그저 가능성 차원의 논의에 그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바, 만약 종전 점유자였던 일본 관음사 측이 당

해 소송절차에 참가하여 제3자로부터 매매, 증여 등의 절차를 통해 관음보살상을 입수

하였음을 입증한다면, 1심 판결의 결론은 번복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다만, 관음사

를 비롯한 일본 정부 측이 현재 시점까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데에

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에 대한 기대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매나 증

여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길이 난

망한 탓도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만약 관음사 측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여 서산 부석사의 청구를 다툰다면, 민법

상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16 17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는 법률상 추정인 까닭에 이를 다투는 자, 즉 서

산 부석사 측에서 ‘왜구에 의해 관음보살상이 약탈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음사 측의 권리적

법추정을 깰 필요가 있다.18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점들에 관한 추가 연구가 이루지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학술적 

성과—이를테면, 고려 후기인 14세기 무렵 충청 지역 일대에 존재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무렵 일본으로 

반출된 불상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 서산 부석사의 연혁 등과 관련한 다수의 사료 및 관음보살상에 대한 과학

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재의 발생과 보관·대좌의 분실이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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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망과 과제

16. 민법 제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7. 이러한 추정을 받는 자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가 있더라도 스스로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도리

어 그 권리를 다투는 자 쪽에서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18. 석광현,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국제문화

재법, 201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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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 <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 도판2 <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

<<< 도판3

높다는 점,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는 동일한 사찰이라는 점 등—가 있을 경우, 이는 서산 부석사 측의 주장

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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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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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다룰 서산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이하 ‘관음보살상’이라 한다)은  

미술사적 측면에서 흥미로운 연구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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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겸직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연구

DISQUISITION

글 이정훈 변호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내변호

사는 제3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각 지방변호사회는 실무상 사내변호사에게 연간 10건 내의 소송만을 허용

하는 부관을 붙이는데 그 부관이 적법한지 여부, 사내변호사가 당해회사 이외

에 제3자를 위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수행범위는 

어떤지 여부, 겸직허가를 받은 특허법인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범위, 비영리

법인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범위, 유사직역 자격에 기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

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실무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내변호사의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

호사회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정리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

점을 고찰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

고자 하였다. 

0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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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변호사의 현황 

한국사내변호사회에 가입된 사내변호사의 수는 1,821명에 육박하고, 기업에서 일은 하

고 있지만 사내변호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약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 이는 현재 2만명을 웃도는 국내 변호사시장

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숫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어떤 지방변호사회 회

원 수보다도 많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 수는 2014년 기준 1,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준법경영의 필요에 따라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내변호사의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가 송

무 중심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것

은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법치주의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2014년 기준 겸직허가 변호사 수2 

 

 

2.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정의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법의 용어는 아니다. 사내변호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

은 없으나, 이론상 ①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일하는 변호사로 보는 입장(최협의의 사내변호사), ② 공공기관 및 

법무법인이 아닌 단체(영리·비영리 불문)에 속하여 그 단체를 위하여 소송수행, 법률자문 및 임직원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변호사로 보는 입장(협의의 사내변호사), ③ 변호사나 법무

법인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변호사 업무형태를 가지는 변호사로 보는 입장(광의의 사내변호사) 등

이 있을 수 있다.3 

1.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3000명’ 육박… 변호사업계 한 축으로 ‘우뚝’”, 2018. 1. 29. 

2.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대한변호사협회, 2015, 21면. 

3.  사내변호사 업무편람(註 2), 3~4면.

02 
사내변호사의 

현황과 정의

<전국 겸직허가 받은 변호사 수> <2014년 겸직허가 받은 변호사의 자격시험별 현황>

2011

870명 810명

2012

1,621명

2013

1,804명

2014

군법무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0.8%

24.7%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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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 제51조는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사내변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

로 위 ③의 입장에 따라 사내변호사를 정의한 것으로 보여진다.4 

 

3. 사내변호사의 특징 

사내변호사의 특징은 회사 내에 상임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 고용계약에 의하여 비변호

사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이다.5 이와 같은 변호사의 비변호사에 대한 종속적 입장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윤

리적 독립성의 유지와 상호 양립되지 않고, 그 때문에 외국에서는 예컨대 프랑스와 같이 공무원이나 기업의 경

영자, 이사, 급여소득자와의 겸무를 금지하고, 사내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고 한다.6  

 

4. 사내변호사를 전통적인 변호사와 구별하는 실익 

변호사는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변호사법의 태도이다(변호사법 제34

조).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은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라는 방식으로 우회

되고 있다.7 

 

즉,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의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내변호사가 영리기업

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휴업을 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회사에서 변호사를 채용

할 유인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절충적으로 제시된 대안이 사내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겸

직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내변호사가 등장하는 문

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내변호사의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송사건

의 수임건수를 최대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면서 문제가 잠정적으로 미봉되었다.8 

 

현재 각 지방변호사회의 실무는 겸직을 허가하면서 부관을 붙여 연 10건의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즉, ①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9조는 ‘겸직허가에는 조건 또

는 기간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며, ②「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6조는 ‘당해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

간 10건을 초과하여 수임 또는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겸직허가 취소기준으로 규정한다(동일한 회사에 2인 이

상의 변호사가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은 변호사들이 처리한 송무사건 수를 합산함). 

 

이상과 같이, 각 지방변호사회의 내부규정은 연간 10건으로 소송대리를 제한하고 있으나, ① 부관을 붙여 소송

대리 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②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가 당해회사 임직원 또는 자회

사를 위한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③ 제3자의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인지, ④ 유사직역 자격에 기한 별도의 사

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사내변호사의 겸직허가와 관련된 질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사내

변호사의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를 들어 항을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쟁점사항 

겸직허가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소관사무이다. 다만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변호사법 제77조 제1항). 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

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이 겸직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9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① 개업변호사의 60.7%가 사내변호사의 소송 수행을 반대하

는 반면, ② 사내변호사의 82.4%는 소송대리를 찬성하며, 40.2%는 연간 10건으로 제한된 소송대리 건수를 늘

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10 

 

이처럼 사내변호사와 개업변호사 간에 소송대리에 관한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다

음에서는 겸직제한을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38조의 입법취지를 먼저 검토하고, 사내변호사에 대한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요한 사례를 들어 검토하고자 한다.  

4. 본고에서는 사내변호사의 정의에 대하여 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지양하고, 겸직허가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위 ③의 견해를 전제로 하고자 한다. 

5.  박휴상, 「법조윤리」, 도서출판 피데스, 2010, 338면. 

6.  박휴상(註 5), 338면. 

7.  사내변호사 업무편람(註 2), 12면. 

8. 사내변호사 업무편람(註 2),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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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내변호사 

겸직허가와 

관련된 문제점

9.  2019. 10. 1. 방문일 기준, ① 인천·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회원이 회규를 검색할 수 없고, ②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겸직허

가신청서 서식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겸직허가 규정은 찾을 수 없었음. 

10.  법률신문, “개업변호사 60.7% 사내변호사 소송수행 반대”, 2014. 11. 17.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4일 공개한 '사내변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서울회 소속 사내변호사 391명 중 322명(82.4%)이 '사내변호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소송대리를 하는 것에 어떻게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서울회 소속 개업 변호사들은 466명 중 283명(60.7%)이 '반대한다'

고 응답해 사내변호사들과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건수 제한에 대해서도 양 측 변호사들은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사내변호사들은 '사내변호사들의 소송대리를 회사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에 대

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157명(40.2%)이 '수임건수를 더 늘려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개업 변호사들은 180명(38.6%)이 

'수임건수를 더 줄여야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건수 제한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사내변호사가 164명(41.9%), 개업 변호

사가 186명(39.9%)이었다.



2. 변호사법 제38조의 입법취지 

가. 변호사의 겸직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제38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한 문언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전체적인 취지로 보자면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또는 품위유지의무 등에서 그 입법목적을 찾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11 

 

나. 판례에서 ‘변호사법 제38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법 제38조와 유사한 형태로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12에 관한 대법

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세무사가 공인감정사시험에 합격하여 국세청에 겸직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국세청장이 이를 

불허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재

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

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

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

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  

 

대법원은,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세무사의 겸직제한규정상 영리

성이 있는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된 구 세무사법상 겸직제한규정이 변호사법 제38조의 문언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13 위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겸직제한규정의 입법취지는 문언상 크게 차이가 없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 결국, 위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제한규정의 입법취지를 서술한다면, ①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②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

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 

 

라. 참고로, 독일 연방변호사법은 사내변호사의 송무를 금지하고 있다. 즉,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은 

“상근하는 직무 또는 이와 유사한 고용관계 속에서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

사는 법원이나 중재법원에서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변호사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위 

조항에서 사내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의미하는 바가 주로 사내변호사라고 이해되어 왔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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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사내변호사들이 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면서도 송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이 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가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된 직업 외에 충분한 법률상담업

무나 대리인 업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16 

 

3.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 범위와 관련된 문제(연간 10건 내의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와 관련된 지방변호사회의 실무 
겸직허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하고 있다. 서울·부산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

변호사회는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업무방식, 사건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

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를 취소사유로 규정한다(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

16조 제1항 제5호). 위 규정의 시행을 위한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에는 겸직허가 취소기준의 하나로 “겸직허

가를 받은 회원이 당해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수임 또는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한다(겸

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 요컨대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가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겸직하

는 것이 명백하면 겸직허가 취소사유가 되고, 당해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수임 또는 처리하

면 겸직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하는데 변호사법에는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는바, ① 각 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에게 겸직허가를 하면

서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적법하지 않다면 현행법상 사내

변호사는 송무사건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1. 이광수, “변호사법 제38조의 해석 : 변호사법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회규를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 310면. 

12. 구 세무사법(1995. 12. 6. 법률4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② 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

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3.  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

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14. 이러한 견해로는 이광수(註 11), 312면 

15. 최승재, 독일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2014. 8. 28. “독일변호사협회 회장은 사내변호사는 소송

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변호사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송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사내변호사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다른 변호사들과 차별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

다.”라고 한다. 

16. 최승재(註 15)



다.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 
1) 겸직허가는 탈법행위라는 견해(소송대리 전면금지) 

사내변호사라는 명목으로 변호사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하여 소송을 수행시키는 것은 변호사법 제

34조 또는 제109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겸직은 원천적으로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

다.17 비록 연간 10건 이내라는 부관을 붙여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가는 변호사법을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허용하여 주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의 규범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아무리 사내변호사의 직역확

대라는 합목적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한다.18 

 

2) 겸직허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견해(소송대리 전면허용) 

① 겸직허가 제도는 사외변호사가 사내변호사를 겸직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오직 사내변호사라는 

단 하나의 직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겸직’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은 비논리적 관

행이라는 견해,19 ② 사내변호사의 송무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

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사내변호사는 고용된 기업의 송무사건

을 건수의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20 등이 있다.  

 

라. 검토 
현행 지방변호사회의 실무와 같이 사내변호사에게 겸직을 허가하여 회사의 소송대리를 하게하는 것은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1 첫째, 변호사·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변호사를 사용인으로 고용하여 변호

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소송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므로 변호사법 제34조의 위반여부가 정면으로 

문제된다.22 둘째,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는 형식상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되는데 사내변호사는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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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대한변협 변호사법 질의/회신]  

① 2017. 9. 27. 사내이사로 등기된 변호사가 회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안의 경우는 개업변호사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내변호사 겸직허가에 대해 소송대리는 연간 10건의 

제한을 부가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변호사로서 회사의 소송사건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개업신고와 겸직허가를 받아 연간 10건의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2014. 8. 14. 사내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사내변호사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된 피용자로서 고용계약에 따른 보수액을 수령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 변호사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별도의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로서 지시 및 감독을 받

으면서 행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서울회의 경우처럼 근로자로서 10건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를 지급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다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볼 것도 아니므로, 사내변호사

가 위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2013. 8. 9. 겸직, 비영리법인 소송수행, 지방회의 등록보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방변호사를 소속변호사회로 하여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이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등록을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

다. 이를 간과하여 등록이 수리된 경우라면 즉시 소속회를 변경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입회한 지방회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회 관할 지역 내에 형식적으로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는 다른 변호사회 관할에 속하는 일반 법인에서 사내변호사로

서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이중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①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에게 겸직허가를 하면서 송무

사건을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히 검토함이 없이 혹은 적

법하다는 전제 하에 연간 10건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②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에 

대하여 회사와 급여 이외에 별도의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③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는 회

사가 소재하는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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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광수(註 11), 323~324면. “비록 연간 10건 이내라는 부관을 붙여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제

109조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허용하여 주는 것이며,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실무처럼 ‘부관부 허가’를 하는 것도 편

법”이라고 한다. 

18.  이광수(註 11), 323면. 

19.  최형구, “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4권 1호(2013. 6.), 18~19면 

20.  정형근,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법조 제62권 11호(2013.), 185면;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박영사(제6판), 2015, 369면. “사내변호사의 겸직이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한 경우에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

정은 겸직허가 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그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사내변호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21.  사내변호사도 회사 사용인의 지위에서 민사소송법 제88조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

능하므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독립적 개업변호사로서 회사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같은 취지로는 이광수(註 11), 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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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같은 취지로는 최형구(註 19), 22면. 

24.  부산에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후 서울 소재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지방변호사회로서

는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다만, 사내변호사 근무를 위해 부산회를 탈회하고 서울회에 가

입했다가, 사내변호사 퇴직후 다시 부산회에 가입해야한다면 현실적으로 부당한 면이 있으므로, 이는 입법적 차원 또는 

대한변협 차원에서 법령·규정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전까지는 각 지방회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회사에 취

업하는 사내변호사에게는 겸직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이므로 그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 주체는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

는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23 셋째, 각 지방변호사회가 부관을 붙여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것(겸

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9조)은 변호사법의 위임이 없는 것이어서 그 적법성 여부가 계속해서 지적된다. 넷째, 겸

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1조의 이중법률사무소 개설금지규정에 의하여 당해회사 내에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고 당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대한변협

이나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산지방변호

사회에 등록한 변호사가 서울 소재 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취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탈회

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24 

 

결국, 현행 서울·부산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회는 내부규정을 통하여 부관을 붙여 연간 10건의 

수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의 두 견해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나 양자 모두로부터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현재의 실무는 잠정적인 미봉책이라고 생각되고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될 때까지 적법성 시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변협 차원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하여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사내변호사가 제3자의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점 
사내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개업변호사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바, ① 고용주인 당해회

사 이외의 제3자의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3자의 범위에 당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회사도 포함되

는지 여부, ③ 제3자의 사건을 처리할 경우 소송대리 건수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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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대한변협 변호사법 질의/회신]  

① 2016. 9. 8. 사내변호사와 개업변호사의 겸직 

사내변호사는 개업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사용인의 지위 두 가지를 모두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 대한변

호사회의 입장입니다. 사내변호사가 사용인의 지위에서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제3자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는 것이 금지되나 개업변호사로서는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으므로,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제3자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② 2013. 8. 9. 겸직허가 사내변호사의 직무범위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는 자회사의 소송대리사건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변호사는 겸직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개업변호

사의 지위에서 제3자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③ 2014. 1. 3. 사내변호사의 계열회사 등기업무 취급 가부 

사내변호사의 지위에서 소속 법인이 아닌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의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사내변호사가 아닌 독립한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사

내변호사의 사용자인 법인의 방침에 따라 해당 법인과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① 사내변호사는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제3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

고, ② 다만, 자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을 위한 소송은 회사의 지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지되며, ③ 소

송대리 건수의 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 검토 
1) 생각건대, 사내변호사가 고용주인 당해회사의 소송사건 이외에 제3자의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

38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즉, 변호사법 제38조의 취지는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

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의 사용인이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제3자를 위한 소송에도 전념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해석이다. 실질적으로 회사 사용인

으로서의 업무는 물론 개업변호사로서의 업무 모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지방변호사회에서 겸직허가를 할 때 제3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

사임직원을 위한 소송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관상으로는 이들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탈법적 운용을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당해회사의 지시

를 받지 않고 회사임직원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변호사회가 겸직허가를 해줄 때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송무는 일괄 금

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내변호사가 되기 전 수임한 사건의 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겸직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또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내부규정에는 제3자의 소송대리 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한변협도 제3자

의 소송대리 건수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바, 사내변호사는 제3자의 소송대리를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8조의 취

지를 잠탈하는 것이며, 나아가 회사가 회사의 의뢰인들을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송대리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한변협이 사내변호사에게 개업변호사의 지위를 인정하되 업무의 전념여부는 각 회사와 사내변호사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다소 방관하는 입장25을 취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내변호사가 회사업무를 취급하면

서 제3자의 소송업무에도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변호사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A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있으면서, B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26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나 업무전념의무에 대해 묵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사내변호사에게 겸직허가를 할 때 제3자를 위한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이상과 같이, 현행 변호사법 제38조의 취지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경우 당해 회사를 위한 소송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제3자를 위한 소송을 무제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실무라고 생각

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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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한변협 변호사법 질의회신에서, 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충실의무나 업무전념의무 해태 문제는 논외로 합니다.”라

는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26.  2017. 2. 15. 대한변협 질의회신 ‘사내변호사의 겸직범위’ 

27.  이와 유사한 결론으로는 최형구(註 19), 23면.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사내변호사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의뢰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

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피용인인 사내변호사로부터 회사만을 의뢰인으로 하는 배타적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만을 원

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비변호사인 특정 회사가 형식상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

영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사내변호사가 해당 회사의 대리인으로서만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만

으로도 그러한 우려를 깨끗이 지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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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법인 사내변호사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대리의 범위 

가. 문제점 
변호사가 특허법인(이하 특허사무소 포함)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경우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① 겸직허가를 받은 특허법인의 사내변호사가 특허법인의 고객들

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고용주인 특허법인 이외의 제3자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3자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면 특허법인 내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나.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대한변협 변호사법 질의/회신]  

① 2012. 6. 25. 변호사 겸직관련 - 특허법인의 변호사 고용문제 

변호사가 변호사의 자격과 별도로 변리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변리사의 자격에 기하여 변리

사로 활동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지만, 변호사의 자격에 기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경

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고용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변호사로 개

업신고를 하고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사내변호사 형태로 특허

법인에 소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인 피용인의 지위에서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

는 경우에는 겸직허가에 수반하는 부관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으로 제한되

며, 특허법인에 고용된 변호사가 피용인의 지위에서 특허법인의 고객들의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합니다. 

 

② 2004. 6. 30. 변호사가 특허법인의 구성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가 변리사의 지위에서 특허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

법인의 변리사들과의 관계에서 그 형태에 따라 고용 또는 동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상의 고

용 또는 동업금지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의 분사무소가 장소를 달

리하는 경우에는 이중사무소금지규정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③ 2015. 2. 17. 개인특허법률사무소에 사내변호사로 개업 및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면서도 겸직허가를 받아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질의자의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사내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허가는 지방변호사회 소관사항이므로 소속 지방변호사

회에서 겸직을 허가하면서 부관을 붙인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98     제37호 부산법조

 

④ 2015. 10. 19.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의 업무제휴 

변호사(법무법인등 포함, 이하 같음)와 특허법인이 각자 자신의 업무영역에 따라 사무를 취급하되 이를 

위한 고객의 유치나 사무취급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인에서 유치한 고객에게 

특허관련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일환으로 법률사무에 관하여 (특정한)변호사를 알선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알선과 관련하여 이익이 수수ㆍ요구ㆍ약속되는 등 유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위반됩니

다. 물론 질의에 적시한 바와 같이 그 알선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제

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비정형적인 이익의 수수ㆍ요구ㆍ약속도 유상성이 인

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① 겸직허가를 받은 특허법인의 변호사는 사용인의 지위에서는 ‘당해 특허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허법인의 고객을 위한 소송수행은 금지된다. ② 한편, 겸직허가

를 받았으므로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제3자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중사

무소 금지규정상 특허법인과 같은 장소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1) 생각건대, 특허법인의 사내변호사는 사용인의 지위에서는 ‘특허법인이 당사자’인 사건만을 수행할 수 있고 

고객을 위한 소송대리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인이 사내변호사를 고용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

러한 대한변협의 태도는 일반회사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입장과 부합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8 그러

나 이는 지극히 형식적 접근일 뿐, 실질적으로 특허법인의 사내변호사는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특허법인의 고

객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허법인의 사용인으로서의 지위와 개업변호사로서의 지위는 특

허법인의 지시를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29 현실적으로 특허법인의 지시를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를 판단할 인력도 없기 때문

이다.  

28.  변호사가 휴업하고 변리사로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2013. 8. 9. 대한변협 질의회신 ‘개

업변호사의 사내변호사 겸직 가부’), 특허법인이 겸직허가를 득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소송대

리를 위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29.  일반기업 사내변호사의 경우, 주로 회사임직원 및 자회사의 소송대리가 문제되는데, 이는 비교적 판단하기가 용이하다.  

30.  2015. 10. 19. 대한변협 질의회신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의 업무제휴’ 

31.  2014. 9. 29. 대한변협 질의회신 ‘특허법인 구성원인 변리사가 별도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32.  변호사법 제38조는 겸직허가만을 규정할 뿐, 겸직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3조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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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특허법인과 소송에 대한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거나,30 특허법인 사내변리사가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질의도 있는바,31 전자는 법률서비스 유상알선에 해당하고, 후자는 이중사무

소설치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변리사 업무에 대한 직역확대와 더불어 특허법인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으므로, 대한변협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업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비영리 법인의 사내변호사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대리의 범위 

가. 문제점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경우 지방변호

사회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므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관

련하여, ①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별기준, ② 비영리법인의 사내변호사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소송대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③ 제3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겸직허가를 할 수 없

다면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32 등이 문제된다.  

 

나.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대한변협 변호사법 질의/회신]  

① 2013. 8. 9. 겸직 - 금융감독원 사내변호사의 금융위원회 소송 수임 가부 

변호사의 겸직허가에서 사용자의 비영리성 여부는 사용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

다. 금융감독원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사내변호사를 겸직할 때 겸직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② 2013. 8. 9. 겸직, 비영리법인 소송수행, 지방회의 등록보류 

변호사법 제38조를 적용할 때의 영리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객 등 제3자로부터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라면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새마을금고의 업무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2012. 8. 13. 겸직허가 관련 - 비영리법인 사용인의 지위를 겸하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등기업무에 

겸직허가의 부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등기업무를 대리인의 자격에서 수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업변호사”의 자격에서 수

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간 10건의 수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업변호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고용된 사용인의 지위에서 당해 비영리법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연간 10건의 수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사용인의 지위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대리인 변호사 ◯◯◯”이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④ 2014. 11. 10. 겸직허가 - 변호사의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겸직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속된 비영리법인의 

사건 수임에 관해서는, ‘영리법인’에 취업한 대부분의 사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건 수임 건수 제한(서

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경우 총 10건)을 받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나, 그 지위 내지 업무를 살펴

볼 때 변호사의 독립성을 완전하게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무제한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대한변협에서 회신할 사항은 아니나, 과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은 변호사의 업무개시요건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세금의 부과와 관리를 위

한 것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2015. 5. 6. 비영리법인 사용인인 변호사의 직무범위 

비영리법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변

호사법 제38조의 문언상 겸직“허가”의 대상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업변호사가 사내변호사의 지

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그 겸직에 관하여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율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속 지방변호사회별로 규율을 달리 하

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의 해석론은 사내변호사는 개업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

므로,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국선변호나 소송구조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

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충실의무나 업무전념의무 해태 문제는 논외로 합니다. 

 

 

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①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국방과학연구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새마을금고는 영리법인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비영리법인의 사내변호사는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비영리법인의 소송대리를 ‘연

간 10건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③ 개업변호사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3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도 

‘연간 10건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나 소송구조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1) 무제한 소송대리의 문제점 

비영리법인은 변호사법 제38조의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무제한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즉 대한변협도, 1)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의 지위이든 개업변호사의 지위이든 무관하게 연간 10건의 수임제한이 

없다고 답변하면서도(위 ③번 질의회신 참조), 2) ‘비영리법인을 위한 소송대리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

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위 ④번 질의회신 참조), 이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소송대리가 무제한 가능

하지만 도의상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속한 회원

들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33 즉, 형식상 비영리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되,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속한 회원의 소송을 수행하

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한변협도 현행법상 ‘비영리법인 사내변호사가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송을 무제한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건

대, 비영리법인의 사내변호사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이를 통제·감독할 

방법이 없는바, 입법적으로 겸직허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영리법인 사내변호사가 무제한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각 지방변호사회

가 관련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34 이에 서울·부산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회는 「겸직허가 및 신고규

정」제3조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 등이 되고자 할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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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광수(註 11), 325면. 

34.  같은 견해로는 최승재, “각국의 사내변호사 제도 및 국내 사내변호사 현황에 대한 연구”, 2015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2015. 12.), 85면. 

35.  부산지방변호사회 겸직허가심사규정 제3조 (겸직허가 제외)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겸직은 허가를 필요로 하

지 아니한다. 단,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고자 할 때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할 때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신고의무’를 창설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① 각 지방변호사회가 단체의 조직이나 질서유지

를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며,36 ② 변

호사법 제66조 5호, 6호는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사내변호사에게 단순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된다.37 

 

3) 결어 

이상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사내변호사는 현행법상 사내·사외의 소송을 무제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영리법

인 사내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인 금융감독원의 사내변호사는 겸직허

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감독원의 소송대리를 무제한 할 수 있고, 개업변호사의 지위에서 제3자의 소송을 무제한 

수행할 수 있으며 형사국선사건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하여 비영

리법인의 사내변호사에게도 겸직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잠정적 조치로서 지방변호사회는 ‘겸직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해태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

으며, 이들이 수행하는 사건의 숫자 등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

반적인 업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유사직역 자격에 기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 문제점 
변호사가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별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와 별도의 사무실

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겸직허가신청을 받은 지방변호사회로서는 변호사법 제21조의 이중법률

사무소 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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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같은 견해로는 이광수(註 11), 315면. 

37.  같은 견해로는 최승재(註 34),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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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대한변협 변호사법 질의/회신]  

① 2004. 11. 18. 세무사 겸업에 따른 별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두는 것은 ‘법률

사무소의 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현 법률사무소 외에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이중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합니다.  

 

② 2013. 12. 20. 법무사 자격 겸유변호사의 이중사무소 해당여부 

변호사가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 등 별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변호사가 별도의 사무실

을 운영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호사인 사람이 다른 자격

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반대로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경우 모두 겸직허가만 있다면 

별도의 자격에 의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법무사사무소와 변호사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상 이중사무소 개설금

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의 일부여서 실

질적으로 2중 사무소 개설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나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별도의 자격이 있음에도 변호사이므로 다른 자격에 기한 사무실은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2007. 4. 6. 공인중개사 자격에 의한 별도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에 기한 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이중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 변

호사의 자격과 무관한 별개의 다른 자격에 기하여 별개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이중사무

소개설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관할지역 

내에 두어야 하며, 변호사가 변호사의 업무 이외에 영리업무(공인중개사의 업무도 영리업무에 해당합니

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2014. 5. 16. 이중사무소개설금지 및 겸직허가 필요 여부 

서울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법무사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인천에 변호사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변호사법상 이중사무소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종전에 이

중사무소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사무소를 개설한 것을 가지고 변

호사사무소를 개설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변호사법상 금지하는 이중사무소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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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2. 6. 25. 변호사 겸직관련 - 특허법인의 변호사 고용문제 

변호사가 변호사의 자격과 별도로 변리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변리사의 자격에 기하여 변리

사로 활동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지만, 변호사의 자격에 기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경

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고용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허법인 피용인의 

지위에서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에 수반하는 부관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법

인이 당사자인 사건으로 제한되며, 특허법인에 고용된 변호사가 피용인의 지위에서 특허법인의 고객들

의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위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①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하여 변리세무 업무를 할 수 있음을 기화로 별

도의 변리사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이중사무소개설금지규정에 저촉되지만, ② 변호사가 변리사세무

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별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유사직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나아가 ③ 별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소속 지방회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할구역에 유사직역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예를 들어, 인천회 소속 변호사가 인천회에

서 겸직허가를 받으면 서울에 법무사 사무실 개설가능). 

 

다. 검토 
1) 논의의 전제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서 언급하는 ‘별도의 자격’이 ① 변리사시험세무사시험 등 자격시험 합격자만을 의미하

는지, 아니면 ② 세무사법38 및 변리사법39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제된다(공인중개

사법 및 법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건

대, 위 대한변협 유권해석에서 1) ‘시험출신 자격자’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있고, 2) 변호

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법률에 따라 세무사등록, 변리사등록을 마친 경우 세무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②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이를 전제로 검토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유사직역 자격에 기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론상 변호사가 별도의 유사직역 자격을 갖고 지방회의 겸직허가를 받을 경우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대전에 변리사 사무실을, 대구에 법무사 사무실을, 부산에 세무사 사무실을, 광주에 공

인중개사 사무실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4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변호사법 제38조의 취지가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

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은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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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도의 유사직역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유사직역 업무를 별도의 사무

소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중법률사무소금지규정 내지 변호사법 제38조에 위반될 가능

성이 높다. 이는 변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없는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의 해석은 ‘이중법률사무소’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리해석상 그렇

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41 각 지방변호사회로서는 변호사법 제38조의 취지에 따라 업무의 전념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를 들어, 유사직역 사무실이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또한, 유사직역 사무실에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즉각 겸직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조사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탈법

적 행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된다). 

 

3) 대한변협 유권해석의 모순점 

대한변협은 아래와 같이 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 사무소의 장소가 다를 경우 이중사무소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바, 이는 앞서의 해석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대한변협 변호사법 질의/회신]  

- 2004. 6. 30. 변호사가 특허법인의 구성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상태에서 이중사무소 설치 또는 변리사와 고용 또는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변리사

법에 의해 변리사 등록을 하고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가 변리사의 지위에서 특허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

법인의 변리사들과의 관계에서 그 형태에 따라 고용 또는 동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상의 고

용 또는 동업금지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의 분사무소가 장소를 달

리하는 경우에는 이중사무소금지규정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주소를 달리하는 수인의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수인의 변리사가 운영하는 변리사

사무소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이중사무소금지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형평성의 문제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별도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변호사의 근무가능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① 별도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겸직허가를 받으면 세무법인의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장소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에서 개업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② 변호사 자격만 가진 사람은 이중법률

사무소금지규정에 의해 이러한 근무형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에는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업무 등이 포함되어42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그 직무범위가 다르지 않음에도, 별

도의 자격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고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5) 결어 

생각건대, 변호사법 제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별도의 유사직역 사무실

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문리해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변호사회는 업

무의 전념을 조금이라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내변호사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변호사법에는 명확한 규

정이 없으며,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겸직허가

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법적 차원의 대안이 당장 마련되

기 어렵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지방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에서 사내변호사에게 연간 10건 내의 소송수행

을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타협이며, 개업변호사는 물론 사내변호사회에서도 꾸준히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처럼 해석론과 지방변호사회의 지침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파생될 수밖

에 없는바,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지침정비,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하여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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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7.12.26.>

부칙 <법률 제7032호, 2003.12.31.> 

제2조 (세무사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법연수생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는 때

부터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부칙 <법률 제15288호, 2017. 12. 26.>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

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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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

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0.  본고에서는 각 유사자격 관련 법률에서의 금지제한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만 검토한다. 

41.  ‘유사직역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자격에 의하여 근무하는 것일 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로 근무하

는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보인다. 

42.  자세한 내용은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제2판), 2012,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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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의 유무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이하 대상판결)

DISQUISITION

글 박상흠 변호사

【判決要旨】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정의 적부

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

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

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

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불

리한 처분 등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

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

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을 기속하게 되

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

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

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

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등이 교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그 내부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원

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

냐하면 교원의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하여 다시 불리한 처

분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

이 이에 기속되더라도 그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미칠 뿐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등은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도 없다.  

 

【事案의 槪要】 

사립대학교 법인 원고의 부속 의료원장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의과대학 교원 및 임상 전임 교원)의 

임상 전인교원 겸임 •겸무를 해지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

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해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원고 부속 의료원의 이 사건 시행세칙은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

로 이 사건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다. 이 때 법원이 피고와 판단과 달리 원고 부속 의료원의 시행세칙 중 일부는 적법하고 판단하였을 경우, 

법원이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解說】 

 1) 이 사건 해지1의 경과  
원고는 원고 부속 의과대학교 병원장은 원고 부속 대학교 의료원장에게 2016.1.11. 참

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를 요청했고, 이에 의료원장은 2016.2.25. 시행세칙 제5

조 제1항 제1호와 부칙 2조에 따라 평가기간의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

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여,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으로서 비윤리적 환자 진료

의 문제점, 전공의 교육에 나쁜 영행을 미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겸임•겸무 해지통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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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청심사청구 경과 
참가인은 2016.3.22. 이 사건 해지에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6.1.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따

른 이 사건 해지는 합리적 기준과 수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참가인의 불

이익이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지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3) 소송 경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5.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

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지의 근거규정 중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적법하다.2  피

고는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있으나, 참가인에 대하

여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소송의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서 쟁점사항은 이 사건 해지의 근거규정인 ①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

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②시행세칙 제1항 제2호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논의에 있다.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는 ①과 ②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제1심은 ①은 위법하나 ②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심과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 근거규정인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

심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적법하나 참가인은 위 근거규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

대상이 아닌 점에서 이 사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결정

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요컨대 이 사건 해지를 둘러싼 피고와 법원의 판단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 표시할 수 

있는 바 주요쟁점은 (1) 시행세칙 제1항 제2호의 위법성여부 (2)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유가 법원

의 판단과 다를 경우 법원은 결정을 취소하여 재처분의무를 부과할 필요여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요지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원고의 

내부규칙인 ①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 ② 시행세칙 제5조 제

1항 제2호의 위법여부에 대한 피고와 법원의 견해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각 내부규칙의 위법성 여부 
1)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는 원고의 내부규칙인 ①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  ②시행

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법하나  ②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적

법한 것으로 보았다. 우선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순매출, 순매출증가율, 환자

수, 타병원과 비교한 매출차이 등 병원의 경영에 관한 것만으로써 의과대학 교수가 겸임하는 대학 부속병원

의 임상교수의 임무는 환자수와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등 병원의 영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과대학 학생

부산지방변호사회     111110     제37호 부산법조

1. 제 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 의과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학생에 임상교육에 기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사립 의과대학교수가 대학부속병원에서 임상교수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환자진료를 통해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격

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임상교수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제한하는 면이 있는 점, 연구

교수는 진료권이 없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은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않거나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지는 소청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  시행세칙 제5조(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 

①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은 진료부서 교원의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진료지원부서 교원의 경우 제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분과로 분리된 경우에는 진료

분과로 한다)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  

2.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자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호의 “최근 3년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근 1년간”으로 적용하되 이전 2년간

의 실적을 참조할 수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최근 2년간”으로 적용하되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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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심 제2심 제3심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법 적법 적법 적법

해지사유의 존부 - - X X

결정 / 판결 이 사건 처분 취소 기각 인용 인용

( ① - : 판단누락, ② ×: 존재하지 않음)    



들의 양성, 임상연구를 통한 국민보건 이바지 등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인격권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동 규칙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5. 2. 5. 시행세칙이 개정되기 전

인 2014.1.1.부터 2014.2.28.까지,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진료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시행세

칙이 개정되기도 전의 진료실적을 소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대상인 임상교수들이 예견할 수 

없는 사항을 근거로 겸임해지 등 불리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

다.  반면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대학 부속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

의 해당여부로 대학의 명예와  경영을 침해하여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

로써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평가자가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므로 평가자의 자의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적어 임

상교수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동 규칙을 통해 병원이 존립을 보호하는 이익이 임상교수

들이 겸임해지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2)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판결의 차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은 이 사건 해지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가 적법하다는데 동

일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은 모두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다른 판단

을 한 점에서도 동일한 입장에 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동 규정의 해지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피

고의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 제2심법원은 동 규정의 적법성하다고 판단한 후 동규정의 해

지사유존부에 대해 참가인 교수가 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3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피고 교

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2심 법원은 위법성여부에 대

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나 참가인 교수에게 이 사건 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

고가 내린 이 사건 결정의 결론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처럼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각기 다른 판단을 한 것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처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본 사안과 유사한 사

례에 대해 판결한 참고판례(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 12297판결)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

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라고 설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

처분의무가 있다는 논지의 판례법리가 본 사안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견대립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

립학교법인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가진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속력의 법적 의미4   
1) 기속력의 내용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이 제

기된 경우 관할법원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본안심리를 거쳐서 종국적인 판결을 내

리는데 판결에 따르는 효력 중 기속력이 있다. 기속력이란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용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의미한다. 행정소송법은 판결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0

조에서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제1항에서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

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하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

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속력의 내용은 첫째, 반복금지효, 둘째 결과제거의무, 셋째, 재처분의무

를 들 수 있다.  

 

첫째, 반복금지효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서 행한 과오를 반복하여서

는 아니된다는 법적효력이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반복금지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의 금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다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다른 경

우, 또는 거부사유가 다른 경우 등에는 결론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고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둘째, 결과제거의무 내지 원상회복의무로서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판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위법이 되는 처

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후에 이루어진 대집행 역시 위법하게 되어 처분행정청은 이를 원상회복 시킬 의무를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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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지사유는 ‘진료 및 임상교육등에서의 비윤리적인 행동 등 ’으로서 ① 2007년 ~ 2014년 환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②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전공의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임상교육 중 받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 내용으로써 위 서류들은 시행세칙이 시행된 2015.2.5. 이전의 것이고, 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진

술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해지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강현호, 취소판결에 있어서 기속력의 의미, 성균관법학 제23권 제3호 2011.12.422~423면 참조

03 
기속력과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



셋째, 거부처분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로서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신청에 따른 새

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이는 신청에 대한 거부를 취소하는 것만 가지고는 취

소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처분의무를 취소소송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거부처분이 실체법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가 상대방의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므로, 행정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신청된 그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선고 99두5238 판결).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언제나 원고가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사유가 아닌 새로운 처분사유 또는 당초의 처분사유를 보

완하여 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종

전 거부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로서 종전의 거부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

의 사유는 종전의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을 벗어나는 전혀 새로운 처분사유에 의해서만 거부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거부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5 

   

2)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가 문제된다, 첫째, 주관적 범위로서 기속

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관계행정청이란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

로 또는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처분 또는 부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을 말한다. 둘째, 객관적 

범위로서 기속력은 판결 이유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 따라서 위법사유를 시정한 경우나 처분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결이유에 적시된 위법사유로 한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소송계속 중에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모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소송에서 기왕에 

제시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음

에 그친다. 셋째, 시간적 범위로서 처분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한하여 기속력이 미치며, 그 이후에 생긴 이

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한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 또는 동일한 거부처분을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6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과 학교법인의 제소권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에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권을 부여하였는데 동법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

하였지만(제10조 제2항) 기속의 의미에 관해 논란이 있었는데 첫째, 동법이 교원의 불복제소권만을 규정하

였고, 둘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재임용 특별법’)에서 학교법인의 불복

을 명문으로 배제하였다.(제9조 제1항) 이에 2006년 헌법재판소는 아래 항목을 이유로 들어 교원지위법 제

10조를 학교법인 등의 재판청구권을 불평등하게 제한한 것이라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고, ‘재임용특별법’ 제

9조 제1항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 판시했다.7  

   

2)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학교법인의 제소권 부인)위헌 결정8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일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감독권의 행사로서 재심위원

회의 재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이 정하는 교원지위 법정

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쉽게 긍정할 수 있고, 재심절차에서 교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교원

은 확정적•최종적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교

원이 자신에 대한 불리한 처분의 무효나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학교법인은 이에 

대하여 응소하거나 또는 그 소송의 피고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학교법인이 행한 징계 등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

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심결정의 대상인 불리한 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응소하거나 피고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

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인 교원이 교원지위법이 정하는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포기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학교법인에게 자신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이 적극적으로 징계 등 처분이 유효함

을 전제로 제기하는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절차도 교원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따로 청구

하거나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판결과 재심결정 또는 행정소

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 역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하

다. 그리고 학교법인에게 재심결정에 불복할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사

부산지방변호사회     115114     제37호 부산법조

5.  대법원 1992.5.26.선고 91누5242 판결: 취소사유가 절차 또는 형식의 흠인 경우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

어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다. 

6.  김철용, 행정법 Ⅰ, 2004,655면  

7.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헌가7등 결정, 2006.4.27. 선고 2005헌마 1119 결정. 

8.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헌가7등 결정, 2006.4.27. 선고 2005헌마 1119 결정.



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든가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

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

하여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

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

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위헌 결정의 법적 의미 

헌재결정의 의미에 대해 이경운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불이

익처분이 행정청이 아닌 학교법인에 의해 행해진 사법(私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청결정도 행

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제1차 행정처분이라고 본 것으로 해석했다. 즉,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행정심판

의 재결이라면 그 기속력 때문에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인용재결 때문에 다툴 수 없지만, 행정청 아닌 학교법

인이 한 불이익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9 소청결정을 제1차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1차처

분의 상대방인 학교법인이 소청결정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으로 이

해했다.10      

 

4)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불복제소권 존부 및 징계처분의 행정처분성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제소권에 

대해 전자에게는 있으나 후자에게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의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결정

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철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행정소송의 피고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원처

분을 한 처분청이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11 따라서 법원의 판단대상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는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한 것인지가 판단대상

이 되고 위법사유가 인정되면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원 징계처분을 취소하게 되고 후속절차도 원 징계처

분을 한 처분청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

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

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이 위원회가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피고도 행

정청인 위원회가 되고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를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 30478판결)는 “재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신)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

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했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국립학교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을 가지는

데 반해 사립학교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을 갖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대상도 국립학교는 징계처분인데 반

해 사립학교는 행정처분성을 가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취소소

송 판결의 기속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미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교원지위향상을 위

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한 바대로 사립학교의 처분

을 기속하게 된다. 전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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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원도 교원지위법에 의해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침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3707판결) 

10. 이경운, 교원소청결정의 기속력, 행정법 연구, 2007.8. 382면  

교육 

기관

징계처분의   

행정처분성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행정소송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의 대상
기속력이  

미치는 기관

국·공립대학교   O X X   O 징계처분 국공립대

사립학교법인  X  O  O  X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결정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 인정되는 경우: O, 인정되지 않는 경우: X)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성격 비교】  



5) 사립학교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법원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대상판결이 판단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 12297판결)가 설시하고 있

는 내용은  본고1면에 기재한 판결요지 2와 동일한 데, 핵심내용은 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

에 기속력을 가지는데,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

유에 까지 미치며, ②위원회의 결정이 사립학교 교원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확정

되면 위원회의 결정의 주문과 전제이유에 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어, 법원의 판결

문에서 위원회의 결정문과 다른 판단이유가 있더라고 기속력을 가질 수 없고, ③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

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

의 당부에 대해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 이유는 법원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것이 되어 위원회의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유는 크게 

세가지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한바대로 사립학교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처분성의 성격에 따

라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소송의 기속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만 미칠 뿐 사립학교 당국의 징계처

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12, 셋째, 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처분의무를 가진다고 설시하였는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13은 거부처분에 한정해 재처분의무가 발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도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인용판례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대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 사립학교가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재학생 4인 및 조교 1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 품위유지의무위반)등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

정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원고 사립학교가 징계양정을 하여 다시 재처분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

정을 취소 했다. 인용판례를 두고 학설 상 찬반양론의 대립이 있다.  

 

우선 반대측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결정(해임처분의 취소)을 취소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 형성력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에게는 재처분의무가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확정판결로 취

소되는 경우에만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판례와 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

정이 있는 경우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게 되

고, 참가인 교원에 대한 적정한 징계양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측은 “해임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참가인에 대한 재징계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에서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면 그러한 판결에는 어떠한 형성력이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그

대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기속되는 원고로서는 참

가인에 대한 어떠한 재징계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임기환교수는 ①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처분 등(처분 및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기속력을 인

정하면서(제1항), “거부처분(법문 상 재결은 포함되지 않음)”을 취소하는 판결에만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인정(제2항)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피고에게 재처분의무가 없다고 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② 심사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실질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사립학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 점에서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위원

회의 결정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권자(사립학교)를 기속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재

결’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국공립학교와 달리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원처분’이 되는 구조로서 근본적으로는 

‘재결’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④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 재처분의무가 존재하므로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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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 5673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3누17874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

11829 판결 등 참조 

12.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립대학 당국의 징계처분에 기속력을 가진다. 

13.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

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14.  임기환,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 재처분의무의 유

무”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14, 503면  



사립학교 징계처분의 경우 법원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만 미

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의 오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한 방법밖에 없으므로 찬성측 입장대로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결정도 거부처분과 법적성격을 유사하게 보아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1심과 2심의 견해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처분의무의 존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바 본건을 인용판례 사안과 달리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대상판결의 경우 불이익 처분의 근거규정인 

내부규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상이하였음에 반해 인용판례는 징계사유 

인정여부에 대해 법원은 일부인정되는 것으로 보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

으며,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내부규칙 모두가 위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불이익처분의 근

거로서 내부규칙 중 일부는 적법하나 참가인 교수에게 징계사유의 해당성이 없으므로 불이익처분인 겸임해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동일하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

처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인용판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참가인 교수가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징계양정을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필요

하다는 판단아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즉, 대상판결과 인용판례에서 법원의 기속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등 불이

익처분에 대한 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기속력과 이에 부수되는 재처분의무

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내부규칙 중 시행세칙 제5

조 제1항 제2호의 “대학 부속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의 내용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에 의하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징계혐의자의 징계 예측가능

성을 낮추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 같은 합리적 판단을 법원에서 뒤

집은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위원회 결정의 취소판결에 따

른 기속력의 범위, 재처분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재징계의 가능성에 따라 인용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린 점

에서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연관된 행정소송에서 판결을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해준 상징성 있는 판

결로 평가할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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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상판결의 

평석

행정법원
(취소확정판결)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이 사건 결정)

사립학교법인
(이 사건 처분)

(X)

(0)

(0)

15.  참고문헌: 각주 참고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사립학교 교원소청에서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O: 효력이 미침, X: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국한되고, 교원소청심사위

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사립학교법인의 징계처분에 효력을 미친다. 즉, 대상판결과 인용판례의 핵심법

리는 행정법원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직접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법

적효력이 없으므로, 사립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을 통해 교

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변경시킨 다음 이에 근거해 사립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이다.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여 ‘통행로’가 된 후 해당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의 이용상황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의 회복 여부(적극) 

DISQUISITION 글 이남길 변호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

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

유. 관리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의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제약하기 위한 법리로서 형성. 발전되

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

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

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판시하여, 본고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

54133 판결에서 설시한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대하여 사정변경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의 완전한 소유권 회복 및 이에 기

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인용한 사례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약칭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가.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지번 2 생략) 전 1,642평(이

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70년경부터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여러 해에 걸쳐 매도하였

고, 그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중간 부분을 가로지르

는 길고 좁은 형태인 (지번 3 생략) 전 129평(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0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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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

0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1

1. 대상판결의 판결이유에

서 설시한 사실관계를 그

대로 인용하였습니다.

06



나. 이 사건 도로부지는 택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형태로서, 망인에 의하여 통행로로 제공된 후 아래와 같

이 천호대로 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제2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약 40여 년 동안 계속 분할 매도된 토지

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 거주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어왔고, 분할 매도된 인접 토지들은 

대부분 택지로 사용되어왔다. 

 

다. 이 사건 도로부지는 최종적으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4 생략) 도로 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

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등 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가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남쪽으로 이어져 하나의 도로를 이루어 인접 택지의 진입로 구실을 

하는 이면도로로서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되었는데, 1976년경 피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천호대로가 

개설되면서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이 사건 제1토지보다 남쪽에 위치한 이 사건 제2토지 등과 그 인접 택지 등은 

모두 천호대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 

 

마. 천호대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왕복 10차로로 된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제2토지는 종전에 인접 택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되었던 것과는 그 성상이나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바. 천호대로가 개설되면서 그 부지에 편입된 인접 택지 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협의취득 등의 절차에 따른 손

실보상을 받았으나, 망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

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

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

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

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

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

적인 사정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

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

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

전 이용 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가. 대상판결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이용 상태가 고착화되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통행로로 제공할 당시와는 많은 사정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

공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천호대로부지로 편입된 점, 천호대로가 이 

사건 토지상의 통행로를 확장하거나 그 연장선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천호대로 부지로 편입시켰는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을 형해화시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앞세워 포기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사후적으로 회복할 수 있

다고 판시한 것은 종전 판결보다 진일보한 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2 

 

나. 대상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연구보고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금지되려면 토지 소유자가 토

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제공의

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제공행위’)를 하여야 하고(통틀어 ‘제공’), 그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형성(‘이용상태 형성’)되어야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범위는 결국 소유자가 형성된 이용 상태를 어느 범위에서 수인하여야 하느냐의 문제

로, 이를 제공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까지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통행에 제공하였느냐’라는 문제라

고 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제공의사는 ‘기존 여건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이유는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분할되는 토지들의 통

행로를 마련함으로써 그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에 비하여 천호대로는 왕복 10차로의 서울시의 주

요 간선도로일 뿐이고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형성된 도로를 확장한 것도 아니어서(천호대로는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형성된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다) 종전 이 사건 제2토지의 이용상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천호대로 부지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은 망인의 제공의사와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별개의 공익사업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결국 망인을 상속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천호대로 

부지에 편입된 이후로는 그에 관하여 다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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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법원판결

(대상판결)의 

요지

0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2. 문춘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의 적용, 판례연구 26집 참조 

3. 권순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97호 참조



다. 위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처럼 기존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가진 유용성을 널리 인정하더라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희대 대법

관이 밝힌 ‘일반 공중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

르렀다면 이는 금전적 전보가 필요한 이른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긍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

가지가 되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정하는 ‘사실상의 사도’, 즉 ‘도로개설 당시

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

사에 의하여 타인을 통행한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공용수용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진

다는 점(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참조)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반대의견 역시 

경청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라. 대법원이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대하여 ‘자발성’과 ‘편익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제한해 온 태도에서 더 나아가 대상판결과 같이 배타

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후 해당 토지의 이용 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으

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여,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태도로 

보입니다. 

 

마. 대상판결의 사안은 해당 토지가 ‘통행로’로 이용되다가 공익사업인 ‘천호대로 부지’로 편

입된 사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해당 토지가 비록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보상협의나 재결을 통해 공익사업인 ‘천호대로 부지에 편입’될 당시 사

용보상금이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게 옳으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나 

재결 절차가 없었고,4 이에 위 천호대로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사용보상금이나 수용보상금

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미보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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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보상법상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 당시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인 토지”가 확정되고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참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나 

재결이 없었습니다.

‘포기’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여, 완전한 토지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태도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인 ‘천호대로 부지’로 불법 편입되어 ‘공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보상금이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고(토지보상법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참조5), 또한 장래에 다른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는 토지보상법상 ‘미지급용지’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방법도 없습니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의 평가 참조6).  

 

요컨대,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관계에서도 해당 토지소유

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라고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까지 불

허하였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이

나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법원

이 대상판결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한 결론에 이른 것은 지극

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 한편, 일반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사전보상 없이 공익사업부지로 편입하여 

공도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즉,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

원 2011다27103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

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

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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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토

지의 사용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2조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2조(사용하

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

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므로(대법원 96누5896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천호대로 부지 편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 불과하므

로, 이 사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72조의 사용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미지급용지’를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승낙도 받

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공익사업법상 사전

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2년분의 영농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 착공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해당 토지는 1976년경 공익사업인 천호대로에 편입되어 이후 계속하여 

천호대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만약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면 소 제기 당시에 불법행

위자가 누구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 및 시효진행 여부는 어떠한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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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조국과 검찰 
올해 법조 뉴스의 중심에 조국과 검찰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조국 일가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검찰

은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 조국 사퇴 여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9월 9일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청와대는 “(조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만으로 사퇴시키지 않겠다’. 어디서 한 번 들어본 말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

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신문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국기

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가운데, 기자들로부터 사퇴 의사를 질문받았다. 그

는 이렇게 반문했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요’. 반문했다는 표현은 우 수

석에 대한 언론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하여 청와대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말을 비꼬아 말한 것이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이를 계기로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극한의 대치가 펼쳐졌다. 이 사회에 정의와 공

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국 지지자들은 무수한 궤변을 쏟아냈고, 이 사회를 혼란에 빠

뜨렸다. 자신의 진영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매도했고, 심지어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조국 수호를 외

치는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을 깨어있는 ‘국민’이라고 치켜세우고, 조국 파면을 외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동원된 ‘군중’이라고 깎아내렸다. 흑과 백으로 편을 갈라놓고 조국 수호는 우리 편, 반대는 저쪽 편이라고 몰아붙

였다. 비상식이 화살처럼 날아다녔다. 정의와 공정은 큰 상처를 입고 휘청거렸다. 

 

조국 사태의 본질 
조국 사태의 본질은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였다. 특히 고교생 딸의 의학논문 제1저

자, 의학전문대학원 2차례 유급과 6차례 장학금 등은 결코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기름을 부었던 글과 겹쳐졌다. ‘능력이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

해. 돈도 실력이야’. 정유라가 쓴 글이었다. 조국은 평소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 왔다. 정유라의 글에 대하여 ‘이것

이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촛불로 이어졌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입시 기회는 공평하게 열려 있었다. 조국 딸은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일 뿐이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조국 딸의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하

여 조국은 자신의 딸이 의학논문을 작성할 만큼 ‘영어를 잘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딸의 

제1저자 의학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국 딸이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을 뿐인데 의학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국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사람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였다. 그 대가로 장 교수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

인가.      

또한 의학전문대학원 2차례 유급과 6차례 장학금에 대하여 조국 딸의 지도교수는 ‘조국 딸이 유급을 당해 공부

를 포기하려고 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장학금을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겐 겨우 1차례 장학금을 주었을 뿐이다. 그 후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런 의혹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했다. 법무부 장관은 바로 ‘정의’(jusyice)의 장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조

국을 정의의 장관인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철학입니다’. 

참 씁쓸했다.   

 

조국 수호는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을 검찰개혁의 화신으로 추켜세웠다. 이때부터 조국 지지 여론은 ‘검찰 개혁’으로 불을 지피려고 하

였다. 절정은 바로 서초동 집회였다. 관제 데모라는 인상이 강했다. 어떤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부와 여당

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부르짖었다.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다. 조국 반대는 곧 반개혁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검

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하여 유시민은 ‘검란’이라고 말했고, 여당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칼이 조국 일가를 향하자 청와

대는 검찰을 ‘미쳐 날뛰는 늑대’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성을 잃어가는 듯 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미친 늑대’로 변하고, 죽어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미친 개’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검찰은 늘 미쳐 있었다. 

지금까지 제 정신을 차려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미친 듯이 거악을 척결하는 일을 검찰에게 맡긴 모양이다.        

 

조국 사퇴 
9월 30일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 후 10월 14일 조 장관이 사퇴했다. 법무부 국정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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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하루 전날이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드물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생방송으

로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이 다시 쟁점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조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된다면 정권 지지율이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다. 조 장관 사퇴로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어수선한 정국은 수습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 방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검찰 특수부 폐지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난 그 다음날인 10월 1일 자체 검찰개혁안 1호로 ‘특수부 폐지’를 내걸었다. 

특수부는 특별수사부의 약칭이다. 현재 검찰 특수부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

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

주지검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가 모두 폐지됐다. 부산·인천·수원·대전지검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도 형사4부로 개편되었다.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특수부는 10월 22일부터 ‘반부

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범죄 등 직접 수사를 담

당하게 된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과거 담당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된다. 따라서 조국 일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수부 폐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형사부 간판을 단 ‘숨은 특수부’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를 폐지·축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산·인천·수원·대전지검 4개

청에 신설된 형사부가 모두 ‘공직·기업범죄전담부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설 형사부의 편제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차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인천·수원지검은 옛 특수부처럼 2차장 산하에 신

설 형사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부 폐지 이후 신규로 인지·직접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다단계·유사수신·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 복잡한 경제사건 등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들을 재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는 폐지됐다. 엄밀히 말하면 특수부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돌이켜보면 검찰 역사상 특수부가 최고의 전

성기를 맞이한 시기는 바로 현 정부였다. 현 정부 들어 특수통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현 정부의 검사장 승진자 

36명 중 특수통이 1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김영삼 정부 이래 최다였다. 박근혜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자 35명 

중 특수통은 14명이었을 뿐이다. 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었다. 검찰 특수부는 현 정부에서 죽어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가장 화려한 날을 보냈고, 살아있는 권

력을 수사하면서 간판을 내리는 불운을 겪었다.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폐지 
윤 총장은 10월 4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에 소환하여 조사를 하기 전에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소환을 즉시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공개 소환은 검찰

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기업인 등 공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그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

에 알려주는 것이다. 검찰은 공개 소환을 하지만, ‘포토라인은 언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토라인은 피의자가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서도록 수사기관 출입구 앞바닥에 만들어 놓은 선이다. 주로 노란 테

이프로 삼각형 형태로 만든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면 기자들은 사진을 찍고 입장을 물어왔다. 포토라인 관

행은 취재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4년 이후 25년간 유지돼 왔

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국회의원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은 어김없이 포토라인에 섰다. 언론은 이렇게 말한

다. ‘포토라인을 설치한 건 언론이 맞다. 그러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지 결정하는 건 검찰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 청사 앞에 있는 포토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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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이후 포토라인 문제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 동안 포토라인을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포토

라인은 죄인으로 낙인찍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 동안 논란을 거듭했지만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공

개소환과 포토라인은 결국 폐지됐다.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고, 2호 수혜자는 조국 자신이 됐다. 조국 

전 장관이 11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날 출두한다는 사실을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청사 주변에 진을 쳤지만, 이날 카메라는 조 전 장관의 출석 모습을 전혀 잡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이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원들이 다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 내

부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기습적인 출석 소식을 뒤늦게 접한 30여 명의 현장 기자들 

사이에선 짧은 탄식이 흘렀다. ‘이러려고 공개소환을 금지한 것이냐’.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

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가 아닌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강조했

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가 추진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주목을 받았다. 

 

비공식 티타임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이 포함된 규정을 시행한다. 공개 소환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공식 티타임이 사라진다. 비공식 티타임은 무엇인가. 법조 출입 기자와 검찰 사이에 ‘티타임’이 있었다. 티타임

은 비공식적인 구두 언론 브리핑을 말한다. 기존의 검찰은 사안에 따라 매주 1차례 정도 티타임 형식의 브리핑

을 진행했다. 예민한 사건일 경우 주3회 진행하기도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일 때는 매일 

브리핑이 이뤄졌다.  

주로 특수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티타임을 가장 많이 진행했다. 티타임은 기자들이 수

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검찰이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다. 예컨대 정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기자가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고 묻고, 검찰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는 방식이다. 그러

면 다음 날 ‘뇌물 혐의 수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지는 않지만, 기

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으로 써도 될지 가늠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티타임에서 압수수색 여부나 소환 조사 여부, 주요 피의자 소환 일정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그래

서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해당 기업에서 티타임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검찰의 설명을 듣는 자리이다 보니, 검찰이 수사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하여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런 비공식 티타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검찰의 구두 브리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대기업 관련 수사에 대한 속보성 기사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의 큰 변

곡점, 예컨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결정과 같은 시점이 아니면 언론에 수사 진행 상황이 노출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의 공식적인 브리핑은 누가 하는 것일까.   

 

전문공보관 
법무부는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브리핑 즉 공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

사가 아니라, 전문공보관이 이를 맡는다.  

전문공보관 제도는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다는 것이다.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맡

고, 그 외 검찰청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첫 전문공보관으로 박세현(29기) 

검사를 발탁하였고, 전문공보관 제도는 12월 1일부터 시작됐다.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와 수사관은 개별적으로 

형사사건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하는 범위도 미리 사전에 승인받은 공보자료에 담겨 있

는 내용만큼만 언론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한편 검찰은 조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조사 시간은 밤 9시까지 
검찰은 10월 7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의 심야조사는 자정까지였다. 다만 

피조사자·변호인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등 각 검찰청 인권

보호관이 허가하는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밤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된다. 다만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

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조서 열람은 밤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검찰은 조사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그 다음날인 8일 정경심 교수를 세 번째 소환하여 조사했

다. 오전 9시께 조사를 시작해 정확히 밤 9시께 조사를 끝마쳤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총 12시간 조

사를 받은 것이다.  

법무부도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1회 조사 시간은 총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야 조사의 기준은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로 정했다.     

 

피해자 조사시 변호사 참여 
검찰은 10월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앞으로 피의자,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들의 조사

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139138     제37호 부산법조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변

호인의 조사 참여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증

거인멸,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었다.  

한편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구두변론도 가능해진다. 검찰은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

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서

면 변론을 넘어 직접 구두 변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이나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해 변호인이 사건진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 
법무부가 검찰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11월 8일 보고한 주요 내용은 ‘검찰수사 단계별 장관 사전 보고’, ‘전국 검찰청 41개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등이었다. 법무부 의 청와대 단독 보고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을 합

리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수사 단계별 장관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는 수사 지휘권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규정한 검찰청법에 정면으

로 위배될 수 있다. 법무부가 사전에 보고를 받는 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도록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은 형사부‧공판부를 제외한 각 검찰청의 외사부, 공공형사수사부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

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4곳이 설치된 반부패수사부를 2곳에만 남기는 것도 포함됐다. 검찰 부패수사 역량을 

줄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과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일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사실상 정해졌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불

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울 것

으로 보인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을 정치권이라고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미친 늑

대’라고 부른다. 야당은 죽은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미친 개’라고 부른다. 정치권은 ‘미친 늑대’이거나 ‘미친 

개’같은 검찰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꿈꾸지만, 그것은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비슷하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윗옷을 벗어 흔들면서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정치권의 진짜 속마음은 검찰이 정치화되길 원하는 것은 아닐까. 법무부는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청와대

는 코드가 맞는 장관을 임명하는 한 검찰의 정치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 한, 검찰

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맞는 말이다. 하

지만 조건이 있다. ‘정치가 검찰을 버려야 검찰이 바로 선다’일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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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글 강호정, 박원영 변호사  

1. 형사재심의 증가와 관심 고조 
가. 우리 변호사들 대부분이 형사재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습한 적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들도 마찬가지이

다.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도 그렇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 후 변호사로서 실무를 

할 때도 형사재심사건을 맡거나 상담하는 경험을 하기 어렵다.  

2017년 8월 이후 과거사 피해자 487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대상은 헌법재판소나 대

법원에서 위헌·무효가 선언된 사건(긴급조치위반·1972년 계엄법 위반 등), 특별법으로 재심 사유가 규정된 사

건(5·18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관련 등), 진실과 화해 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등이었다. 한편 이러한 이른바 ‘과거사 재심사건’이 아니라, ‘살인의 추억’(2003년)이라는 영화화된 

사건도 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  

 

나. 우리 형사소송법 제4편은 ‘특별소송절차’라는 제목 하에,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를 두

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약식사건은 형사사건의 대부분이므로, 차라리 특별소송절차라기보

다는, 일반소송 중에 일반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약식절차를 제외한 재심, 비상상고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격적인 판례비평이나 법령해석론이라기

보다는, 필자가 그동안의 법조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판례와 법령을 나름 읽어보려는 것이다. 인상비평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난이 두렵기는 하지만, ‘어느 사회의 살아있는 법은 그 법전이나 법률주석서가 아

니라 결국 그 법령을 집행하는 자의 머리와 그 손에 달려 있다’는 말에 슬그머니 기대보려 한다. 

 

2. 사문화된 비상상고 

가. 우선 실제 사건을 하나 들어본다. 어떤 사람이 1977. 11. 14.경에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

긴 유인물의 제작을 예비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기

소되어, 제1심은 1978. 12. 16.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위 영등포지원 78고합

177 사건), 제2심은 1978. 5. 4.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79노154 사건), 대법원은 1979. 7. 24.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람은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 2009. 6. 16. 위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긴

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소가 아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2. 16.자 2009재노54 결정, 판사 성낙송, 권동주, 유영근)은, “재심청구인

이 구 헌법(1972. 12. 27. 제정,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

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유만 

주장할 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데 불과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

여,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544)도, 유신헌법 제53조

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긴급조치 제9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이 2010. 3.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는 다른 긴급조치 1, 4호 사건들과 병합한 

뒤 2013. 3. 21.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대상결정’)은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

5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나. 위 사건의 재심개시 판단을 보기에 앞서, 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

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따

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때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고 한 제446조 1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이미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

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

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

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긴급조치 제1호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 비록 긴급조치 9호

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지만, 앞서 본 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문과 이유 등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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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비상상고를 낼 이유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위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애써 재심청구를 해야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과

거 인권침해의 일익을 담당한 것을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듯 비상상고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청구한 사례가 드물다 보니, 심지어 비상상고 제

도는 무의미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니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론해 온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논의라고 생각된다. 

 

3. 재심사유의 신규성과 명백성 

가. 재심사유의 신규성 

 

(1) 대상결정은, “(i)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

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

체 결정 등 참조), (ii)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

시 이에 해당한다.”고 한 뒤,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상결정과 같이 같은 날 나온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

명하다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증거는, 유죄 선고의 적용법조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을 담은 공소사실이 아니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관한 것이었다. 또 그 법령이 위헌 무

효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위헌 무효라고 밝힌 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런 어찌 보면 기교적인 수법으로, 그 적용법조인 긴급조치 제9호는 애초 발령될 때부터 위헌 무효였는데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될 때부터 위 재심개시결정까지 약 30년이 흘렀으므로 애초부터 긴급조치 9호가 위헌 무효라는 점

은 재심대상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이와 같이 재심사유의 신규성을 인정한 부분은, 대상결정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위 다수의견은,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

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

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

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이 사건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에 선다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된 때부터 피고인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

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억지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적용법

조가 성립할 때부터 위헌 무효라는 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모를 수 있나 하는 소박한 의문까지 함께 고려

한다면, 대상결정으로 신규성에 관한 판례는 변경되었다고 새기고 싶다. 

위 다수의견은 재심사유가 되는 증거는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청구인에게도 새로워야 하고, 다만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만,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런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의 보충의견(대법관 양승태, 이홍훈, 안대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규정 취지나 법률

심으로서의 상고심과 사실심으로서의 제1, 2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형사사법의 

정책적 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사유에 있어서 사실인정에 대한 평가가 개재될 수밖에 없는 증거의 명백성 

요건에 대한 심사와는 별도로 증거의 신규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그러한 차원

에서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증거의 신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재심사유를 매

개로 하여 사실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한 부적법한 상고이유 주장을 유효적절하게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하였는바, 결국 법원은 사실인정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규성 요건 여부를 판단하고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점(?)은, 결국 재심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는 법원의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법자원

(司法資源)의 효율적 배분이니, 형사사법의 ‘정책적’(政策的) 이념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과감히 구사하면서, 

재심의 문을 닫아걸 수 있고, 아니 닫아걸어야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듯하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

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지만, 이 때도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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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고 하였고, 제425조에서 제420조 제7

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

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법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다수의견이 옳다면,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5호에서도, 위 제7호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옳다. 즉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

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서 제외된다는 등으로 규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제5호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사유는, 재심청구대상 유죄판결이 판사, 검사 등의 직무상 범죄에 의한 경우

로서, 상정할 수 있는 재심사유 중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이 그 직무상 범죄를 유

죄선고를 받은 자가 범하게 한 경우에서조차 아예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다. 검사만이 재심청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도, 제420조 제5호의 재

심사유가, 피고인이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상결정에서 애초부터 그 적용법조가 원시적으로 위헌 무효라는 점을 제420조 제5호의 새로운 증거로 보지 않

고, 그와 같은 위헌 무효 판단을 내린 ‘판결’을 새로운 증거라고 어찌 보면 기교적인 해석을 하였고, 나아가 그 증

거라는 결정도, 바로 대상결정과 같은 날 대법원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는바, 만일 종래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

라면 도저히 도출되기 어렵고, 오히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등 6인의 별개의견

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그 문언상 ‘누구에 의하여’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하

는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그 증거가 법원이 새로 발견하여 알게 된 것임과 동시에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의하여도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해석에 해

당하며, 법적 안정성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위 조항에 정한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의 

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다. 또한, 다수의견이 예정하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신규성이 부정

된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

이 종전 소송절차에서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의하여 판

결확정 후에도 사실인정의 문제에 한하여 이를 재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는, 재심을 청구하는 피고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이 새로이 

발견하여 알게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사실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의 새로운 증거란, 종래 있었던 증거를 그 확정판결 후에야 비로소 발견하

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확정판결 후 새로 생기거나 재심청구인측의 노력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일

반적일 것이다. 유죄의 근거로 된 증인이 과거의 증언을 번복하는 경우거나, 유전자감정결과가 새로 나온다거

나, 화재모의실험 등에 근거한 감정보고서 등이 그 예이다.  

제420조 제5호의 전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경우’보다는, 그 후단 ‘형의 선고

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다. 미

국, 일본에서와 같이 상당한 사형판결들이 내려지고 집행되는 나라에서, 재심청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

고, 몇 차례의 재심청구 끝에 비로소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조차 적지 않다.  

그 대부분이 사형판결만큼은 면하고 싶은 절박함에서 비롯되었고, 실제로 무고한 사람들이 적잖이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한다. 만일 위 다수의견처럼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이 사건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서 제외된다고 해 버리면, 위와 같은 무고한 사건들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전락자백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2015년), 미국의 경우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 미국의 형사 사법’(2014년)이 아주 참고가 되므로, 일독을 권한다.  

 

나. 증거의 명백성 

이제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중 증거의 명백성 판단부분을 본다.  

 

(1) 그 다수의견은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

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

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

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

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와 달리 새로 발견된 증거의 증거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1990. 11. 5.자 90모50 결정 등을 위 법리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

경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등 5인의 별개의견은, “구 증거의 평가 범위를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새로 발견된 증거와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모든 구 

증거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견과 같이 새로운 증거가 무죄 등을 인정할 ‘명

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새로운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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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에 채용한 구증거(舊證據)들 중에서 새로운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

게 관련·모순되는 것들로 그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와 확정판결이 채용한 구증거들 사이

의 밀접한 관련성이나 모순성은 실제 각 사안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무

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각 사안에 따라 새로운 증거와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

거들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였다. 

 

(2) 예를 들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까?  

피고인이 무죄라는 확신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 모두 ‘단

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만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여기서 증명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등이 

아니다. 

이 판시기준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죄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 이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재심청구를 

심판하는 법원에 따라 그 증명도가 달라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원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할 때, 그 유죄는 유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침묵을 명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검

사가 유죄라는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지, 피고인이 무죄라는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유죄판결이 잘못이고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제기된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진행되는 재심공판절

차에서도 그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이런 형사법의 대원칙

이 재심개시청구를 심사하는 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우연히 

어느 때에 재판을 받았다는 사정, 또 그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유죄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못한다. 무고한 사람이나 형사절차의 엄격한 증명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내려진 유죄 판결이 유

지되는 것을 두고,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재심청구만 인정하고(제420조), 형의 집행

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제

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3)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공판절차를 구분하고 있고,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두고 일반적인 공판절차와 같은 재심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재심공판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재심개시절차가 아니다. 

재심개시절차에서는 결국 재심절차를 개시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 심판대상이다. 따라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새

로운 증거를 보태어 봤을 때,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무죄 등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에서는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할 뿐이고, 과연 무죄를 선고해야 할지 여부 등은 어디까지나 재심공판절차에

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판가름되는 것이다. 

 

(4) 다수의견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

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뿐, 그 사실인정에 채

용한 모든 구증거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또 여기서 새로운 증거란, 공소사실이라는 실체적 인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유죄판결에 이르는 공판절차 

등에서 위법한 증거들이 채택되는 등의 절차적 하자 등은 물론, 그 유죄의 근거된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것

들도 포함된다. 

나아가 과연 유죄의 확정판결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인지 여부는, 이 증거가 당초 원판결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야만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판결의 증거판단내용과 그에 

따른 유죄인정과정 등을 먼저 파악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도 판단될 수 있지, 그 역(逆)이 될 수는 

없다. 

 

(5) 재심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피해자의 유전자형 외에 여타 관련 남성의 유전자형

은 검출되지 않았고 정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무정자증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지만, 2004. 

11.경 정액검사 결과 피고인은 무정자증이 아니고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위 정액검사결과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증거로는 재심대상사건 기록상 재

심대상인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증거들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와 검찰주사

의 수사보고 등이 있는바, 위 감정의뢰회보의 내용은 피해자의 체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

타났을 뿐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수사보고는 이러한 감정의뢰회보에 비추어 범인은 무정자증으

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위 감정의뢰회보의 내용과 같이 정액 양성반응이 있으나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는 

무정자증 이외에도 채취한 가검물의 상태나 그 보존 과정 등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자가 소실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만으로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로서 단순히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한 위 수사보고 역시 별다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한 위 정액검사결과는 

위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

는 증거가치를 가지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 범인의 무정자증으로 보인다는 것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애써 피고인이 무정자증이 없으니 범인일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①‘채취한 가검물의 상태나 그 보존 과정 등에

서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자가 소실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② 그 범인이 무

정자증이 아닐 수 있다고 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위 ①, ② 사정 모두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

는 데 사용한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은 원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되고 반박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재심

개시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

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아니라, 재심청구심의 법원이 기록을 읽고 새로운 사실

을 인정하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재심청구인이 유죄라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뭐라고 해도 원 판결에서는 그 범인이 무정자증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

정자일 수밖에 없다(②의 부정). 또한 ‘① 채취한 가검물의 상태나 그 보존 과정 등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하여 정자가 소실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이 제시되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들은 적도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그 유죄확정판결에 그 범인이 A라는 길로 도망쳤다는 인정한 것을 두고, 재심청구인이 A라는 길로 도

망친 것이 아니다는 증거를 내놓자, 이제는 그 범인이 B라는 길로 도망쳤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재심사유

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증거조사절차를 거치고 증거능력

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그 유죄의 증거들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원판결

에서도 범인이 무정자증이라는 명제에 다투어진 적이 없고 이를 기초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이제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재심절차를 개시해서, 범인이 무정자증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심

판해야 한다. 

 

(6) 한편 별개의견은, “구증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나 검찰주사의 수사보고만으로는 범인

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별다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구증거 또는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범인의 침입 경로인 피해자 주

택 난간에서 채취된 지문이 재항고인의 지문과 일치되고, 재항고인의 주거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도구가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이들 증거 등을 위 정액검사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보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별개의견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의뢰회보에다가 구증거들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특히 밑줄 

친 부분의 사정을 들어 재심청구인의 범인성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다수의견보다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

지만, 범인이 무정자증이라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의 한 축이 무너졌는데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여전히 유죄

의 확정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한 판단에는 앞서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의하기 어렵다. 

 

(7) 별개의견은 일본의 유명한 시라토리결정(白鳥決定) 즉 1952. 1. 21.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발생한 경찰

관 시라토리의 사살사건의 재심사건에서의 1975. 5. 20.자 최고재판소 결정이유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 판시에도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일본의 재심사건은 이 시라토리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고 있다.  

시라토리 결정의 요지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바,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란, 확정판결

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고, 그 인정을 뒤집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증거를 말한다고 해석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인지 아닌지는 만일 그 증거가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의 심리 중에 제출되었다

면, 과연 그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도달하였을지 어떨지 하는 관점에서, 위 증거와 다른 모든 증거

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도 재심개시를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생기게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철칙(鐵則)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라토리 결정은 원심의 재심기각결정을 이유를 달리하여 유지한 것이지만, 같은 재판부(기시 세이치 岸

盛一, 시모다 타케소우 下田武三, 기시가미 야스오 岸上康夫, 단도우 시게미쓰 団藤重光)의 1976. 10. 12.자 

사이타가와 결정(財田川決定)은 1950. 2. 28.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

심결정을 뒤집고 환송한 것이다. 이른바 일본의 4대 사형 원조사건 중 하나로, 결국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사이

타가와 결정은,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 판단에서는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일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4. 형집행정지 결정의 의무성 

 

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에서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

였다. 1995. 12. 29. 개정으로,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한 것

에서 변경된 것이다. 

 

나. 그러나 개정 후의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은 위헌의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은 결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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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죄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원판결의 확정력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유

죄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을 전제로 한 형의 집행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적으

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공판절차에서 그 재판부가 그 심리의 필요와 구속재판의 필요성 등이 있다

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구속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은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본 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

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형

의 집행을 구속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1995년 개정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경

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의적 집행정지로 변경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원 등 형사사

법의 집행기관의 번거로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려는 필요성에서 개정하는 것은 옳

지 않다. 

 

라.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5. 형사사건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 (1)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재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그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권 행사를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2) 대법원장에게,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

심개시결정 시에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17진정0744400 17진정

0744500(병합) 형사사건 재심절차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재심절차 진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

정을 지적하면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재항고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개시

결정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근래 거의 모든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항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익재심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익재심과 불이익재심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독일은 당초 재심

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196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즉시항고권

을 폐지한 점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억울한 피고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심의 재판과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사건의 재심

재판과정에서 재심개시 이후에도 계속되는 구금상태는 재심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사실인정의 하자

를 다투는 등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재심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음이 적절히 소명되는 경우 형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5. 법집행기관의 법치주의 존중 

 

가. 법원, 검찰, 수사기관 등에서 법령을 준수하기는커녕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기관편의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로서,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에 의

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법집행기

관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피바람을 일으킨 때가 과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누구는 이와 같은 현상

을 들어, ‘사이비법치주의’, ‘기관법치주의’이라거나, ‘관료법치주의’라고도 빗대기도 한다. 

 

나. 앞서 본 시라토리 결정 등이 내려진 후에도, 다시 차가운 겨울의 시절이 왔다고 하고, 최근에는 1, 2심의 재

심개시결정을 일본 최고재판소가 파기자판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해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웃나라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아니지만 시라토리 결정 등에서 제시

한 기준을 갖고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는 재심 등의 법령 등이나 그 심사기준, 방법,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나,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을 법원과 별도로 두는 등의 제안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적지 않은 오

판이 있다는 것을 직업경험상 겪고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법원 등의 법집행기관을 탓하기 전에 변호사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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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인연 외 1편 
                  류도현 변호사  

 

158       과거라는 이름의 외국 : 2006년, 그 순결하고 
어리석은 날들의 추억  

          고종주 변호사  

196       食無求飽  
          조진제 변호사   

202       에세이 노트  
          황민호 변호사  

218       일본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 
          홍광식 변호사 

238       자아성찰  
          박보영 변호사  

 

242       미술관 기행과 에피소드  
          김백영 변호사  

258       북해도 도동(道東) 나들이 여행기  
          황진호 변호사   

270       청도를 다녀와 중국을 생각하다 
홍광식 변호사 

286       호주, 렌트카와 캐빈을 이용한 자유 여행   
이태원 변호사  

296       2019년 따리(大理) ∙ 리쟝(麗江)등 자유여행기 
황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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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

글 류도현 변호사  

끄덕도 할 것 같지 않았던 박힌 돌마저 

빠져 떠나가려 한다 

 

주저앉혀보려 해도 한 번 흔들려버린 이빨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물줄기 줄어들듯 

인연도 사라져가는 건가 

 

머리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이 헝클어진 넝쿨 속에서 어떻게 

흐트러진 실 끝 찾아내어 매듭지으란 말인가 

 

말라버린 냇가라도 

때가 되면 다시 물이 흐른다 

 

갖다 부을 수도 없고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다 

 

입술 바싹바싹 타들어가도 

천진난만하게 조약돌 던지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다 

 

줄어들다 보면 다시 늘어나는 법 

인연에 있어 끊어짐은 없는 게다 

 

거북등처럼 바싹 말라버려 단절되어버린 듯 보여도 

불씨 기다리는 휘발유통 마냥 숨죽이고 있는 게다 

 

 

2012. 2. 11. 

둘째 돌봐주시던 할머님 

기어이 떠나시겠다는 말에 가슴이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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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

글 류도현 변호사  

품에 안겨 훌쩍거리는데도 

다독여줄 뿐 달래줄 수가 없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별의 고통이라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게다 

 

그러나 이 만큼 키워주고 떠나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통증의 첫 단추 끼워야 할 날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와 버리고 말았다 

 

헐거워진 나사 갈아끼우지 않으면 걷돌고 마는 것처럼 

다한 인연 억지로 붙잡아보아야 오히려 화가 되고 말 게다 

 

한 몸이 되어 험한 산 함께 넘어왔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한 배에 타고 거친 파도 속 그 먼 항해 같이 해 왔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덩치 커지면 허물 벗어야 하는 줄 알기에 

아쉬워하며 떠나보냅니다 

 

벌써 지붕에는 까치 와서 기다린다고 하니 

젖니 빼서 넘겨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012.  2. 12 

손순연 할머님을 떠나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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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라는 이름의 외국 
(2006년, 그 순결하고 어리석은 날들의 추억)

글 고종주 변호사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  
아득한 시간의 저 편 
1. 영국의 작가 L. P. 하틀리는 소설 『중매인』의 첫 문장

을 “과거는 외국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고 

썼다. 내게 있어 2006년은 그다지 오랜 세월의 저편이 

아닌 지금부터 13년 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때 내가 

산 시간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양과 질의 

양면에서, 그리고 속도라는 관점에서,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한다는 느낌이 강렬하다. 그 때문에 나는 시간의 본질

을 ‘순수지속’이라고 한 베르그송의 언명보다는 ‘단절된 

순간의 연속’이라고 한 바슐라르의 판단을 지지한다. 그

러나 그때와 지금은 바슐라르가 말한 ‘순간의 연속’이라

는 고리가 끊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잠

시 살았던 그 나라에는 거기서부터 더 먼 외국이, 기억이

나 회상의 형태로 섞여 있어서, 그날들을 생각하면 마치 

‘희미한 꿈의 그림자(중국의 張潮는『幽夢影』이라는 제

목으로 한권의 잠언집을 펴내기도 했다)’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아득하기만 하다.   

2. 기록상에 등장하는 2006년을 전후하여 나는 부산에

서 그리 멀지 아니한 낯선 곳에서 2년을 지낸 바 있다. 이

제는 외국일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내 생각은 많이도 

어리석었으나 그나마 나를 둘러싼 시대와 자연은 대체

로 순결하였다. 그 덕분에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주로 신

앙과 자연이 주는 위로와 격려로 다스리면서 말할 수 없

이 신산했던 젊음의 출구에서 심하게 허덕였다. 주중의 

낮 시간은 주로 법정과 사무실에서, 나머지 시간은 때로

는 부산과 울산 사이의 길 위에서, 때로는 장산과 옥동

의 숲속이나 바닷가에서 보냈다. 지나고 보니 아득한 시

간의 저편이 되어버린 그 세월은 내게 축복이었고, 당시

는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과 자연이 큰 품으로 나를 

껴안고, 그 속의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내 곁에서 재잘댈 

때, 나는 그에 감사하여, 늦은 밤에 불을 밝히고 손으로 

몇 자의 글을 끼적거리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그 결과물 

중의 정말 작은 일부가 아래와 같은 기록이다. 재판과 일

에 대한 느낌도 더러 오갔지만 그것들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였다.  

3. 그 즈음에는 마치 숨을 쉬듯 글을 썼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글을 쓰지 아니하면 하루를 지울 수가 없었

고, 또 하루를 편안히 내게서 떠나보낼 수가 없었다. 제3

자를 위한 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글을 그렇게 쓰고 

나면 나는 또 가끔 그걸 꺼내 읽으면서 옹이가 된 낡은 

시름과 상처를 잊고자 하였다. 돌이켜보면, 이는 내게 주

어진 크나큰 은총이었고, 노경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통

과의례였으며, 오랜 시름과 상처에 대한 보상이었다. 말

하자면 옥동 숲과 장산의 그 수많은 나무와 풀, 꽃과 새, 

나비, 다람쥐, 맑은 바람, 개울물, 그리고 송정 바다 등 이 

같은 자연과 그 품속의 아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

께 누린 그가 나를 살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때 내

가 쓴 글들은 저 무심(無心)하고 무구(無垢)한 내 벗들

에 대한 헌사(獻辭)이자 찬양이기도 하다.  

 

2006. 1. 7.  
- 먼 산의 저 지친 어깨 
창밖으로 길게 누워 흘러가는 완만한 능선은 유장한 진

양조 가락의 장단에 맞추어 너울거리는 듯하다. 하늘은 

흐리고 눈이라도 내릴 듯. 음산한 겨울 하늘 아래 풍경은 

숨을 죽이고 있다. 다시 시선을 수습하여 먼빛으로 산줄

기를 바라보면 능선은 또 서서히 세마치 춤사위로 우쭐

거리며 하늘 끝으로 아득히 사라져 간다. 소로우는 말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리하기보다는 놀랍

고, 유익하기보다는 아름답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용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즐길 수 있는 것

이야 한다”고. 에드워드 애비는 말한다. “자연에 대한 우

리의 사랑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사랑에 우리

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와 같이 자

연은 분명 우리의 벗이자 삶의 믿음직스런 동반자이어

야 한다. 오후 4시가 가까운 지금, 책상 앞에 앉아 먼 산

의 지친 어깨를 측은한 듯 바라보면 함께 살아가야 할 저 

나무와 풀들의 다소곳한 모습에 정이 간다. 아울러 어제 

저녁 두어 시간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웬델 베리의 

『나에게는 컴퓨터가 필요 없다』는 책을 읽으며 메모 형식

으로 적어둔 몇 자의 글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생각

을 일으키는 짧은 글이 곁에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다. 

 

2006. 2. 15.  
- 향기로 오는 봄비 
이른 봄비가 내린다. 봄비는 소리보다는 느낌과 냄새로 

온다. 몸이 먼저 알고 날궂이를 한다. 창을 열면 사각사

각 배 깎는 소리가 들린다. 창 곁으로 살금살금 누군가 

걸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창을 

닫으면 소리는 아득히 멀어지고 편안하고 나른한 잠이 

몰려온다. 지난 해 봄에 사 둔 천리향은 두어 달 전 한겨

울에 가지 끝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여 놀랐는데, 지

금까지 그대로다. 필까? 말까? 까다로운 이 꽃나무는 어

지간히 속을 태운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아주 오랜 시간

을 걸어오는 천리향의 향기를 진득이 기다려보기로 한

다. 봄의 전령이라고 믿고서. 그러다가 드디어 얼굴이 터

져 향기가 폭발하면 나는 그에 취하고, 봄에 취하고, 흘

러가는 아쉬운 세월에 취하리라. 

 

2006. 2. 26.  
- 능선, 흘러가는 내 생의 여정    
잠든 미인의 눈썹 같은 모습으로 겹겹이 가로누워 있는 

능선을 사무실 창을 통하여 아침 시간에 조용히 바라보

면, 내가 살아온 생의 여정이 눈앞에서 서서히 흘러가고 

있음을 느낀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시

간의 곁을 스쳐 지나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마치 키 재기를 하듯 아이

들이 이쪽저쪽 어머니의 등 뒤에서 몸을 숨기고 얼굴만

을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살피는 듯한, 크고 작은 산줄기

의 늠연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얼굴을 한, 참 많은 세월을 내가 지나왔구나, 하는 

생각도 떠오른다. 가까이 있는 산들은 손에 잡힐 듯 모습

이 생생하지만 뒤로 갈수록 표정이 점점 흐려져서 먼 하

늘 속으로 아예 사라져가는 것 같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

이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하게 깜박이는 모양새로. 오가는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법원은 한동안 어수선하였으나 

수면에서 일렁이던 물무늬가 가라앉듯 이제 모두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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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히 제자리를 찾았다. 봄이 오는 숨소리가 귓가에 가까

이 들린다. 법원 정문 입구 양편의 벚나무 가지에 꽃눈이 

마디마다 도도록이 부풀었다.  

 

2006. 3. 1.  
- 꽃피는 바다의 경계면   
바다는 45억 년의 청춘이다. 언제 만나도 그 당당하고, 

눈부시고, 신선하고, 발랄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에서 알베르 카뮈는 “바다에서의 아침은 세상의 처음

을 보는 것 같다”고 했던가. 거기다가 오늘 아침, 송정바

다는 수평선 위에 높이 떠오른 태양빛에 화답하여 저 사

막 같은 망망한 물의 평원 위엔 은빛 나비 떼의 군무(群

舞)가 한창이다. 눈이 부셔 눈을 뜨지 못할 지경이다. 

“햇빛 비치는 바다, 나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부른다”고 

한 아르투르 랭보는 아마도 저 광경을 목도했음이 분명

하다. 아이스킬로스는 이런 바다풍경을 “파도가 터트리

는 수만 개의 웃음”으로 표현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자신의 서실(書室) 전면, 한지 바른 용자(用字)창에 노

란 햇빛이 들자, 마음이 움직여, “소창다명 사아구좌(小

窓多明 使我久坐)”라는 한 구절을 얻었다. “작은 창에 

밝은 햇빛이 드니,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한다”는 

뜻이다. 눈부신 바다를 마주 하자 내게도 선물처럼 추사

의 운(韻)에 기댄 한 구절이 떠올랐다. “창해만광 사아

구좌(滄海萬光 使我久坐)”가 그것이다. “푸른 바다에 

햇빛이 가득하니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한다.” 바

다는 하나의 선과 두 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단

순한 구도이지만, 그러한 단순함이 우리를 감동하게 한

다. 시인 정현종의 표현을 빌면, 바다는 세 가지 만남을 

표상한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 바다와 바람이 

만나는 파도, 바다와 뭍이 만나는 해변이 그렇다. 아름다

운 경계면을 이루는 이 낭만적인 세 가지 표상은 우리들

로 하여금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른한 이국

적인 정조(情調)를 환기한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일말의 

페이소스(pathos)에 젖게 한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 나도 누군가의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다는 자존

(自尊)의 자각을 얻었던 그 해 4월.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우리는 무슨 연유에선지 송정바다를 향한 첫

걸음을 하였다. 남녀 두 사람이 바다 앞에 서거나 바다를 

마주보고 앉게 되면 아주 그럴 듯한 하나의 의미 있는 풍

경이 태어난다. 그날도 오늘처럼 저렇게 눈부신 햇빛에 

한껏 설레기만 하는 송정바다를 아득한 표정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둘은 나란히 모래밭에 퍼더앉아 마치 동화 

속의 철없는 아이들처럼 손으로 모래를 헤집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때 기준으로) 한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의 손이 모래 속에 숨어 있던 그의 손과 

우연히(?) 부딪쳤던 것이다. 감전(感電)이었다. 나는 소

년시절, 풀을 베고 나무하느라 손에 남은 여러 개의 상처

가 너무도 부끄러웠으나 그는 오히려 그걸 보고 애처로

워하였다. 생후 3주 만에 익사(溺死)의 위기를 간신히 

면하고 살아 돌아온 장소가 또한 바다라는 이야기도 나

누었던 듯하다. 뒷날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손을 잡았

으니 돌이킬 수 없었다(스물 한 살의 그 순진한 사람은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배웠다고 했다)”고 하였다. 두 사

람의 인연은 마침내 한 방향의 길 위에 서게 되었다. 바

다는 먼저는 내 생명의 끈이었으나 그날 이후로 바다는 

내 남은 삶의 운명이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기나긴 

행로의 끈이 되었다. 바다는 나의 어머니이자 나의 고향

이기도 하다. 좋은 일이든 궂은일이든 세상 파도에 마음

이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또 다른 파도가 이

는 저 바다 앞에 선다. 바다는 천의 얼굴과 천의 마음, 그

리고 천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그때마다 사정에 맞는 

처방을 내게 일러주었다. 그리하여 바다를 떠나 삶의 한

복판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느 새 내 속에 일렁이던 물

결이 잔잔히 가라앉아 있음을 느끼곤 했다. 이로써 나는 

“바다(또는 항구)는 생존경쟁에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

는 매혹적인 안식처”라고 한 보들레르의 말이 단순한 수

사(修辭)가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다.  

 

2006. 3. 3.  
- 강물처럼 살아 숨 쉬는 문장 
아름다운 문장은 힘이 세다. 세상을 움직인다. 아름다운 

문장은 바깥에도 있지만 그대 안에 있는 경우도 많다. 아

름다운 문장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아

름다운 문장을 찾아서 읽고, 외우고, 쓰고, 생각하라. 그

들을 딛고 그대의 세계를 새로이 구축하라. 단순한 아름

다움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아

름다움의 세계 말이다. 김훈의 문장, 정현종의 문장, 장

석주의 문장, 김선우의 문장, 이성복의 문장……. 이들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장에서는 향기가 있다. 긴장이 있

다. 침묵이 있다. 그림이 있다. 음악이 있다. 빈 공간이 있

다. 흡입의 매력이 있다. 산문이지만 죽 달아 읽지 못한

다. 울림 있는 3음보, 4음보의 리듬이 살아 움직이는 그

들의 문장은 나를 숨 쉬게 하고, 눈뜨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그대의 문장은 어떠한가? 육성을 

실어라. 그대의 피와 살과 숨을 불어넣어라. 체취를 문장

에 실어라. 짧게 끊어 쓰다가, 때로는 길게, 유장한 강물

의 흐름 같은 멋스러움을 끼워 넣어라. 이야기를 얹어라. 

생생하게, 눈에 띄게, 사람들의 삶을 그대의 글에 옮겨 

실어라. 기쁨과 슬픔을, 아픔과 회복을 함께 태워라. 결

국에는 소망과 기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 그대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

이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문장을 써야 한다. 바닥에는 사

랑의 보료를 깔아야 한다. 거기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쉬

어 갈 수 있도록. 대저 사랑 없이는 비도 내리지 아니하

고, 사랑 없이는 봄도 오지 아니하고, 사랑 없이는 꽃도 

피지 아니하는 법. 사랑은 만물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러므로 그대는 사랑을 노래하라. 생각과 뜻을 이야기 하

되 이를 장미의 향기에 실어라. 그대의 글은 사람들의 가

슴 속을 파고들어 바로 그곳이 긴 세월을 떠돌다 귀환한 

고향인 듯 오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령과 같은 것이

어야 한다. 그런 글을 써야 한다!  

 
2006. 3. 12.  
- 대책 없고 슬픔뿐인 사랑 
봄은 잿빛 배경을 밝히는 노란색의 폭발로 시작한다. 집

주변에 산수유의 노란 꽃이 활짝 피었다. 몇 걸음 걸어 

내려가면 산책로 울타리에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트렸

다. 어제 오전 구곡산 등산길에서는 오리나무 잎이 피려

고 연두색 잎눈이 수피를 들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까르푸 매장에서 등산 모자를 23,000원

에 하나 사서 쓰고, 수영로도서 쪽으로 걸어오면서 그곳 

도로변에 서있는 모과나무 가지에 속잎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이윽고 봄이 화려한 

부활의 잔치를 벌이려나 보다. “당신에겐 모든 것이 미

안합니다. 아름다운 바다, 눈부신 태양도 당신이 곁에 없

어 적막합니다. “이런 전언(傳言) 끝의 회신. “잘 다녀오

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사랑

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언제나 대책이 없고, 슬픔뿐이

다. “차라리 만나지 말았을 것을”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투덜댄다. 천년을 함께 있어도 어차피 한번은 이별하여

야 한다는 우리들의 운명을 탓해야 하나. 거기다가 아이

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에 눈물이 고인다. 슬픔이 나

를 압도하면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여 숨이 막힌다. 무너

지지 않는 것이 기적 같다. 무력한 내가 원망스럽고 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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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기다가 내 속에는 맹수 한 마리가 늘 살아있어 밤

새도록 나를 물어뜯는다. 지난 해 시작된 이 질기고 억센 

공격을 아직까지는 이길 도리가 없다. 무슨 스트레스가 

이리도 질기게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단 말인가.  

 

2006. 3. 16. 
 - 후줄근히 비에 젖는 산천 
비 내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산야(山野)를 후줄근히 적

시는 봄비다. 집을 나서자 우산 위에 또닥또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정겹다. 빗방울에 피부가 터져 물씬 풍겨나는 

향긋한 흙냄새. 수피(樹皮)와 나뭇잎에 튀는 요란한 빗

소리. 우두커니 서서 속수무책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저 

나무들에게서 풍기는 습하고 상큼한 냄새. 어느 새 신발

과 바짓가랑이를 젖게 하는 빗줄기의 해찰. 그러나 소곤

거리는 봄비를 헤치며 길을 걷는 것은 로맨틱하다. 

 

2006. 3. 20.  
-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봄 
봄이 온다. 부활의 봄이 나뭇가지에, 풀잎에, 부푼 땅에, 

팽창하는 대기에, 은근히 웃는 바닷물 위에 서서히 얼굴

을 드러낸다. 갓난아기의 젖꼭지 같은 움들이 나뭇가지

에 오종종하게 맺혀있다. 매화, 목련, 산수유, 개나리에 

이어 이젠 벚꽃이 크게 한숨을 토하면서 봄날의 해맑은 

하늘의 품속으로 달려 나와 안기리라. 오, 그리하여 사

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영혼에도, 삶에도 그런 봄이 

속속들이 스며들리라. 봄이 피어나리라. 봄의 노래가 강

물처럼, 저 송정 해안에서 춤추는 바닷물처럼 출렁이리

라. 사랑이여,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우리를 위한 

봄이 바로 여기 당도해 있으므로. 아름다운 이 봄날에, 

우리 또한 저 자연의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고, 뛰고, 노

래하며,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2006. 3. 21.  
- 산과 들에 만개((滿開)한 당신의 평화 
춘분. 완연한 봄이다. ‘봄’이라고 발음하면 벌써 입안에

서 꽃냄새가 나고 부드러운 바람이 인다. 몸에는 따스한 

기운이 생겨난다. 여름은 열매에서, 가을은 거둔다는 말

에서 연유하였다는데, 봄은 대체 어찌하여 봄인가. 무엇

을 보라는 말인가.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풀잎들의 힘을 

들여다보라는 말인가. 단단한 수피(樹皮)를 뚫고 아우

성처럼 일제히 터져 나오는 나뭇잎들의 푸른 의지와 소

망을 지켜보란 말인가. 그도 아니라면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으로 만물이 파스텔 톤의 아련한 꿈속에 잠기는 생

명의 축제를 향유하라는 말인가. 몇 달을 칩거하였던 방

안에서 바깥을 뛰쳐나와 눈부신 햇빛과 풀린 시냇물과 

나뭇가지 위의 새들과 아른거리는 아지랑이의 무도회에 

참석하여 살아있음의 기쁨을 만끽하라는 말인가. 오, 나

를 지혜로운 가슴으로 안으시고 부드러운 눈길로 지켜

보시는 당신이여, 세상의 그 어떤 무시와 굴욕과 폄하가 

당신만 하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로서 마땅히 그 만분의 

일이라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나 나는 당신

의 있음으로, 당신이 내게 오심으로, 세상을 다 얻었나

이다. 오늘의 이 평안은 오직 당신의 것이나이다.  

 

2006. 3. 28.  
- 흐르는 세월에 일렁이는 꽃구름 
꽃이 피고 지는 사이에 세월은 간다. 매화, 산수유, 개나

리, 목련이 졌다. 오늘부터 벚꽃이 봉오리를 열기 시작

하였다. 머잖아 일대가 온통 분홍 꽃구름으로 일렁이리

라. 라일락도 꽃봉오리가 맺혔다. 지난 가을에 사다 둔 

재스민의 잎이 모두 지더니 새 봄이 되자 잎이 다시 났

다. 옷을 새로 갈아입고 며칠 전 드디어 꽃이 두 송이 피

었다. 신기하게도 한 송이는 흰색이고, 다른 한 송이는 

보라색. 한그루의 꽃나무에 두 가지 색의 꽃이 피다니. 

이런 조화도 가능하구나. 자연의 비밀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

고 들여다보면 온갖 진기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꽃의 계

절이다. 연중 대략 70% 상당의 꽃이 핀다는 호시절이

다. 돈이 아니더라도 부자로 살 수 있는 좋은 날들이 계

속된다. 세상을 다 가진 듯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하다. 

비록 생의 아픔과 그늘을 모두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

도 지금 같이 햇볕은 따스하고, 바람은 맑고 향기로우

며, 온갖 꽃송이로 아름다운 때는 그런 시름들은 잠시 

잊을 수는 있다. 그렇게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

생이 아니던가.  

 

2006. 3. 29.  
- 일상(日常)은 시간의 선물  
오늘은 새날이다. 어제의 나는 죽었고 오늘 나는 다시 태

어났다.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것이 아니고 공기도 밤도

와 새롭게 생겨난 새것이다. 하늘과 땅도 새로운 것이

다. 내게 어제는 없다.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오늘의 

성찬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제 죽었으므로 시

간과 함께 사라져간 나의 과거를 묻어야 하고 지워야 한

다. 지나간 실수, 지나간 잘못,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

은 모든 죄들, 나를 힘들게 하던 슬픔과 괴로움, 모멸감

과 굴욕감, 이와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내 기억의 숨 

속에 남아있는 먼지 같은 이물질들을 새 아침의 신선한 

공기 속으로 모두 뱉어내야 한다. “눈 위에 기침을 하자”

는 김수영의 절규처럼, 그러고는 새사람으로 하나님 앞

에 서야 한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나 평판이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서도 아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노예

가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종이 될 뿐, 어떤 사람에

게도 예속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성

품과 기질은 사랑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에 이를 귀하게 여길지언정 부끄러워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라. 하나님이 사랑하

시는 자로써 숨 쉬고, 말하고, 사랑하고, 일하여야 한다. 

사람으로서 그 누가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

단 말인가. 깊고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나는 밝고 환하게 웃으며 순간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할 일이다. 간밤은 단잠을 잤다. 

크고 아늑한 날개그늘 아래 숨어 있어 그 어떤 세상의 

바람도 나를 헤집어 놓을 수 없다. 오늘 이와 같이 내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토록 아름다운 환경

을 펼쳐 보이시니 나는 기꺼이 사랑에 의한 이 천혜의 시

간과 자연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리라. 지금 바로 내 곁에

서 깊고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분과 더

불어 나는 행복하리라. 오늘 하루를 향기로운 꽃으로 가

꾸어 기꺼이 헌정하리라. 

 

2006. 3. 31.  
- 소라처럼 이동하는 우리들의 주거  
우리 집은 주말에는 부산에 있다가 주중에는 울산으로 

이동한다. 금요일 오후에는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위에 있고, 월요일 아침에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는 길 

위에 있다. 어떤 휴일에는 영남알프스의 깊은 산 중에 자

리를 잡는다. 건물은 집이 아니다. 우리 두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집이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우리 두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이다. 우리 부부에게 건물은 큰 

의미가 없다. 두 사람만 있으면 그곳이 길 위든, 산 중이

든, 바닷가든 우리는 거기 머물러 살림을 시작한다. 두 

사람이 곧 하우스요, 홈이다. 소라처럼 우리는 이동하는 

집이다. 오늘, 우리들의 소라는 울산 옥동 숲 언저리 법

원 관사에 머물고 있다. 아름다운 기도의 처소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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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성큼 다가왔다. 수피를 찢고 새잎이 터져 나오는 소

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듯하다. 잎이 피면서 그 아우성으

로 숲속에 그들의 신선한 체취가 낭자하다.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여야겠다. 저들 곁으로 다가가야 하리라. 나

무와 풀과 새와 벌레들의 숨소리, 그리고 그들이 몸을 

뒤척이고 이리저리 바장이는 소리를 귀에 담아 오리라. 

머잖아 푸른 옷소매를 늘어뜨리게 될 나무들의 부산한 

움직임 또한 장관이리라. 숲의 한 식구로 우리 또한 그

들과 함께 숨을 섞으며 도란도란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

고받으면 어느새 한식경이 지나가리라. 봄의 한가운데 

어디쯤 우리의 소라를 옮겨놓으면 이윽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봄빛에 흥건히 젖어 연두 빛 풀물이 들까. 

 

2006. 4. 1.  
- 벚꽃, 천년을 반복하는 부활의 축포 
오늘 아침 드디어 벚나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울산 법

원 입구 양편에 화려한 꽃길이 열렸다. 빵빵 풍선 터지

는 소리를 내며 마치 갓난아기가 주먹을 펼치듯 여기저

기서 꽃봉오리가 앞을 다투어 열리기 시작하였다. 자연

의 마술이다. 저 위대한 부활의 축포 소리를 들으며 나

는 삶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올해도 저들은 수줍은 듯 발그레한 볼로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까. 활짝 웃는 꽃들의 웃음소

리, 새들이 떼 지어 몰려와 와글거리는 소리, 강물이 굽

이치며 흐르는 소리, 피도가 해변에서 부서지는 소리, 북 

치고 장구치고 소고치는 소리, 일대는 온통 떠들썩한 잔

치판이다. 진정 호시절이구나. 나는 이런 꿈같은 때를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과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2006. 4. 4.  
- 목덜미에 서늘한 저 비릿한 꽃잎  
온종일 봄비가 내린다. 만개한 벚꽃 구름을 헤집는 빗방

울이 내 목덜미에 떨어지는 듯 선들선들하다. 저러다가 

채 피기도 전에 꽃이 모두 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벚꽃 

밑에 서면 피 냄새가 난다. 무쇠같이 검고 탄탄한 나무 

등걸이 비에 젖어 더욱 검어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 빗

줄기에 파들파들 떠는 꽃잎이 애처롭다. 창가에 말없이 

붙어 서서 비에 젖는 흐릿한 산천을 바라본다. 창틈으로 

비를 몰고 다니는 바람소리가 들린다. 먼 바다의 파도소

리 같다. 유리창에 부딪쳐 사선(斜線)으로 흘러내리는 

빗물, 빗물, 빗물.   

 

2006. 4. 8.  
- 잠포지의 기적, 벌레가 비단이 되다 
누에의 한살이는 경이롭다. 그는 우선 살찐 뽕잎을 쉴 새 

없이 먹고 거듭 잠을 자면서 먹은 것을 삭힌다. 그러고

는 비단실을 토하여 고치를 만들어 번데기가 되어 그 안

에 자신을 가둔다. 오랜 칩거 끝에 비로소 눈부신 명주

실이 끝도 없이 풀려나온다. 누에는 네 번 허물을 벗고, 

다섯 잠을 자고 나야 입에서 실을 토하여 둥근 고치를 

짓고, 그 안에 숨는다. 누에고치 하나에서 풀려나오는 

명주실의 길이가 자그마치 1,200m∼1,500m. 고치 안

에서 머무는 날은 10일∼15일. 번데기의 피부가 등 쪽 

가슴께에서 갈라지면서 나방이 나온다. 나방은 입에서 

알칼리성 액체를 토하여 고치를 녹여 구멍을 내고 밖으

로 나온다. 알 → 애벌레 → 번데기 → 나비(나방)로 변

태를 한다. 45일을 한평생으로 누에는 이렇듯 뽕잎만을 

먹고 산다. 비단실의 굵기는 0.02mm. 참으로 신비로운 

우화(羽化)의 삶이 아닌가. 누에의 드라마틱한 한생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한다. 잠포지(蠶布紙)

에 찍힌 겨자씨만한 까만 점 하나가 나뭇잎만을 먹고 누

에가 되고, 여러 차례 잠을 깨고 하면서 입에서 토한 가

늘고 질긴 실로 집을 짓고 오랜 시간 그 안에서의 침묵

을 거쳐 마침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른다. 환상적

이고 극적인 변신의 연출이 아닌가. 일생 자체가 그대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다. 맥클리쉬는 나무를 두고 하나님

이 쓰신 시라고 감탄하였지만, 나비의 탄생은 그보다 한

층 더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시다. 이를 들어 에머슨은 

“경험이 사상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뽕잎이 비단으로 변

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안톤 

체홉은 나비의 한살이를 인간 현실에 빗대어 “자연에서

는 혐오스런 번데기가 찬란한 나비로 변신하지만 인간

사는 이와 반대로 찬란한 나비가 혐오스런 유충으로 바

뀐다.”고 탄식하였다. 동일한 사상(事象)을 앞에 두고

도 사람의 착상은 이렇게 다르다.  

 

2006. 4. 12.  
- 소로우를 사숙(私塾)하다 
이곳에 와서 구입한 책이 벌써 100권이 넘는다. 그 중 3

분의 2쯤은 읽었고, 어떤 책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읽기

도 했다. 통근 시간이 줄어 그 시간을 독서시간으로 이

용할 수 있어 좋다. 주로 신앙서적과 시집, 자연의 아름

다움을 소재로 한 산문을 읽었다. 유진 피터슨 목사의 

600쪽이 넘는 최근의 저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는 시

적인 상상력과 주(主)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글이었다. 목사의 영성시리즈로 4권

이나 더 출간된다니 기대가 된다. 소로우의 글은 읽을 

때마다 좋아진다. 강승영이 번역한 『월든』도 좋지만, 나

로서는 그보다는 부담 없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자유로

이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윤규상 번역의 『소로우의 일기』

가 더 마음에 든다. 그의 다채로운 은유의 세계는 끝도 

갓도 없다. 무궁무진이다. 사물로 가득한 에세이는 관념

으로 흐르는 글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 좋은 시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산문은 은유의 힘으로 넘친다. 소로

우의 글이 바로 그렇다. 레이철 카슨, 알도 레오폴드, 웬

델 베리의 자연 에세이도 그만이다. 국내에서는 법정스

님의 글이 쉽고 맑고 향기로워서 자주 펼쳐들게 된다. 바

람소리와 물소리와 새소리뿐인 산중에 홀로 거하면서 

오죽하였으면,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

라를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였을까. 많은 사람들의 손

에 그의 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의 글귀가 

있어, 그러한 글과 정신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리하여 비온 뒤 건넛산에 아름다운 무지

개가 걸리듯 눈물 젖은 그 눈에 삶의 기쁨이 용솟음치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떠오르게 한다

면, 그런 시인이나 작가는 몸은 떠나도 아주 간 것이 아

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정신과 글은 영원히 살아

남아 어느 순간 남은 자들의 입술에서, 손끝에서, 다른 

몸을 입고 화려하게 부활한다.  

 

2006. 4. 14.  
- 침실을 훔쳐보는 도둑  
한밤중 잠을 자다가 누군가 창문으로 빤히 방안을 들여

다보는 느낌에 깜짝 놀라 잠을 깼다. 새벽 2시 26분. 범

인은 달이었다. 바로 음력 3월 16일의 둥글고 밝은 달. 

그 달이 옥동 숲 위에 높이 떠서 아파트 20층의 바깥창

과 방문 창을 두 번씩이나 통과하여 두 사람이 잠을 자

는 방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아름다운 봄

밤에 달은 저렇게 도둑처럼 남의 침실을 엿보아도 좋다

는 말인가. 잠든 나무들의 숨소리로 가득한 숲속에는 날

개 속에 부리를 묻은 새들과 낮 시간 쉴 새 없이 촐랑거

리고 뛰어다니느라 지친 다람쥐와 나무줄기를 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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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내리며 웅웅거리던 벌레들이 지금쯤 흥건한 달의 향

기에 취해 동화의 세계에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요정의 

꿈을 꾸고 있으리라. 우리를 훔쳐보다 들킨 달은 미안은

커녕 저 혼자 깔깔거리며 창턱을 넘어 바닷물처럼 흘러

들어와 거의 두 시간이나 방바닥을, 침대를, 사람의 얼

굴을 노랗고 부드러운 비단 손길로 어루만지면서 온통 

휘젓고 다니더니 어느 순간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슬그

머니 창턱을  넘어가고 말았다. 도둑이 남기고 간 꽃가

루 같은 생각들로 한참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서늘한 숲의 향기가 

파도처럼 방안으로 밀려들고, 침실에서 도망친 달은 어

느 새 우측 하늘로 자리를 옮겨 잠든 땅을 지긋이 내려

다보며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2006. 4. 15.  
- 존재의 우물인 나의 유년 
루이즈 글뤼크의 말대로 “우리는 세상을 단 한 번, 어린 

시절에 본다, 나머지는 기억이다.” 특히 내가 인생의 지

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선물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

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어느 사제의 기도가 생각

난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고 했으니 “말하라 기억

이여!” 라고 외친 블라드미르 나보코프처럼 나 또한 기

억 속에 저장된 내 유년의 유산은 무엇일까 하고 더듬어

본다. 설날, 옷고름, 대님, 처마, 연, 고구마, 감자꽃, 뽕나

무와 오디, 삐빗순, 늦가을 가지 끝에 까치밥으로 달린 

홍시 몇 개, 모시풀, 우물, 그 곁의 앵두나무(마치 노래의 

한 소절처럼 무성하던), 하얀 고무신, 평상, 남쪽나라를 

북국으로 만들던 기적 같은 흰 눈, 수평선, 양철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아득히 펼쳐진 보리밭, 소, 모깃불, 찔

레꽃, 벼가 익어 넘실거리는 들판, 따가운 가을 햇발에 

튀어 오르는 메뚜기 떼들, 하얀 속옷을 펼쳐 보이며 날

아가는 버마재비, 논두렁 밑 돌 틈에 내리는 살찐 참게, 

순항선, 지게, 최영 장군 사당에 핀 겹벚꽃, 갯가를 훑으

며 바구니가 넘치도록 주워 담던 그 수많은 고둥들, 등

짐지기, 나무하기, 풀베기, 내가 알던 소녀, 소월시집, 외

할머니, 인권이 삼촌, 학원 잡지, 빨갛게 익은 덤불 속의 

산딸기, 뱀, 사라호 태풍, 가을에 핀 벚꽃, 은비늘의 갈

치, 바다, 앞섬의 잣밤, 시도 때도 없이 줄줄 흐르던 코

피, 쑥 풀 냄새(코피를 멈추려고 틀어막던), 비 쏟아지는 

날 마당에서 팔딱거리던 미꾸라지들, 허리통이 드러난 

길쑴한 무 뿌리, 아버지가 손수 베낀 제주고씨 화전군파

의 족보 여러 권, 무심필로 일필휘지한 ‘유인김해김씨지

구’라는 여덟 자, 19번국도, 외삼촌의 노트, 애증이 교차

하는 남해 미조라는 지명……. 땅 속 줄기를 당기면 줄

줄이 매달려 나오던 크고 작은 고구마처럼 내 유년의 사

물들은 한도 없다. 그래서 바슐라르는 유년시절을 존재

의 우물이라고 했던가.   

 

2006. 4. 16.  
- 몸짓이 꽃이 되는 순간 
스물다섯 살의 봄이었다. 옅은 안개와 간간히 뿌리는 가

랑비가 숲과 그 숲이 품고 있는 캠퍼스 전역을 꿈결처럼 

자욱이 뒤덮고 있는 날, 대학 도서관 앞 계단 위, 그렇다 

거기다. 바로 거기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목소리가 들

려왔다. 내 삶 속으로 아주 깊이 스며들 듯이. 먼 옛날 아

주 먼 곳에서 아득한 세월의 강물을 건너 그 자리에 당

도한, 마치 비단실 한 가닥이 고치에서 풀려 나오는 듯

한,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희미한 소리였다. 그 순간 문

득 나는 깨달았다. 그 목소리가 오기 전의 한 세상과 오

고 난 후의 또 한 세상으로 나뉘는 그 어름에 내가 서 있

다는 사실을.  

2006. 4. 17.  
- 화가들의 맛깔스런 글 
파블로 피카소(대담에서 드러난 독창적인 생각들)와 빈

센트 반 고흐(아우에게 보낸 편지들)의 글과 생각들. 글

과 그림을 곁들인 김환기(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

랴), 장욱진(강가의 아틀리에), 김병종(화첩기행)의 글

들. 그림으로 일가를 이룬 이들의 글들을 내가 특히 좋

아하는 것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예리하고 남다른 관찰

과 그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사고에 매료되었기 때문

이다.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문체, 독창적이고 기발한 착상 등이 돋보인다. 전 시대

의 미술평론가 존 러스킨은 좋은 글을 쓰려면 제대로 된 

데생 공부를 하여야 하고, 그런 연후에 실제로도 캔버스 

바깥에 있는 대상을 캔버스 위에 세밀하게 옮겨 내는 작

업을 꾸준히 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점에

서 문인과 화가는 그 창작 기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 나로서는 집 앞에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예의 그 느티나무를 

화폭에 온전히 옮겨 재현하고 싶은 의욕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그런 재주를 타고 나지 못하였으니 이를 어쩌랴.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2006. 4. 18.  
- 상록수의 잎갈이 
상록수도 잎갈이를 한다. 올 봄, 동백나무, 사철나무, 호

랑가시나무, 사스레피나무,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등의 

새로 핀 보들보들한 연두색의 잎이 햇빛에 유난히도 반

짝거린다. 표면에 기름이 자르르하다. 묵은 잎이 떨어진 

자리에 새 잎이 일제히 돋아난 것. 그러나 낙엽수처럼 가

을날 일시에 집중적으로 떨어져 나목이 되는 것이 아니

라 순차로 조금씩 교대로 잎을 바꾸므로 진행이 눈에 뜨

이지 않을 뿐이다. 유심히 보지 아니하면 늘 푸른 잎 그

대로인 듯하나, 실상은 은밀한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진

행되고 있는 셈이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 바늘잎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거닐다보면 길바닥에 양탄자처럼 

두툼하게 깔린 황금빛 낙엽들을 밟게 된다. 새순이 아우

성처럼 밀고 나올 봄을 맞으려고 미리 그들이 들어설 자

리를 비워주고 스스로 몸을 던진, 전 세대의 성숙한 잎

들의 죽음이리라. 오리가 물위에 천연덕스럽게 고요히 

떠있지만 물속에서 그 다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이, 상록수의 잎갈이 또한 겉으로는 태연을 가장

하지만 속으로는 그 나름의 질서에 따라 사람이 감지하

지 못할 속도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부지런히 옷을 바꾸

어 입는 것이다.  

 

2006. 4. 19.  
- 가슴을 두드리는 빗줄기 
오후 2시 반.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 천둥이 치고 큰 비

가 우르르 소리를 지르며 쏟아진다. 비는 벚나무 가지를 

두드리고, 풀잎을 두드리고, 유리창을 두드린다. 창을 열

고 진기한 광경을 내다보는 나의 가슴을 두드린다. 바람

에 나부끼는 비의 서늘한 옷자락이 내 얼굴을 감싼다. 뿌

연 물안개가 앞을 가리고 여기저기서 낙숫물 소리가 바

닥을 친다. 반투명의 비의 살을 스쳐 오는 바람 냄새가 

달고도 상큼하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산도 없

이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관사에서 옥동 숲을 내려다보며 비에 젖

는 나무들의 술렁거림을 아득한 시선으로 즐기고 있을

까? 돌연 햇빛이 비를 뚫고 환하게 비친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는데. 기상변덕이 심하구나. 덩달아 내 마음도 출

렁거려 자꾸만 시선이 창가로 향한다. 비에 젖는 먼 능

선이 더욱 멀어졌다. 팔을 휘젓는 벚나무는 꽃 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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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두빛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머잖아 무성한 초록의 

군단이 저곳을 점령하리라.  

 

2006. 4. 21.  
- 무르익는 봄 
날이 갈수록 봄이 더 황홀하고 눈부시게 다가온다. 나이 

들어서인가. 몇 번을 보지 못할 봄이어서 그런가. 눈물

겹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봄의 그 놀라운 에너지

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햇빛 때문인가, 아니면 지열 때

문인가. 혹은 얼었다 녹는 모성의 흙 때문인가. 개나리, 

진달래, 벚꽃, 산수유, 라일락, 철쭉 등이 잇달아 또는 한

꺼번에 피고진다. 부드럽고 어린 새순이 나뭇가지에서 

움터 나오고, 이윽고 나무를 덮는다. 하루가 다르다. 개

울물 소리도 봄의 설렘을 아는 것 같다. 붉은 동백이 처

연하게 떨어져 나무 밑에 어지럽게 널려있다. 바닥에 흥

건히 피가 고여 있는 듯하다. 나뭇가지를 포롱포롱 뛰어

다니는 새들의 짝을 부르는 노랫소리가 한결 경쾌하다. 

하늘이 빙그레 웃는 듯하다. 올 들어 모과나무의 연분홍 

꽃이 유난히 예쁘다. 열매가 크고 튼실하겠다.  

 

2006. 4. 23.  
- 재화로서의 시간과 돈 
시간이냐, 돈이냐? 열아홉 살 소년에게는 돈이지만 예

순 살 노인에게는 시간이다. 책을 구하거나 읽는 일이 

특히 그렇다. 나의 소년 시절은 시간은 넘쳐났지만 책을 

구할 돈이 없었고, 설령 돈이 몇 푼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구할 좋은 책이 주변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은 마음에 드는 책을 구할 돈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좋

은 책도 넘쳐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책에 몰입할 시간

이 없는 것이다. 근무를 다하고 귀가한 저녁 시간에 책

을 펴들면 이내 잠이 쏟아진다. 낮 시간은 독서로 보낼 

시간이 없다. 공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읽는 일 외에

는 불과 일이십 분의 자투리 시간이 고작이다. 내가 지

금, 퇴임 후에 맞게 될 휴식의 시간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다음 두 가지가 더 있어야 적어도 소년시절과 다름없는 

독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하나는 건강이요, 또 

하나는 풍부한 감수성과 열정이다. 소년은 절로 그러하

나  노년은 그렇지가 못하다. 시력과 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무얼 좀 하다보면 금방 시들해지는, 집중력과 일

관성의 부족이 항상 문제가 된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할 

터인데, 남들보다 잘나거나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

고 유별나게 잘한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기대하랴.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본래 은혜란 그런 사

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던가. 마땅히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은 보상이요, 대가일 뿐, 그건 은혜가 아니기에.  

 

2006. 5. 1.  
- 꽃과 열매(등꽃의 상처와 축복) 
해운대 대천공원 쉼터에서 만개한 등꽃 덩굴을 보았다. 

저 같은 보랏빛 등꽃 타래와 달큼한 향기가 자욱이 풍겨

오는 5월이 오면, 내 스무 살 젊음의 고달픈 일상이 기억 

속의 터널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달려온다. 이맘때쯤

의 늦은 봄밤이었을 것이다. 어느 부잣집 양옥의 2층 창

가에 흐드러지게 핀 등꽃의, 대학생 신분으로 중학생 하

나를 가르치면서 그 집을 드나들던 내 빈 속을 뒤집던 그 

잔인한 향기라니! 숨 막히는 꽃향기 속에 머리를 묻고 

거기서 아주 그냥 오래 잠들고만 싶었다.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녀야 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같이 대책 없고 기약 없이 허둥지둥하던 무

렵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주리고 목마른 영혼에게도 이

루고 싶은 막연한 꿈이 있었기에, 자애로우신 그분은 나

보다 먼저 그런 나를 아시고, 눈물 젖은 눈으로 지긋이 

나를 바라보며, 긍휼의 손을 뻗쳐, 쓰러진 자리에서 나

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 이제 나는 그 시절을 회상

하며, 그런 기억을 부끄러워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 

당시 내게는 젊음이 있었으므로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

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궁핍이 내게는 일종의 축

복이었는지도 모른다. 젊음과 돈을 다 가진 것이 오히려 

재앙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다소간의 경

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젊음이 떠나간 것을 애석해 

하지 않는다. 젊음이 꽃이라면 노년은 열매다. 열매는 

꽃의 시절을 알지만 꽃은 열매의 시절을 알지 못하기에 

나는 젊음을 부러워하지 아니 한다. 나의 젊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고, 운명과 대결하는 치열한 투

쟁의 과정이었다. 부딪치고,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나

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 나이 스물이 될 때까

지 흙속에서 뒹굴며 소고삐를 놓지 않았던 초라한 행색

의,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삼십 리 길을 걸어 땔나무를 

하러 다녀야 했던, 대책 없이 궁핍한 한 시골소년은 커

서, 낯선 땅에서의 대학과정을 거치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고, 죽음을 무릅쓴 18개월간의 월남전 참전의 모

험을 감행하였으며,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이 어느 날 홀

연히 기적같이 찾아온 한 사랑을 목숨처럼 붙들었고, 감

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두 번의 국가고시를 거쳐 현

재 통산 31년째 공직에 근무 중이니, 내가 왜 젊음을 부

러워해야 한단 말인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나의 젊음은 젊음 그 자체로 무한한 자산이었고, 이제는 

소중했던 그 자산 대신, 그 시절의 기억만으로도 나는 한

껏 부유하게 되었으므로 더는 바랄 것이 없다. 그리하여 

지금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낯선 손님을 

조용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유대인 수용소에

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젊음과 외

모 지상주의의 세상을 건너가는 내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된다.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청춘 시절에 향수

를 느낄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의 앞에 가로 놓여있는 양양한 전도 때

문인가?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가능성 대신 나는 과

거에 실재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한 일, 사랑하였던 사람

뿐이 아니라 내가 겪은 고난의 실재를 가지고 있다. 이

것들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들

이 있으므로 나는 남을 부러워하지 아니 한다.”     

 

2006. 5. 11.  
- 테라로사의 장미 
카잔차키스를 읽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벌써 전집 30권 중 11권을 읽었다. 수상록으로는 『영혼

의 자서전』이, 여행기로는 『영국기행』, 『스페인기행』

이, 소설로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단연 최고라고 단언

하고 싶다. 적어도 내개는 그렇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25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좋았던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건의 서사적 전개과정도 탁월하지

만, 그 배경이 되는 자연의 스케치와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의 글들은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

할 수가 없다. 한 인간의 영혼이 어쩌면 이다지도 사물

을 넓고 깊은 안목과 통찰력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사유의 샘물이 또 어쩌면 그렇게도 

맑고, 깊고, 달콤할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카잔

차키스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지중해가 키워낸 ‘테라

로사(Terra rosa)의 장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장

미에 향기를 더하고, 꽃잎을 붉게 하고, 키를 자라게 하

고, 꽃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게 한 것은 그의 고향인 크

레타의 하늘과 땅과 바다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베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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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니체와 부처,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 등이다. 그

가 법대에서 법률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이 때

문에 그와 일종의 연대감을 갖게 된다. 

 

2006. 5. 15.  
- 삶으로 쓰는 나의 책 
하루를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책을 한 페이지 넘기는 것

과도 같다. 책장은 나뭇잎 한 장과도 같고, 꽃잎 한 장과

도 같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사소하고 덧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이 하찮은 것들에 대한 헌사라고 생

각하여 그들을 상찬하는 글을 쓴다. 외관은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일상의 것들에서 길어 올리는 의미는 결코 그

렇지 않다.     

 
2006. 5. 25.  
- 우리나라 오월의 자연  
저녁 식사 후 울산대공원을 걷던 중 후문 부근의 조그만 

연못에서 여러 마리의 개구리가 한 목소리로 와글와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 얼마 만에 듣는 봄밤의 개구리 

울음소리인가. 이를테면 남해 미조면 새박금 마을의 몽

돌해안 자갈들이, 드나드는 바닷물에 밀리면서 자글자

글 노래하는 것과 같았다. 저리도 시끄러운 소리가 귓가

에 달려와 나를 멈추게 하다니! 침묵을 배경으로 한 자

연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라서? 가슴 깊이 잠

들었던 서정(抒情)이 깨어나는 소리까지 덩달아 들리

는 듯하다. 지난 토요일에는 황매산 등산길의 들머리에

서 이삭이 팬 밀밭을 보았다. 오, 밀밭! 하고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마치 오래 전에 헤어진 옛 연인을 만난 듯. 

거기다가 그날 정상 가까운 산록에서 만난, 온 산을 붉

게 물들인 철쭉의 어여쁜 자태는 또 어떠했던가. 이렇듯 

우리나라 오월의 자연이 펼쳐 보이는 멋진 풍경, 그 눈

부신 빛깔과 숨 막히는 향기로 치장한 산천이 불러일으

키는 추억의 힘은 나를 늘 행복에 들뜨게 한다. 봄날의 

느른한 햇볕에 새로 핀 나뭇잎이 향긋하게 익어 간다. 온 

몸이 봄의 향기로 포위되었다고 해도 빈말이 아니다. 그

저께는 어느 빌라주택 담장을 타고 오르는 줄장미가 마

디마디 핏빛 꽃봉오리를 맺은 모습을 보기도 했다. 월요

일엔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면서는 시내버스 창밖으로 

길가에 찔레꽃이 무더기, 무더기, 꽃구름으로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창밖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마

웠다. 그런 잠시잠깐의 눈요기로도 쌉쓰레한 꽃향기가 

다가오고, 잘근잘근 씹을 때의 그 해맑고 달착치근한 꽃

잎의 맛이 혀끝에서 살아났다. 장미꽃을 성장(盛裝)한 

도시의 중년여인이라고 한다면, 찔레꽃은 수수하게 차

려입은 시골누이라고 하여야 할까.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들 곁으로 달려가 그냥 흙냄새나 실

컷 맡으면서 살고 싶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그럴 수

가 없어서 한낱 꿈으로만 때우고 도잠선생의 그 자족과 

여유를 그리워할 뿐이다. 

 
2006. 5. 27.  
-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란 이름의 수녀는 평생에 걸친 수

행과 고통의 극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삶의 자세

를 요약하였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의 방식도, 결과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을 때 죽더라도(어

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인생 아닌가), 제발 죽는 소릴

랑은 하지 말아라”는 뜻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

하는 격정과 염려를 수녀는 그렇게 단칼에 베어버렸다. 

생의 밑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삶의 과정에서 부

딪치는 여러 가지 사건에 일희일비하면서 때로는 애를 

태우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결국 당신의 선한 뜻

을 이루고야 말 것이니, 그리고 그것은 운명에 순응하는 

좋은 일일 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안달하지 말고, 하

루하루 그저 주어진 일상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러려

니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

이라는 뜻이다.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나의 일상은 이미 예정된 삶의 조각그림을 맞

춰가는 과정에 있음을 받아들이면 그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 과연 그럴까? 또 

내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2006. 5. 28.  
- 부실한 베이스캠프 
큰아이가 독일제 청소기를 사서 부모에게 선물했다. 버

린 것을 주어 쓰는 엄마의 절약 자세를 보고 딸이 안타

깝게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제 엄마는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미인데다가, 평소 절약이 몸

에 밴 상태라, 나로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

다. 딸은 회사 일이 무척 힘들기는 하지만, 여건이 바뀌

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견뎌보겠다고 한다. 그렇게 일

에 지친 아이는 베이스캠프에서 며칠 쉬더니, 오늘 아침, 

새처럼 포르르 일터로 날아가 버렸다. 고생하는 딸에게 

겨우 차비밖에 주지 못했다. 그것도 안 받으려는 것을 억

지로 손에 쥐어 주었다. 둘째아이는 고심 끝에 스페인으

로 방향을 정하였고, 막내는 국내대학의 수시입시에서 

일곱 번이나 실패하고(사람도 제대로 가릴 줄 모르는 그

토록 잔인하고 비정한 입시제도라니…….), 자신을 배척

한 고국을 떠나 저 혼자 영국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다. 

나는 힘든 아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못주고 있다. 이러고

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아이들은 늘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2006. 5. 30.  
- 돈 · 권력 · 명예 
지방선거 유세로 주변이 소란스럽다. 대법관들에 대한 

하마평도 들린다. 많은 사람들의 평상심이 요동치고 있

으리라. 돈, 권력, 명예를 향한 인간의 이 끝없는 욕망의 

덧없음이여. 숨어살기로 작정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물

러나 사람들 사이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

함이여. 한세상 지나고 보면 모두 다 부질없는 것을. 올

라간 사람은 내려와야 하고, 가진 사람은 내 놓아야 하

며, 입은 사람은 벗어야 하느니. 우리들의 80년 남짓한 

이 목숨 또한 반납하여야 하는 터에, 바람과 같은 세상

가치를 잡으려 하다니,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

디 있으랴. 그 목숨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사이의 진

정한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사람들 

속에 들끓는 끝없는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처럼, 

풀처럼, 공중을 나는 새처럼, 철따라 피는 꽃처럼 자신

의 분복을 지키며 아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옛날에

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고관대작의 자리라도 도리와 분

수를 지켜, 이를 과감히 사양한 별과 같은 사람들의 아

름다운 이야기들이 흔하였거늘, 요즈음은 그런 이야기

를 들을 수 없다. 일찍이 지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

를 향유함은 물론이요, 수많은 처첩을 얻어 금은보화를 

지닌 채 온갖 호사를 누린 바 있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왕

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내가 

돌이켜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

력자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

(食物)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

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

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 임함이라(전도서 9:11).” 그



부산지방변호사회     173172     제37호 부산법조

러면서 그는 “하늘 아래 새것이 없고, 일체의 것은 헛되

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되, 다만, 사람이 사는 동안

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먹고 미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전도

서 3:12, 13)”고 언명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것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라고 하였다.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니 그대  또한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라. 사람들이 입을 벌려 그대를 상

찬하거나 노래하지 않더라도 제자리에서 그대 스스로 

말없이 하나의 풍경을 만들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수많

은 생명들에게 너그러운 품을 제공하는 저 숲의 나무와 

풀과 시내와 그 위에 드리운 하늘 한 자락처럼 이름 없

는 삶이 그래서 더 빛나고 아름답지 아니한가. 저들이 없

이는 사람들 또한 살아갈 수 없지만, 단 한 번도 공로를 

내세운 바 없는, 겸손하고 착한 우리의 벗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산 붉고 물 맑

은(山紫水明) 자연을 배경으로 무형의 바람과 더불어 

인간사의 무지몽매(無知蒙昧)와 허장성세(虛張聲勢)

를 비켜가고 있으니 이를 본받고 배울 만하지 아니한가. 

“발돋움 하며 발돋움 하며 허리께의 허연 맨살이 드러

난 저 가냘픈 풀들의 기다림(나는 이 꽃을 대체 어디서 

따왔을까?)”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손짓하며 

살아가는 생명들의 다소곳한 삶이 가슴에 사무치지 않

는가. 그러니 그대여, 모든 것을 버려라. 내려가라. 벗어

라. 떠나라. 단순화하라. 그대가 이 세상에 올 때의 그 모

습으로 천진무구한 적빈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리하

면 지금까지 그대의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대자연의 신

실한 벗들이 달려와서 그대에게 품을 열고 그대를 편안

하게 안아주리라. 그들은 말한다. “오라, 세상의 파도에 

지친 이들이여. 모든 것 다 두고 그저 그대의 몸만 오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대의 존재 자체일 뿐, 그 밖의 모

든 것은 먼지요, 티끌일 뿐이로다.”    

 

2006. 5. 31.  
- 버찌의 과육(果肉), 핏빛 진액으로 부서지는 
오늘은 관사 뒤편 옥동 숲길을 걸어 문수경기장 쪽으로 

향하였다. 찌르레기와 휘파람새가 나뭇가지 사이를 포

르르 포르르 날아다니며 까불까불 노래하고 있었다. 오

가는 사람이 없어 길은 조용하고 호젓하였다. 갈색 솔잎

이 깔린 길바닥은 양탄자처럼 부드럽고 푸근하였다. 50

분쯤 걷자 숲이 끝나고 문수경기장에 이르렀다. 무심코 

위를 올려다보니, 거기 길 양편에 행렬을 이룬 벚나무 가

지에 버찌가 새카맣게 달려 있었다. 팔을 뻗어 가지를 휜 

다음 잘 익은 버찌만을 골라 한 줌씩 따서 절반은 그에

게 주고, 절반은 내가 입에 털어 넣었다. 우리는 철부지 

아이들이 되어 씁쓰레하고 단맛이 나는 버찌를 씨를 뱉

어내면서 쉴 새 없이 오물거렸다. 알은 굵고 튼실했다. 

입술과 손바닥이 벌겋게 물들고 과육에서 흐르는 핏빛 

진액으로 손바닥이 끈적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

면서 한참을 웃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5월의 마지

막 날, 떠나가는 봄을 확실하게 포획하였다. 

 

2006. 6. 3.  
- 의로움과 유연함(정인지와 조광조) 
지난 밤 강풍을 온 몸으로 버티다가 마침내 팔 하나를 

잃은 소나무를 본다. 붉은 속살이 드러난 상처 부위에서 

진한 솔 향이 숲속에 흥건하다. 반면 바람에 머리채를 

휘날리며 휘파람을 불던 능수와 수양의 가지는 잎사귀

만 수북이 털어냈을 뿐 가지는 온전히 보전하였다. 상반

된 이 두 가지 현상 앞에서 나는 한동안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알베르 카뮈는 사진 에세이집 『태양의 후예』에

서 이렇게 말한다. “지중해 연안의 시프레나무는 미스트

랄을 버티다가 꺾어진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포플라나

무는 미스트랄에 휘어지나 부러지지 않는다. 전자는 의

로움을, 후자는 유연함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아이들

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조

선조 선비인 정인지와 조광조를 생각했다. 글 읽는 소리

에 반해 월담을 한 처녀를 대하는 선비의 태도에는 그의 

생애가 어떠할 것인지를 예표(豫表)하는 그림이 숨어 

있다. 정인지는 사술을 썼다(처녀를 달래 돌려보내면서, 

날이 밝으면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사주단자를 보낼 것

이라고 약속해놓고는 다음날 가족들과 더불어 이사를 

가버렸다), 조광조는 정공법을 택하였다(종아리를 걷게 

하여 회초리로 벌한 다음 돌려보냈다). 그 결과 정인지

는 처녀를 죽게 했고(실망한 처녀가 상사병을 앓다가 자

진하였다), 조광조는 처녀를 반성하게 하여 후일 자신

의 남편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탄핵을 받는 조광조를 돕

게 하였다. 정인지는 그의 성품대로 세종의 유훈을 거스

려 수양대군의 편에 섬으로써 이후 영의정에 오르는 등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의 조광조

는 개혁정치를 꿈꾸다가 당쟁의 재물이 되었다. 정인지

는 82세까지 수를 누려 과도 많은 만큼 공도 많았다. 조

광조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사사당하여 제대로 그 뜻을 

펼 기회가 없었다. 역사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돌이켜

보면 지난날 내게 발생한 크고 작은 대부분의 문제는 유

연함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본래 나의 기질이 그러했고, 

책이나 선배들로부터 주로 그렇게 배웠으니 그로 인한 

과실 또한 오로지 나의 것이어서 지금 와서 누구를 원망

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시대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

라고 하여 뜻을 굽힐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니, 이 또한 

내가 짊어지고 가야할 내 인생의 짐이 아니겠는가. 

2006. 6. 7.  
- 대책 없고 미련한 그날 그 소년의 결심     
내 나이 열 살쯤의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을 것이다. 집

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마을 안, 보리가 파릇파릇 반쯤

은 언 몸으로 연명하고 있는 습한 논바닥에서였다. 명절 

때만 되면 어린 나는 어머니의 명을 받아 술에 취해 집

안사람들과 엉켜 싸우는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이 나의 

주된 과업이었다. 술 마시는 아버지가 늘 원망스러웠고 

미웠다. 그날도 그렇게 아버지를 간신히 상대로부터 떼 

내어 모셔오다가 힘에 부쳐 두 사람이 논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상대에게 달려가고자 

했고, 나는 이를 저지하려고 아버지를 못 일어나게 힘으

로 누르려고 했다. 그러던 중 어쩌다가 내가 아버지의 목

과 가슴을 세게 눌렀는지, 아버지는 힘이 풀리며, “이눔

아 내 죽겠다. 고만해라, 니가 이 애비를 죽이려는 구나.” 

하셨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잇달아 갑자기 비명과도 같은 질긴 울음이 내 

속에서 터져 나왔다. 후일 아버지의 회고에 의하면, 어

린 아이의 몸속에 어떻게 그런 끈질긴 울음이 숨어 있었

는지, 당신 역시 너무나도 놀랐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

을 다 보았다는 듯 서늘한 보름달이 처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차디찬 겨울날의 논바닥에서, 부자

(父子)의 힘에 짓눌린 보리비린 냄새와 흙비린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아버지와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

켜, 더는 말이 없이 비틀거리며 귀가를 했다. 아버지는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 내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후 아버지는 점차 술을 줄였고, 술을 마셔

도 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시비는 피하려 했다. 나는 평

소에 지녔던 원망과 미움을 온 몸에 실어 아버지를 감히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는(그래봐야 아버지를 이길 수도 

없을 터인데) 깊은 죄책감으로 나의 행동을 시종일관 지



부산지방변호사회     175174     제37호 부산법조

켜보고 있던 달에게, 그리하여 우리의 발길을 집으로 인

도하던 달에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약속을 

했다. 어린 마음에 문제의 원인은 술이라고 단정하였고, 

술이야 말로 괴력과 폭력에 이은 분쟁을 불러오는 악마

의 사자(使者)라고 여겼다. 평소에는 따뜻하기만 한 아

버지가 술만 마시면 무섭게 돌변하는 것은 바로 그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그날 나는 “평생 술

을 마시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하였다. 뒷날, 

제사 후 아버지가 내게 건네는 음복주(飮福酒)마저 내

가 사양하자 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하셨지만, 그날 이후 

나이 예순에 이른 지금까지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

다. 아버지가 만약 생전에 이런 사정을 아셨다면, 아마

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뭐 그럴 필요까지 있

느냐? 잘못은 내게 있는데, 네가 왜 평생을 그런 짐을 져

야 한단 말이냐? 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사람들과 아울려 생활하면서 술을 못 마시는 것은 참으

로 불편하고 딱한 일이자 크게 손해 보는 일이기도 하였

다. 그러나 나는 자식으로서 내 아버지와 관련한 약속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 때로는 어린 날의 철없는 불효를 

사죄하려고 몇 번은 내 나름대로 귀한 술을 구하여 아버

지께 드리고자 시도하였으나 아버지 또한 연세가 들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자 스스로 술을 끊으심으로, 내가 드

리는 속죄의 길마저 손수 막아버리셨다. 그게 나는 못내 

아쉬웠다. 그랬다면 조금이나마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아들인 내가 왜 술을 안 마시는지 끝

내 영문을 모르신채 세상을 뜨고 말았지만, 이렇게 나는 

내 삶에 있어서 한 작은 불편을 스스로 감수함으로써 어

린 날 철모르고 저지른 내 불효의 짐을 웬만큼은 벗었다

고 본다. 그러했기에 직장 선배와 내 동료들이 나의 술 

못 마시는 행태와 습관을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거나 비

난하더라도 나는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참으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오히려 얻은 것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술로 인한 행패와 주정이나 주사

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좋았고(그러다가 행여 기질적인 

이상행동을 저지르면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건강에

도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나이에 

이르러 나는 이 점을 허물로 삼거나 후회할 생각은 조금

도 없다. 그 때문에 나는 또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기독

교 신앙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었

다. 그분이 나의 그런 결단과 약속의 이행을 대단히 귀

하게 여기신다는 사정을 알고는 무척 고무되었다. 세상

만사, 이와 같이 부정과 긍정의 양면이 있는 법이다. 그

래서 이와 같은 어쭙잖은 변명도 늘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추강 남효온과 매월당 김시습은 15세기 조

선을 살다간 지조 높은 선비들이다. 두 사람 다 생육신

이다. 추강이 어머니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하는 엄명을 

받고, 벗인 매월당에게 결심을 전하는 글을 보내자 매월

당은 “제사가 끝나면 음복도 해야 하고, 손님 접대에도 

필요하며, 부모에게 술을 올려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 

헌수(獻壽)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술을 입에 대지 않

겠단 말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적당히만 한다면 세

상에 술처럼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는가.”고 은근히 회

유하는 답신을 보냈다. 그 때문에 추강이 결심을 꺾은 

것 같지는 않다(다만 음복만은 예외로 삼은 듯하다). 그

가 서른아홉의 나이로 요절한 것을 고려하면, 매월당의 

아쉬움은 끝내 해소되지 않은 듯하다.  

       

2006. 6. 9.  
- 적벽을 날던 신선의 도포자락 
남쪽 창을 열고 옥동 숲을 내려다본다. 지난겨울 휑하던 

숲은 이제 초록의 나뭇잎들로 빽빽하게 수해(樹海)를 

이루었다. 여기저기 밤꽃이 피어 마치 화관을 두른 듯 

연두색 꽃구름으로 떠있고, 다양한 음색과 멜로디로 새

들이 앞을 다투어 아침을 노래한다. 어디선가 뻐꾸기 울

음소리가 들려온다. 숲이 그리는 녹색의 긴 선상으로 소

동파의 적벽을 날던 백로 한 마리가 신선의 도포자락을 

걸치고 너울너울 공중을 떠간다. 겹겹이 도열하고 있는 

능선이 양팔을 길게 뻗어 발돋움을 하면서 숲을 넘겨다

본다. 푸른 이내가 보랏빛 능선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

다. 숲의 식구들이 이리저리 서로 몸을 밀며 파도로 일

렁인다. 옥동 삼익아파트 이십층 발코니에 서서 저렇듯 

미역냄새 나는 바람이 뒤편 숲을 물밀 듯 쓰다듬고 지나

가는 모습을 무심히 내려다보면 나는 저 짙푸르고 광막

한 수해(樹海)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는 족히 수천톤

급 외항선의 근사한 브리지에서 파이프 물고 뒷짐 지고 

선, 산전수전 다 겪은 오십대의 선장이 된다.  

 

2006. 6. 10.  
- 땅에 떨어진 백색의 별들 
오늘 오전은 433m 표고의 구곡산을 다녀왔다. 장산 마

을로 올라가는 길 어름에 때죽나무꽃과 찔레꽃이 흐드

러지게 피어 있었다. 길바닥에 흩어진 하얀 꽃잎은 백색

의 별들이 밤새 하늘에서 떨어져 죽어있는 것 같았다. 나

무만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풀들 역시 저마다 각양각색

의 꽃을 피웠다. 밤하늘 가득 별들이 총총히 수를 놓듯이 

지상에는 이와 같이 나무와 풀이 꽃을 피워 천지가 서로 

화답하는 구나.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서늘한 일진의 

바람이 숲을 휘저었다. 그러자 총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상체가 유연한 느티가 상하좌우로 팔을 흔들며 바람의 

리듬에 따라 지휘를 한다. 숲속의 식구들이 제자리에서 

일제히 자신의 악기를 들어 자기만의 음률로 몸을 흔들

어 연주를 한다. 들리는가, 저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여름날 한순간의 멋진 교항곡 일절이. 

 

2006. 6. 13.  
-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숀 크리스토퍼 셰어는 말한다. “지금 이순간은 사랑하

는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며, 존

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얼굴이다. 그것은 끝없이 펼쳐

지는 우주의 얼굴이며, 손으로는 결코 붙들 수 없는, 또

한 결코 붙잡아서도 안 되는 얼굴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듯 지금 이 순간의 얼굴은 가까이 있을 때마

다, 바로 이 순간이 될 때마다, 만지고, 두드리고, 온기를 

느끼고, 눈물을 닦아주고,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가

장 좋다. 지금 이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얼굴이

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품에 안을 때 우리는 걱정 

근심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러므로 스쳐가는 이 순간을 마음껏 즐겨라! 만사는 좋

고, 만사는 좋아질 것이다(노르위치의 줄리안).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내가 통제하여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

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나는 다만 이 

순간만 즐기는 것이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

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내가 지금 이 순

간을 즐기면서 충실히 살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의 일상은 추억이 되고, 사랑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꿈은 어느덧 이루어지

고, 기도는 응답되며, 드디어는 하나님을 대면할 최후의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날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다. 밥 딜런의 노래의 일

절처럼, “아침이면 일어나고, 밤이면 잠이 드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성

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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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이 바로 성공의 열

쇠이기 때문이다(아인슈타인). 과거와 미래는 창문을 

덮는 덧문이다. 덧문을 걷어치우고 방안에 햇빛을 받아

들여라. 그리고 햇빛 찬란한 밖으로 나가라. 비를 맞고 

바람을 쏘이고, 햇볕에 얼굴을 태워라. 산과 숲에 들어

라. 바다에 뛰어들어라. 한 번 뿐인 이 무상한 삶을 큰 소

리로 노래하라. 

 

2006. 6. 16.  
- 아침마다 튜닝을 하는 숲속의 새들 
새벽 4시에 잠이 깨어 거실에 나가 불을 켜고 『기싱의 

고백』을 읽었다. 5시가 되자 날이 훤히 밝는다. 창을 열

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낭자한 새소리로 숲이 흔들릴 지

경이다. 해 뜨기 전 새들은 매일 아침 저렇게 두어 시간 

동안 목청을 가다듬느라 왁자지껄하다. 하루 분량의 튜

닝인 셈이다. 바이올린, 비올라, 피콜로, 오보에, 클라리

넷, 플루트, 피아노 등 저마다 상대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악기의 음률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

니 그 시간대는 영락없는 불협화음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이기에 소음이기는 하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시끄

러운 소리와는 달리 그럭저럭 들어줄 만은 하다. 일곱 

시가 지나면 소음은 일순간에 가라앉고, 잘 정돈된 음률

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즈음이면 선두는 단연 뻐꾸기

다. 2박의 선창으로 숲을 가르면, 연이어 이에 화답하는 

다수 새들의 노래가 화음이 되어 들리면서 숲은 잔잔한 

실내악이나 소나타 형식의 노래로 숲을 들뜨게 한다. 새

가 없다면 숲은 얼마나 적막할까.  

 

2006. 6. 22.  
- 돈은 시간이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돈은 곧 시간이 된다. 돈

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걸어가면 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3,000원을 주고 택시를 타서 10

분이 걸렸다면 결국 3,000원으로 50분의 시간을 산 셈

이다. 즉, 3,000원의 돈과 50분의 시간 사이에는 등가

관계가 성립한다. 곧 ‘시간 = 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한

다. 따라서 시간이 많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삶을 가르치는 은자들』의 저자 

피터 프랜스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

니라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 점에서 

이해가 된다. 마찬가지로 자유 시간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는 돈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다. 또는 자유 시간

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취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

지도 않다. 앞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

로운 시간이다. 시간이 더욱 소중한 재화인 셈이다. 돈

으로 바꿀 수 없는 이토록 귀한 시간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순간순간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내는 

일만을 생각하고 싶다.  

 

2006. 7. 11.  
- 영남알프스의 손목관절         
밤새도록 장마 비가 내린다. 새벽 2시에 폭발한 기침은 

멎지 않고 고온다습한 기온에 몸이 견디지를 못한다. 어

둠 속에서 숙연히 비에 젖고 있는 숲의 식구들을 생각한

다. 김훈의 『자전거여행 2』를 읽는다. 그의 문장은 소설

가의 문장이라기보다는 시인의 문장이다. 그의 자전거

로 말하면 시원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 진

창에라도 빠져 바퀴가 제자리에서 헛도는 것 같은 문장

이다. 계곡의 물이라고 한다면 호쾌하게 소리를 지르면

서 아래로 흘러가지 못하고 바위 사이에 갇혀 거기 숨어

들어온 햇빛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문장이다. 난해한 문

장이면서 잘 발효되지 아니한, 그리하여 덜 익은 김치나 

술 같은 그런 문장이다. 그러나 그간 너무 밋밋하고 평

면적인,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독자의 생각마저 

함께 해주는, 너무나도 친절한 문장만 보아온 우리들에

겐 김훈의 그런 낯선 문장은 일종의 경이로움이다. 시를 

쓰는 장석주의 문장도 김훈의 것을 닮았는데, 가독성의 

면에서는 김훈의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어떤 문체로 글

을 써야 할 것인지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다. 

옥동 숲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영남알프스

의 최고봉 1240m의 가지산을 머리로 하여 그 목을 타

고 내려와 어깨 짬에 운문산, 천황산, 재약산, 고헌산, 그

리고 그 반대쪽 목 줄기를 타고 다시 신불산, 영취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솟았고, 손목 끝으로 흘

러내린 산줄기는 울산 시내를 향하여 팔을 쭉 뻗어 들어

와 그 손목관절 지점에 문수산을 일으키고, 나아가 그 

손가락 끝부분에 법원 관사 뒤편의 옥동 숲을 펼치고 있

다고나 할까. 그런 숲 언저리에 우리가 산다. 그것도 아

파트 20층 맨 위층이어서 숲 너머 겹겹이 날개를 펼친 

능선이 아득하게 보인다. 이른바 꿈의 궁전이다.  

 

2006. 7. 12.  
- 이순(耳順)의 놀이터 
나이 이순(耳順)에 이른 지금, 나는 생각한다. 지난날의 

세월을 모두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내가 얻은 

성취, 지위와 명예, 내가 읽은 수백수천의 기록들과 밤

새워 쓴 판결과 결정의 문장들, 거기에 실린 내 땀과 마

음, 그리고 정신을 이제는 모두 지우고 싶다. 아무런 프

리미엄도 없이 그저 빈 몸, 빈 손, 빈 마음으로 다시 시작

하고 싶다. 그와 함께 한 사람의 필부필부(匹夫匹婦)로

서, 흙의 자녀로서, 숲의 식구로써, 자연의 아이들로서 

그렇게 살고 싶다. 옛날에 내가 읽은 책들의 기억과 내

가 쓴 글들을 모두 버리고, 갓 태어난 생명처럼 하늘을 

읽고, 바다를 들으며, 바람을 만지고, 물을 냄새 맡으며, 

불을 맛보며, 생각을 닫아놓고, 지구의 네 원소(물, 불, 

흙, 공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가지고 놀며, 시

간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다만 단 한 가지, 그

간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 이것만은 가지고 가

고 싶다. 앞으로도 그것이면 족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뿐, 내 이름 석 자도 불필요한 옷일 따름. 한때 내

가 읽었던 누구나 15분간은 유명인물이 될 수 있다는 앤

디 워홀의 언명 또한 얼마나 부질없는 사치인 것인지 나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이와 같은 번거롭고 쓸데없는 시

간낭비에 목을 매지 말자. 거짓자아로 살지 말고 나 자

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 과육에 숨은 씨앗처럼 우리

는 언제나 죽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리하여 이윽고 때가 

이르러 씨앗을 감싸고 있던 살들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

이 자라나리니, 그 순간이 오면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2006. 7. 20.  
- 프리뮬러의 지구 
울산 관사의 발코니에 둔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프리뮬

러 꽃이 피었다. 한 송이는 만개(滿開), 또 한 송이는 반

쯤, 그리고 또 한 송이는 3분의 1쯤 얼굴이 터졌다. 갓난

아기처럼 꼭 쥔 주먹이었을 때는 하얀 색이었으나 주먹

을 펴고 보니 안쪽은 붉은 색이었다. 비로드 천 같은 잎

을 들쳐 맺힌 꽃망울을 모두 헤아려보았더니 열여섯은 

족히 된다. 활짝 핀 꽃이 차지한 공간으로 보아 스무 송

이 가까운 꽃이 일제히 피어있을 자리는 부족하다. 많아

야 여섯이나 일곱 송이쯤이 한계로 보인다. 그러니 나머

지 꽃들이 피어 자리를 잡으려면 먼저 핀 꽃들은 저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 듯하다. 차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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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는 셈이다. 자그마한 화분 하나가 사람 사는 이 지

구의 사람들이 나고 죽는 이치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저

녁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 화분을 우리 곁의 탁자 위

에 올려두었다. “엄마가 널 보자고 해.” 그는 꽃송이를 

빤히 들여다보며, “너는 어찌 그리 예쁘니?” 하고 웃는

다. 내가 잎을 만지려고 하자 “애들이 아파해요. 만지지 

마세요” 한다. 이 아이들은 지난해 5월쯤인가 교회식구

들이 관사를 방문하면서 동양란 화분에 묻어 온 작은 화

분에 심겨진 풀포기에 불과하였다. 그 후 풀은 시름시름 

앓더니 잎이 거진 다 죽어버리고 단 한 잎이 남았었는

데, 아파트 20층의 창을 매일 같이 열어 옥동 숲의 바람

과 신선한 기운을 쏘여주고, 생수를 먹여주는 등 정성들

여 간병을 하였더니 드디어 기적처럼 기사회생하여 그

와 같이 남아있던 최후의 한 잎이 온 화분을 가득 차지

하는 듬직하고 튼튼한 화초로 자라나 한해 만에 마침내 

저와 같이 예쁜 꽃을 피운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

비로운 생명력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부산집에 있

는 관음죽엔 15년 내지 20년 만에 핀다는 꽃이 그득하

더니 이제는 울산 관사에 죽었던 풀꽃 또한 한해 만에 

부활하여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이 한

여름인데도 법원 사무실에는 동양란 화분에 연두색 꽃

대 하나가 네 개의 꽃망울을 매달고 맵싸하고 향긋한 냄

새를 풍기며 기세 좋게 올라오고 있다. 좋은 징조다. 때

맞춰 위로의 천사로 임한 이들의 말없는 전언(傳言)이 

놀랍고도 감사하다. 나 또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

을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그게 저들이 내게 하고 싶었던 

사랑의 인사가 아니던가.   

 

2006. 7. 30.  
-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남자들은 공직선거에서 실패하거나 조직 내에서 승진을 

못하는 등 뜻을 이루지 못하면 대개 부끄러워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태석 신부의 삶에 관한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 

부끄러워한다. 다 같이 부끄러워하는 행동이지만, 그 격

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하나는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능을 넘는 선한 마음

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전자는 인격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온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이고, 후자는 여전히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정당한 부

끄러움이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

람의 사람됨을 가늠할 수 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

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이 점에 관하여 “인간이 무엇을 부끄러워하

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가 현재 

놓여있는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다.”라고 정리하였다. 과거에도 제대로 된 선비로 자처

하려면 “군자(君子)는 종신지우(終身之憂)는 있어도 

일조지환(一朝之患)은 없다”는 맹자의 말을 귀담아 들

어야 하며, “인부지볼온(人不知不慍)이면 불역군자호

(不亦君子乎)”라고 가르친 공자의 말 또한 마음에 담

고 있어야 했다. 부끄러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동양

고전이 가리키는 위와 같은 지시에 거리낄 것이 없을 것

이다. 테레사 수녀처럼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모든 더러

움과 질병과 불행 가운데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굴하지 않는 영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넘쳐나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가 수녀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수녀는 어

두운 시대에 밝게 타오르는 불꽃이었으며, 잔인한 시대

에 그리스도가 전한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

이었고, 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말씀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에드워

드 윌슨이라는 진화론자는 테레사 수녀는 명성과 칭송

이라는 보상을 기대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행동

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으로 당황스럽고 난처하다. 원로작가 박완서 선생은 

초기 작품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는 소설의 끝부분

에서, 즉, 학교도 부족하여 도처에 각종 학원이 넘쳐나

지만 정작 그와 같은 지식의 가르침보다 더욱 절실한 부

끄러움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고 한탄하면서, 깃발이 안 

된다면 손수건이라도 펄렁펄렁 흔들면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고 외치고 싶다고 썼다. 아주 오래 전에 

읽었지만 지금도 기억 속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

다. 일찍이 맹자 또한 실천도덕의 근간인 사단(四端)의 

하나로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시

대를 불문하고, 자신이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찌 어른이라고 자칭할 수 있

겠는가.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6. 8. 2.  
- 내 삶과 정신의 잡동사니들 
버려야 한다. 그것이 몸 안의 것이든 몸 밖의 것이든, 오

래 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육십년 세월에 아무 

것도 버리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만 온 듯하다. 내가 

머무는 장소의 반경 5∼6미터 범위 안에 물건들이 너무 

많다. 책이 많고, 생활도구가 많다. 한 달 아니라 일 년 

가야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들이 넘쳐난다. 나는 

왜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욕심 때문이다. 아

까워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그런 물건들이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결혼 이후 열네 번인가 이사를 하면

서는 그것들 때문에 그는 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던

가. 그런데 넘쳐나는 것은 물건뿐이 아니다. 내 안에 떡 

버티고 앉아 이제는 숫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이것들, 

즉, 교만, 욕망, 부끄러움, 시기심, 미움, 원망, 걱정과 염

려 등 온갖 쓰레기들은 잔뜩 쌓아두고 살면서, 늘 이것

들 때문에 적잖이 시달린다. 그러면서도 내 안을 깔끔하

게 비워내지 못한다. 투명한 유리잔에 보석 같이 맑은 

물이 담기듯 내 몸에 맑은 심성을 찰랑찰랑 넘치게 채워

두지 못하고는 저 오래된 낡은 것들로 그득한 내 몸을 

그와 같은 복스런 선물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가령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생

의 최후를 맞는다고 생각해보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상

태에서 나 혼자 고독하게 말이다. 그 순간에 내가 있다

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때

에는 내가 사랑한 사람의 기억 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에는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

랑했던 사람들을 주께 부탁하며, 그들과의 아름다운 추

억에 감사하며, 그들로 하여 행복했던 지난 세월을 눈앞

에 펼쳐보면서 조용히 주의 인도 따라 멀고 먼 길을 나

설 것이 아니겠는가. 돈도, 지위도, 명예도, 책도, 집도, 

그리고 그 밖의 어떤 물건도 그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

다. 나를 평화롭게 최후에 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

뿐이다. 사랑의 추억이고, 사랑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조금 더 

살아남아서 그들의 삶에 출렁이게 되리라는 소망이다. 

그러한 기대말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

이겠는가. 그러니, 그대 삶에, 병에, 일에, 힘들어 하는 

자여. 최후까지 남아 있을 그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그

밖에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요, 부질없는 것이다. 쇠하

고, 멸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들을 위하여 너

무 애를 쓰지 말 일이다. 오직, 그 위대한 사랑에 전념하

라!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그대가 있고, 그 사랑의 힘으

로 그대의 삶이 오늘도 지탱된다. 세상에는 돈을 따지면 

값비싸고 귀한 것 많고도 많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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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물의 가치를 돈을 따지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혼의 맑은 

샘물은, 여전히 사랑이다.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으나 

한세상 마음껏 주고받으면서 그 진수를 향유하라고 주

로부터 빌린 보물, 오, 사랑이여. 내게 있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몰아내어다오. 나를 그대의 품안에서, 그대가 흥건

한 바다에서, 강에서 헤엄치게 해다오. 그대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다오. 그 사랑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다오.    

 
2006. 8. 5.  
- 독서와 사유, 시공을 초월한 무중력의 비상 
육체는 중력의 제약 아래 놓여있다. 그러나 정신은 그러

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그 때문에 경험보다는 상상력이 

위대한 사상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유리하다. 우리가 

연인을 영구히 가슴에 품을 수 없듯이 영혼에 사상을 언

제나 담고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방문한 사상

은 종이에 써두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포획해 두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쇼펜하우어). 그러나 남의 사상은 어디

까지나 그 사람의 것일 뿐 내 것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다만, 그것을 소재로 하여 발효시키

거나, 요리를 하여 새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내 것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화학적 변화를 일

으키고 새로운 성질을 지닌 다른 물건을 제조하였을 때 

그것은 엄연히 내 것이 된다. 무중력의 공간인 서재에서 

그런 작업에 몰두해 있을 때, 나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된다. 잠시잠깐 창조주가 된다. 

 

2006. 8. 7.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의 시작이고 끝이다. 매순간이 

그러하다. 우리는 다만 순간만을 향유할 수 있을 뿐이

다. 과거와 미래는 추상일 뿐 눈앞에 당도하여 현존하는 

이 지점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다. 크로노스(Chro-

nos)는 정체되고 카이로스(Kairos)가 움직인다. 전자

는 직선으로 이어지는 양적인 객관의 역법(曆法)에 의

한 시간이다. 후자는 특별하고 적절하며 질적인 주관의 

의미 있는 시간이다. 크로노스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 앞

만 보고 나아가는 자동차 운전과정이라고 한다면, 카이

로스는 전망 좋은 곳에 운전 중인 자동차를 잠시 세워두

고 주위의 경관을 감상하는 은혜롭고 감미로운 시간이

다. 시간은 관념으로는 순수지속(베르그송)이나 체험으

로는 단절된 순간의 연속(바슐라르)이다. 현실에 충실

하고 순간을 즐겨라.  

 

2006. 8. 9.  
- 인생의 황금분할 
인생 한마당의 황금분할을 생각한다. 일백세 한정의 사

람의 일생을 의미 있는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눈다면 그 분

기점은 몇 살이 될까?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 애써 기르

고 어렵게 공부시킨 후 짝을 지어 곁에서 떠나보내고, 그

런 그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한 둘의 자식을 가

질 나이, 대개의 경우 부모 중 한 분의 죽음을 겪었을 뿐

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하여 일손을 놓고 조용히 자리에

서 내려와야 하며, 크고 작은 풍상을 두루 몸으로 체험하

여 사람 사는 이치와 인간사의 애환 및 세상의 인정기미

를 조금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 그런 나이쯤에는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적어도 60세 정도는 되어

야 할 것이다(앙드레 말로는 소설 『인간조건』에서 작중 

인물의 말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홉 달이 

아니라 육십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즈음 아무도 관

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종래 우리 조상들이 기념하던 환

력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60세 이전의 삶

이 앞을 보고 사는 기간이라면, 이후의 삶은 과거를 되돌

아보고 사는 기간이라고 하겠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린다면, 이전의 삶은 본문이요, 이후의 삶은 주석(註

釋)이다. 황금분할(黃金分割)의 외중비 수치인 61.8%

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

여는 고대인들이 발견한 황금분할의 구분점인 이 연령

을 전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마인드의 획기적인 전환

이 있어야 한다. 60세 이후의 사람이 무슨 일을 크게 벌

이거나 세상과 사람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젊음을 분

별없이 동경하거나 여전히 이런저런 욕심을 버리지 못

하는 것은 유수와 같은 인생의 순리에도 반하고 준엄한 

신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006. 8. 11.  
- 유년으로의 회귀 
내가 자연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가면 나의 어

린 날이 고스란히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동

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날의 꿈과 단순함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자연이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사랑만

을 생각하고 미움을 전혀 모르던 때이기도 하다. 모든 우

주만물이 나의 벗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과 더불어 

놀이기구가 풍부한 내 유년의 뜰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

하고, 헤엄치고, 뛰놀았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정

녕 무망(無望)한 꿈일까.  

 

2006. 8. 13.  
- 가슴에 품은 책 
내게는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다. 그 책

을 읽었느냐고? 아직 첫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였다. 아

끼고 있는 것이다. 책을 대충 넘겨 본 다음 나는 황홀함

에 도취되어 그만 책장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오, 이 책

을 어떻게 그냥 읽어치우고 만단 말인가. 읽을 페이지가 

자꾸만 줄어들 터인데, 그런 아쉬움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내가 그 책을 읽을 날이 올까? 모르겠다.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절로 내 몸으로 그 책의 내용이 조금씩 스며

들어와 내 자신의 것으로 육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을 부리고 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가 바로 그 책이다.   

 

2006. 8. 14.  
- 그곳엔 과연 ‘느림’이 있을까 
내가 퇴임 후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 것은 그곳에 ‘느림’

이 있기 때문이다. 내 느낌으로는 거기서의 한 시간은 도

시의 세 시간은 족히 되리라고 본다. 하늘과 땅, 바다와 

언덕, 숲과 강가의 세월은 갈수기의 강물이 그렇듯, 만조 

시의 바닷물이 그렇듯 정체되어 있거나 느릿느릿 움직

인다. 느리게 살고 싶은 내가 거기 묻히면 나의 존재 또

한 그들과 섞임으로서 나는 어느덧 자연속의 아이로 복

귀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도시의 속도를 감당할 체력

도, 의사도 없다. 스트레스를 한껏 받으며 낙오자로 살고 

싶지 않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유년이다. 느린 

시간과 벗 삼아 느리게 걷는 사람들과 사물들 사이에서 

숨도 느리게 쉬면서 먼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

시로 보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흙냄새를 묻

히고 새처럼 노래하며 살고 싶다. 해와 함께 자고 깨며, 

달빛을 머리에 이고 비단결 같은 바람 한 자락을 겨드랑

이에 끼고 밤길을 정처 없이 거닐고, 대지의 웃음인 꽃과 

함께 소년의 꿈을 꾸며 산을 오르고 바닷물에 손을 담그

고 싶다. 오라, 내 앞에 예비된 유장한 황금의 세월이여. 

나는 너의 등에 업혀 나를 어르는 너의 음률에 따라 적당

히 흔들리며 족히 서너 평생을 살다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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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16.  
- 은유(metaphor), 사유와 글쓰기의 본령 
관음(觀音)과 문향(聞香) - 소리를 보고, 향기를 듣는

다.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가능하다. 냄새를 만

져보고, 맛을 듣고, 바람을 손에 쥐며, 빛을 입고, 소리를 

껴안는 일이. 본래 문장은 단어의 선택과 배열이니, 서로 

만나는 두 단어를 달리 선택하면 그와 같은 새로운 결합

으로 문장은 낯설어지고 신선해진다. 작가 이외수는 그

의 저서 『글쓰기의 공중부양』에서 이러한 훈련의 구체

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노트를 편 

다음 왼편에는 먹구름, 휴대폰, 돼지, 선풍기 등 물질명

사를 여러 개 아래로 죽 나열하고, 오른편에는 떠내려간

다, 녹는다, 도망친다, 뒤틀린다, 들끓는다, 등 오감서술

어를 여러 개 같은 방법으로 나열한다. 그러고는 왼편의 

명사 하나를 선택하여 오른편의 오감서술어와 무작위로 

교차 결합해 보는 것이다. 먹구름이 떠내려간다, 먹구름

이 녹는다, 먹구름이 도망친다, 먹구름이 뒤틀린다, 먹구

름이 들끓는다, 다시, 휴대폰이 떠내려간다, 휴대폰이 녹

는다, 휴대폰이 도망친다, 휴대폰이 뒤틀린다, 휴대폰이 

들끓는다, 는 식으로. 이어 비물질명사인 고독, 절망, 믿

음, 공포, 연민 등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질펀하다, 흐느

낀다, 비틀거린다, 시퍼렇다, 등 오감서술어에 결합하는 

것이다. 같은 방식의 훈련을 계속하자면, 하늘이 운다. 

하늘이 노래한다. 하늘이 달린다. 하늘이 품는다. 하늘이 

말한다. 하늘이 내려온다, 하늘이 찡그린다, 하늘이 듣는

다, 하늘이 놀란다, 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서로 낯선 단어 간의 결합으로 바로 은유가 태어난다. 우

리가 쓰는 일상 언어는 수많은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 하

도 자주 들어 낯익은 것은 바로 생명을 다한 죽은 은유다.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단어의 위와 같은 낯선 결합에 의

한 새로운 은유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새로운 사유와 글

쓰기의 본령이다.     

 

2006. 8. 17.  
- 왕관의 보석, 과육과 씨앗 
깊은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이 꽃을 피울 때는 품안에 숨기

지 아니하고 머리에 이게 된다. 층층나무, 자귀나무, 조

팝나무 등의 꽃은 수관(樹冠)에 마치 왕관의 보석처럼 

눈부시게 장식된다. 종족보존을 위해서다. 인간들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곤충이나 새들을 위한 배려다. 꽃이 진 

후에 맺히는 열매의 색깔이나 맛, 형태, 향기는 모두 그

들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과육(果肉)은 그대가 취하되, 

씨만은 널리 퍼뜨려달라는 나무들의 간절한 전언(傳言)

이다. 벌과 나비, 그리고 새는 대체로 그러한 약속을 지

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취하는 나무 열매로 

과연 그와 같은 전언의 충실한 이행을 하고 있는가.       

 

2006. 8. 18.  
- 모든 시간은 ‘영원’에서 동시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인식은 시공을 뛰어넘는 초

월의 한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구의 역사는 50억 

년인데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불과 5000년이다. 지구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인간의 역사는 불과 

수초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와 거의 동시대라고 할 수 있

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쉰다고 할 수 있

다. 그런 뜻에서 “모든 장소는 천국에서 등거리고 모든 

시간은 영원에서 동시대”라는 말도 빈말이 아니다.    

   

2006. 8. 19.  
- 너그러움의 미덕과 준엄한 심판 
래리킹(Larry King)이 어느 날 90세의 아트 링크레터

(Art Linkletter)에게, “나이 들면 좋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즉시, “그럼요, 더 너그러워집니다.”라고 대

답했다. 바울 사도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

라”고 당부하였다(빌립보서 4:5). 사람이 살만큼 살아 

환력(還曆)을 넘기게 되면, 파란만장이 아니라도 온갖 

풍상(風霜)을 겪게 되고, 별별 사람과 기이한 일들을 더

러 만나게 되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 못할 크고 작

은 언동과 사태들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초월

과 달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달의 

이면처럼, 사람의 한 생에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없

는 일에 직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는 톨레랑스(Tolerance)라 하여 각 분야에 있어서 생각

과 의견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 사이에서의 이해와 관용

을 중요한 덕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황희 정승

처럼 자신의 말에 책임이 따르지 아니하는 판단이야 그

와 같이 이도 좋고, 저도 좋다는 식의 관용을 베풀 수가 

있을 것이지만, 법관이 그렇게 너그럽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균형을 잃은 자세라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 판사가 형사사건에서 아무리 그 나름대로의 일관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지나

치게 관대한 판결을 계속한다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야 백번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피해자 등 다수의 이해

관계인이 있기 마련인 사건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그르

친 결과에 이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재앙이 되기

도 할 것이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법관직에 뜻을 두

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심판을 받지 아니 하려

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의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

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마태복음 1:1-2)는 말에 

기겁을 하고는, 그 순간에 길을 바꾸었다는 말이 전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랜 기간 법관직에 머물렀던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구에 다가

올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골이 다 송연하다.  

 

2006. 9. 8.  
- 장엄하고 눈부신 낯선 산하, 그러나 
여름에 떠나 가을에 돌아왔다. 법원이 우리 부부에게 준 

두주간의 늦여름 휴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남단을 가로

질러 캐나디언록키를 거쳐 퀘벡을 통과하여 미국의 동

부를 종단(縱斷)하는 긴 여정이었다. 자연은 장엄했고, 

아름다웠으며 눈부셨다. 사람들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그들의 삶의 영역은 너무 넓었다. 나무들은 산처럼 크고 

우람했으며, 바다와 하늘 또한 무궁무진 넓고 깊고 아득

했다. 그들이 지은 도시의 집은 때로는 예술이었고 때로

는 기적이었다. 그들은 축복의 땅에 피땀의 정성을 보태 

보답하였다. 맑은 물은 넘쳐났고, 바람은 달콤했으며 사

람들은 저들끼리 절로 행복해 보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

러나 나는 이런 다짐을 하였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내 나라 내 땅이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욱 이 곳을 

더 좋아하고 아끼리라고. 쉴 새 없이 매질 당하고 피 흘

리고 몸부림친 내나라, 내 땅, 내 사람들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기에. 더 절절한 

사랑의 고백과 헌사를 이 땅에 바치리라고 다짐한다. 마

치 이중섭이 거목들로 울울창창한 일본의 산들을 보다

가 고국으로 돌아오며 헐벗은 우리나라 산들을 보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의 저 민둥

산이 더 좋아”라면서 절규했듯이. 

 

2006. 9. 11.  
- 밀물처럼 다가온 가을 
마침내 가을이 나를 사로잡았다. 아침 기온이 12°C. 여

름이 나를 영영 놓아줄 것 같지 않았는데 불현 듯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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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을이 큰 손으로 나를 확실하게 장악하였다. 머잖아 

나를 숲으로 데려가리라. 또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리라. 

밤이면 불을 밝히고 책을 읽게 할 것이고, 등불 밑에서 

보내지도 못할 연서를 부질없이 몇 줄 적게 되리라. 사물

이 더욱 맑고 뚜렷이 보이는 그들의 투명한 육체 사이로 

나뭇잎이 서서히 맥을 놓는 나른한 사연도 들을 수 있으

리라. 새들은 또 날이 저물면 어디론가 떼를 지어 몰려가

는지 귀가 엄청 밝아진 나는 그들의 깃발 같은 날갯짓을 

넋 놓고 한참을 따라 가리라.  

 

2006. 9. 12.  
- 살아 숨 쉼의 축복 
살아 숨 쉬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는가. 내 피가 뜨겁다는 

것이. 앞으로 조금은 더 수한(壽限)을 허락받은 것이 고

맙고 감사하다. 덧없는 세상의 명리를 쫓아서 무엇하리. 

잘못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그리하여 낭비한 시간

들이 아깝기 그지없어라. 이제 후로는 그런 소모적인 일

에 내 귀한 시간을 허송하지 않으리라. 순간을 즐겨라. 

그렇다. 행복하게 보낸 순간들이 모여 내 남은 날들은 아

름답게 물들어 가리라. 진지하게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쓸 일이다. 소로우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의 품 안에서 끝

없이 샘솟는 평화를 누리며 초월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

늘이 내게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하였으니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한가. 누구에게도 아쉽거나 손 벌릴 

일 없이 자유로우니 하루 24시간 내내 평안하리라. 만사 

구애받을 일 또한 없으니 달리 무슨 애를 쓰거나 노심초

사할 일 없을 것이니 무엇을 내 걱정하리. 이만하면 도잠

선생에는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대은은어시(大隱隱於

市)’의 경지에는 이르지 않겠는가. 

 

 

2006. 9. 20.  
- 별빛이 그리는 길의 지도 
별이 빛나거나 달빛이 환한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즐기는 

낭만 중의 하나다. 어느 원로 시인은 “달밤에는 백리까

지 한마을”이라고 표현하였다. 솔숲길이나 호숫가도 좋

고, 바닷가도 좋다. 그런 날에 달빛은 밤길을 걷는 사람

들에게 온 몸을 푸르스럼한 베일로 감싼다. 보행자는 신

화와 전설, 동화 속의 요정이 된다. 시간이 소멸하고 길

고도 아득한 백리의 공간이 숨을 쉬는 몽환의 세계가 둘

러싼다. 어린 시절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만 움

직이는, 달이나 별이 뜨는 그런 밤을 나는 유난히도 좋아

해서, 이슬을 함초롬히 맞으며 평상에서 별을 헤며 밤을 

새거나 밤길을 그냥 아무나 손잡고 정처 없이 걷다가 돌

아오곤 했다. 이런 정서를 게오르크 루카치가 다음과 같

이 멋지게 표현한 바 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

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라고. 칸트도 이런 밤에 

밖을 걷다가 다음과 같은 인식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생

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문과 경탄을 더하면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저 하늘에 반짝

이는 푸른 별빛, 또 하나는 내 마음에 깃든 도덕률이다”

라고 하였으니. 옛날에는 전등이 아니어도, 촛불이 아니

어도, 원시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 행복하였

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조명으로 과거와 같은 신비로움

이 묻어나는 아우라는 사라지고 없다. 지난 추석날, 부산

집에서 체육공원까지 가고 오는 1시간의 밤길. 산을 내

려올 때는 둥근 보름달이 내 이마 위에 높이 떠서 나는 자

꾸만 이마에 흘러내리는 달빛을 손으로 훔쳤다. 은은한 

벌레울음 소리가 한참이나 나를 따라다녔다.  

 

 

2006. 9. 23. - 글쓰기의 바다 
종이를 바다로 생각하라. 종이 위에 글자를 풀어 꼬리치

며 놀게 하고 파도를 일으켜 보라. 내가 쓴 글이, 마치 바

닷가에 선 사람들이 평화를 체험하듯 사람들을 편안하

게 하여야 한다. 해변에 서면 나는 무한한 평화를 본다.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

는 그 절대의 평화를.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정녕 그

런 빛깔로, 그런 소리로, 그런 울림으로 나도 종이 위에 

글을 쓸 수는 없는가. 글자가 파도가 되고, 모래밭에서 

부서지며, 바위에 깨어지며, 몸을 뒤채거나 구르며, 치열

을 드러내 하얗게 웃으며, 한숨을 쉬며, 갈매기들을 데리

고 노는 바다의 그 힘, 그 냄새, 그 표정, 그 결기. 나는 바

다에서 글쓰기를 배워야 한다. 침묵하는 법과 노래하는 

법과 말하는 법을. 같은 생각에서 조지 매튜 애덤스는, 

“표현이 멋지다는 것은 바다의 소리를 닮았을 때다”라

고 하였다.   

 

2006. 9. 26.  
- 글은 삶을 따라 온다 
다니엘 킬의 『피카소의 예술에 관한 명상』, 러셀 셔먼의

『피아노 이야기』, 지오 폰티의 『건축예찬』을 읽고 있으

면, 내가 이런 책을 쓸 수 없음은 글 솜씨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과 치열함이 부족한 까닭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실의 포장능력이 아니

라 사실 자체의 절실함이다. 진지하고 절박한 삶은 사람

을 시인으로 만든다. 피카소, 러셀 셔먼, 지오 폰티는 시

인보다 더 시인다운 예술가다. 삶이 그러하므로 글이 대

체로 그러하다. 글은 삶에 따라온다. 시편의 아름다움은 

삶의 아름다움을 표상한다. 아름다운 사람이 곧 아름다

운 시(詩)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곧 아름다운 

시인이다.   

2006. 9. 28.  
- 사랑으로 피어나는 꽃      
하늘이 기르는 꽃과 사람이 기르는 꽃이 같을 수 없다. 

무엇이 하늘이 기르는 꽃인가. 사랑이다. 사랑은 계절의 

도움 없이도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나는 꽃이다. 어찌 꽃

이 아니겠는가. 오래 전에 한 사제는, “사람들이 사랑으

로 피어날 때 우리는 모두 꽃이 된다”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

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사랑 한 송이씩을 

심어 아름답게 피우는 일이다. 자연의 꽃밭이 아름답듯

이 사람 사이의 꽃밭 또한 아름다우리라. 인간의 고귀한 

심성으로 피운 꽃이기에 더욱 소중하지 않겠는가. 하나

님은 사랑이시기에(요한 1서 4:6) 그분은 우리에게 사

랑을 권면하신다. 사랑은 오직 시작이 있을 뿐이며, 사랑

은 정의와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 두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사랑이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라면 세상의 모든 진기하고 아름

다운 꽃을 다 바쳐 얻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꽃이 

제아무리 아름답다한들 사람들 사이의 제대로 된 사랑

만 하겠는가.  

 

2006. 10. 2.  
- 파도처럼 일렁이는 나무의 바다 
울산 남구 옥동 숲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초

록이 지쳐 단풍이 들면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저 부드러

운 나무의 바다를. 아침 다섯 시면 약속이나 한 듯이 새

들은 보금자리에서 눈을 떠 고개를 내밀고 목덜미에 서

늘한 새벽공기에 잠을 털고 일제히 목청을 가다듬기 시

작한다. 그 소리는 마치 “아빠, 날이 샜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하고 곁에 다가와 나를 흔들어 깨우는 어린 

딸아이의 목소리와 같다. 그럴수록 잠의 끝자락은 더욱 



부산지방변호사회     187186     제37호 부산법조

달콤하다. 마지못해 눈을 뜨고 저들의 합창을 한참이나 

들으며 누워 있다가 발코니로 나가 창을 열면, 내가 잠들

었던 작은 공간으로 가을아침의 냉기에 실려 폭포소리 

같은 새들의 재잘거림이 밀고 들어온다.  

   

2006. 10. 4.  
- 해운대 송정 간 추억의 기찻길 
해운대 07:21 발 울산행 무궁화호 열차. 그 중 해운대역

에서 송정역 사이의 바다를 내다보는 시간(10분)은 울

산 생활의 한 주간을 온전히 보상해 주고도 남는다. 오늘

같이 가을비가 내리는 날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뒤로 

밀어내며 하나가 된 연인들의 아득한 천년의 사랑이 자

욱하다. 동해와 남해가 만나 송정 쪽으로 가면서 동해는 

더 깊숙이 가슴 속으로 파고들고 어느덧 남해바다는 등 

뒤로 빠져나간다. 서로 만나면서도 만남의 예각이 없다. 

솔기가 없는 그런 어울림이 있을 뿐이다. 3시간 쯤 되었

으면 좋으련만! 그럼 한 시간은 창밖에 펼쳐진 책을 들여

다보며, 또 한 시간은 손바닥으로 받쳐 든 책을 들여다보

며, 그러고도 남은 한 시간은 눈감으면 떠오르는 또 한 

권의 책을 들여다보리라. 그러나 울산으로 향하는 시간

은 고작 50분에 그치고 만다. 가을비가 동해 바다의 서

늘한 물 위에 당도하여 고요히 스러지는 모습은 하나님

이 당신의 손바닥에 쓰는 한 편의 시다. 바다를 이윽히 

바라보면서 그 10분이 흘러가면 바다는 마침내 내 가슴 

속으로 옷섶을 들치고 밀고 들어와 내 안에서 조용히 숨

을 쉰다. 착한 아기 같이. 이제 나는 어디서나 바다를 낳

을 수 있다. 내가 곧 바다이므로. 송정 해변은 부드러운 

잿빛의 따뜻함에서 거칠거칠한 갈색의 서늘함으로 물먹

은 모래밭이 되어 길게 누워있다. 가을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달리는 기차는 송정 지나면서 차마 그 바다를 야멸

차게 떨쳐버리지 못하여 멈칫멈칫 자꾸만 뒤를 돌아본

다. 월내역 부근에서 다시 잠깐 얼굴을 비쳤던 바다는 기

차의 기억 속으로 숨어들고, 금빛으로 익은 들판에 자신

의 모습을 잠시 끼얹는다. 가을들판에서 바다 냄새가 난

다. 일렁이는 벼이삭의 파도위에 갈매기가 날아오른다.  

 
2006. 10. 7.  
- 바람을 거스르는 금목서의 향기 
해마다 이맘때면 적어도 반경 100미터 안에 있는 사람

들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자연의 선물이 등장한다. 

바로 금목서(金木犀)의 향기다. 나는 9월 말부터 멀리 

출타한 연인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듯 이 놀라운 천상

의 향기를 고대한다. 철이 되었다 하면, 이 나무가 있는 

여러 곳(거제동 부산법원 앞뜰, 대천공원 등)을 찾아 그

곳에 한참을 머물면서 이 냄새를 탐한다. 거기서 한동안 

흠뻑 취해 있다가 돌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푸

레나무과의 이 보배롭고 진기한 수종(樹種)은 가을이 

짙어가는 10월에 이르러 등황색 꽃으로 온몸을 단장하

고 그 특유의 진한 향기로 자신의 출현을 일대에 유포

(流布)한다. 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이 냄새가 대체 어디서 오는 무슨 향

내지?”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한주일 쯤 늦게 

개화하는, 사촌 격의 은목서(銀木犀)가 은은한 식물성 

향기라면, 금목서의 향기는 맵싸하고 달큼하고 강렬한 

금속성의 향기다. 나는 이 냄새를 대학시절에 잠시 머물

던 외가의 담벼락 너머 이웃집에 있는 나무에서 처음 만

났다. 그때 나는 “세상에 이런 기막힌 향기가 저렇듯 작

고 볼품없는 나무의 보잘 것 없는 꽃에서 풍기다니!”하

고 의아해 했다. 그로써 좋은 것은 반드시 덩치가 우람하

고 멋진 본체에서 생겨나는 것 아니라는 하나의 깨달음

도 얻었다. 당시 내가 펴든 책이 『법구경』이었는데, 때마

침“진인(眞人)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널리 세상에 퍼

져간다”는 부분을 읽던 터라, 거기서 지칭하는 향기는 

바로 이 금목서의 향기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

각할 정도였다. 그간 한 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냄새라

면, 태산목의 우윳빛 꽃이나 장미, 라일락의 향기, 치자

꽃의 달콤 고소한 냄새, 빵 굽는 냄새, 잘 익은 홍시나 사

과에서 풍기는 향내, 옹알거리는 갓난아기의 포대기에

서 나는 냄새, 맑은 물에 몸을 씻은 다음 긴 빨랫줄에 걸

려 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에 한나절 내도록 춤을 추

며 잘 마른 엷은 속옷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 등 별별 

좋은 냄새를 나의 건강한 후각으로 다 들이켜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금목서의 향기가 주는 지닌 고상함과 품격

에는 미치지 못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면서 

몰고 오는 바람의 향기만은 비슷하다고나 할까. 원료로 

이 향기를 가져다 쓴다는 샤넬 NO.5가 희미하게 흔적

을 지니기는 하였으나, 장구한 자연의 생태사와 생명윤

리, 그리고 한 많은 이 산천의 눈물까지 모두 녹여 담고 

있는 천연(天然)의 이 향기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언

감생심(焉敢生心), 사람의 작품이 어떻게 신의 작품을 

능가할 있겠는가. 나는 작심하고 이 귀한 나무를 구하여 

거실에서 한 번 키워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본래 하늘밑에서 비와 바람과 새들과 벗하여 살기를 기

뻐하는 까다로운 성미인지라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머쓱해져서, 이를 가리켜 “슬픈 조국의 아련한 

상처의 향기”라거나, 소를 모는 노인의 심정으로 “신라 

수로부인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관능의 향기”라는 표현

으로 만족하고 말았다.   

 

2006. 10. 10.  
- 바다여, 너는 누구의 한이 서린 눈물이냐 
바다는 우주를 향하여 열려있는 무한히 너른 공간이다. 

그리고 바다는 저 지옥의 끝까지 이어져 있을 정도로 무

한히 깊고도 어두운 공간이다. 그 질량과 체적을 감히 헤

아릴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 서면 나는 한 없이 작아

진다. 바다는 그러나 꿈꾸는 듯한 그 푸른 색상과 소금 

냄새의 체취와 한없는 부드러움과 낭만적인 설렘으로 

내게 온다. 그리하여 바다는 내 눈물에 섞여 흐르기도 하

고, 내 피에 스며서 온 몸을 떠돌기도 하면서 나와 동거

한다. 포르투갈의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는 “바다여, 너

는 얼마나 많은 포르투갈의 눈물로 그렇게 짠 소금물이 

되었느냐”고 한탄했다. 우리 바다의 짠물 역시 유달리 

애환이 많은 우리 민족의 눈물 때문에 그러한가. 다만, 

바다의 눈물 냄새자체는 대단히 매혹적이다. “그에게는 

바다 냄새가 난다. 그 중에서도 가을 바다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때 나는 더 

없이 행복하리라. 바다를 품을 수가 있고, 그리하여 바다

를 낳을 수만 있다면, 바다를 닮은 언어까지 낳을 수가 

있다면, 나는 그 때 시인이 되리라. 한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 숨은 바다를 노래한 적이 있었다. 바다

는 더 이상 외부의 낯선 개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그 눈동자에 먼 바다가 아득히 펼쳐질 때 

나는 바다를 사랑하듯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동자에 가로 누워있는 수평선이 내 운명이 되었다. 바

다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그리고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이 모든 것을 다 실어 담을 수 있는 그의 눈동자보

다는 클 수 없음을 그 순간에 나는 깨달았다. 그리하여 

나는 이윽고 절망의 덫에서 놓여났고, 마침내 그의 눈동

자에 내 생애를 싣고 가는 선박의 벼릿줄을 걸었다. 그로

부터 바다는 내 시가 되었고, 내 사랑이 되었고, 내 삶이 

되었다. 바다를 따로 두고 나를 말하지는 못하리라. 그

리하여 유년의 절망이던 바다는 나와 함께 자라 꿈이 되

었고, 산이 되었고, 강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이 지상

에서 밀어내려면 바다를 먼저 밀어내야 한다. 지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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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지워야 한다. 또 지도에서 강을 메워야 한다.  

 

2006. 10. 24.  
- 후세에 빛나는 아름다운 문장 
여름 더위가 쫓겨 간 뒤, 머뭇머뭇 하던 바람을 몰아내

고, 장인의 나룻 밑에서도 긋는다는 가을 비 답지 않게 

위세 좋게 많은 비가 쏟아진 뒤, 어제부터 모처럼 가을다

운 가을이 일대에 강물처럼 밀려왔다. 법원을 오르는 길 

양 편에 도열하고 있는 벚나무는 사계절의 잎을 모두 품

고 있다. 한여름의 초록 잎사귀, 붉고, 노랗고, 갈색으로 

물든 가을 단풍잎, 바싹 오그라져 여윈 가지에 간신히 매

달린 채 오소소 추위를 타는 마지막 잎새와 같은 겨울 잎 

등이 그렇다. 엽록소에 들어있던 색소가 각기 다른 빛깔

로 햇빛의 양, 기온, 강수량 등의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

나는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지만, 그걸 올려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이요, 경이로움이다. 주말에는 

법원 식구들과 더불어 내장산으로 산행을 간다. 무엇을 

내장하고 있어 내장산일까. 그리움일까, 아니면 슬픔일

까. 그도 아니라면 덧없음일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산에, 나무에, 물에, 하늘에 투영될 것이니, 어떤 사람

에게는 기쁨과 황홀함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리움과 쓸쓸함일 것이며, 그 풍경이 자못 고통이자 슬픔

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궁금하다. 전국 제일의 단풍이라

는 그곳의 풍경이 내게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처럼 행복할 때는 없다”고 

시인 정현종은 썼다. 내가 내장산의 단풍 숲에서 하나의 

풍경이 될 수 있다면 이는 모처럼 누리는 지복(至福)의 

순간이 될 것이다. 소로우는 자연과 그 품에 안긴 식구들

을 오관을 가진 생명체로 보고 대상에 자신의 마음을 비

추어 아름다운 은유로 빛나는 문장을 빚어낸다. 마치 이 

가을의 채색된 단풍잎 같이 화려하게 사유의 공간에 수

놓는 그의 능력이 놀랍다 못해 경탄스럽다. 그는 시인이

자 화가이며, 음악가이자, 사유의 혁명가다. 예술가의 모

든 자질을 두루 갖춘 천부(天賦)의 문인이다. 그를 필사

하면, 그의 숨결, 그의 생각, 그의 체취가 내 숨을 통하여, 

피부를 통하여, 눈을 통하여 촉감을 통하여 내 몸으로 흘

러들어온다. 내 피가 되고, 숨이 되고 살이 되는 느낌이 

든다. 소로우는 내 사유와 글쓰기의 확고부동한 전범(典

範)이다. 모름지기 글은 그래야 한다는 모든 것을 그는 

다 가지고 있다. 그가 부럽고도 부럽다. 12세기와 13세

기에 걸쳐 살았던 고려의 문신이자 명문장가인 이인로

는 문장의 고귀함을 이렇게 상찬한 바 있다. “세상 모든 

사물 가운데 빈부귀천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오직 문장뿐이다. 훌륭한 문장은 해와 달이 하

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아서 구름이 허공에서 흩어지거

나 모이는 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지 못할 리 없으

므로 이를 감출 수가 없다. 그리하여 가난한 선비라도 무

지개 같이 아름다운 빛을 후세에 드리울 수 있으며, 아무

리 부귀하고 세력 있는 자라고 문장에서 모멸을 당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그로부터 700년이라는 긴 세

월을 지나 먼 나라에서 태어나 불과 40여년을 살다간 소

로우를 지칭하는 것만 같다. 중세를 살다간 동양의 한 선

비가 전한 문장에 관한 소신과 예언은 미국의 문인 소로

우에게서 완벽하게 실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 11. 1.  
- “가을, 나뭇잎이 꽃이 되는 제2의 봄” 
곱게 물든 벚나무 단풍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

선 “가을은 나뭇잎이 꽃이 되는 제2의 봄이다”라고 한 

알베르 카뮈의 말이 생각난다.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

라 단풍의 색깔도 나뭇잎 한 장에 붉은 색, 갈색, 노란색

이 섞여 있고, 더러는 아직 채 물이 들지 않은 초록빛이 

띄엄띄엄 남아 있는 잎도 있다. 시인 이상(李箱)은 벚나

무 단풍을 무척 대견하게 본 듯하다. 그는 어느 날의 글

에서 이렇게 썼다. “사꾸라라는 꽃을 나는 그렇게 장하

게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꾸라가 가을에 진

짜 단풍보다도 훨씬 단풍답게 홍엽이 지는 것을 보고 거 

제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니 가을에 아무도 가려 들지 

않는 우이동으로 어디 슬쩍 가보는 것이 탐승 탐자(探勝 

探字)에 어울리는 노릇이 아닐까 하는 소생의 우안(愚

案)입니다. 가을에 금강산을 찾는 것은 이제 백 원짜리 

지폐를 한꺼번에 수천수만 장 목도하는 것 같아서 소생 

같은 소심한 자에게는 좀 송구스런 일이 아닌가 하는 것

이 또한 소생의 우론(愚論)입니다. “벚나무는 꽃, 열매

(버찌), 단풍 등 때를 달리하여 등장하는 세 가지 권속이 

꽤나 볼만하다. 잎이 피기 전에 우리나라 온 산야에 연분

홍빛 꽃구름을 펼치는 봄날의 축제는 황홀 그 자체다. 붉

게 물들었다가 마침내 잘 익은 초여름 세피아 톤의 버찌 

맛은 달콤쌉스레한 사랑의 맛 그대로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가을 속의 그 어떤 나무보다 멋지게 나뭇잎을 물들

인다. 단풍드는 형태가 줄지어선 여러 그루의 나무가 한

결 같지 않고, 한그루 나무도 잎잎이 모두 다르게 물이 든

다. 나무 밑에 떨어진 단풍잎이 하도 고와 그 중 몇 장 주

워들고 와 방안의 책상 위에 놓아두면 금방 오그라들고 

마는 것을 보았다. 그냥 바람에 구르다가 사람에게 밟히

다가 그대로 바스라져 흙이 되게 제 동무 곁에 두는 것이 

상책이다. 벚나무의 단풍잎은 그걸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2006. 11. 10.  
-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단풍 숲 
숲이 그득히 들어와 있는 거실 전면의 유리창을 연다. 그

러고는 해를 향하여 눈을 감는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전도서 

11:17).” 그러나 해를 바로 보면 망막을 상한다. 마치 구

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음

을 면치 못하듯이. 그 때문에 나는 해를 볼 때, 눈을 감는

다. 고요히 기도하는 자세로. 만물에 생명을 더하는 창조

주와 해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일종의 제의(祭儀)다. 

늦가을 아침의 따스한 햇볕이 얼굴에 가득 모여든다. 거

기도 불그레한 단풍 숲이 펼쳐진다. 천지가 온통 붉은빛

으로 출렁인다. 눈을 뜬다. 잠시 앞이 보이지 아니한다. 

좌측 울타리 곁에 선 벚나무가 화려하게 성장(盛裝)하

고 있다. 하반신을 그늘 속에 숨겨 둔 채 붉은 저고리를 

받쳐 입었다. 옥동 트레일(trail)의 식구들은 며칠 사이에 

갈색, 노란색, 붉은 색 등 모두 염색이 잘 된 옷으로 갈아

입었다. 단풍은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더 예쁘다. 그래서 예로부터 절경은 부감(俯瞰)한다고 

했던가. 곱게 단장한 나무들은 교태를 뽐내고, 팔을 흔들

어 흥겹게 노래를 하면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났

다는 듯이 잎들을 한줌씩 지상에 흩뿌리고 있다.  

    

2006. 11. 15.  
- 떠날 때를 아는 아름다운 뒷모습 
기온이 급강하한다. 아침 숲길을 걸으니 코끝이 맵싸하

고 손이 시렸다. 나뭇잎이 대부분 흘려내려 길바닥에 수

북이 쌓이고 더러는 칼날 같은 바람에 이리저리 한 덩어

리로 쓸려 다닌다. 빽빽하던 숲이 어느새 듬성듬성 바람

의 길이 열리고, 이제는 만추의 찬바람이 새 길을 따라 

맹렬한 기세로 여윈 숲을 휘젓고 다닌다. 기온이 내려가

자 동쪽 능선 위에 얼굴을 내민 햇빛이 더욱 눈부시다. 맑

게 갠 하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숲을 이윽히 내려다

보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남부지방엔 하루 종일 비가 내

렸다. 그런 뒤의 추위다. 그러나 지금은 비온 흔적은 말

끔히 지워지고 숲은 다시 건조하다. 나무에 달린 마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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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들이 종이 구겨지는 소리를 내면서 찬바람에 파르

르 떨고 있다. 차라리 몸을 던져 푸근한 땅바닥에 드러누

워 쉬어도 좋을 터인데, 저리도 끈질기게 매달려 고집을 

피우는 잎들이 측은하고 딱하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

신이 가야할 때를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로 추하다.    

 

2006. 11. 20.  
- 늦가을 찬비에 생을 다한 나뭇잎들 
늦가을 아침에 내리는 비는 요람을 흔드는 자장가 소리

다. 담벼락에 모여 발을 동동거리는 병아리들의 종알거

림이다. 밀밭을 파도처럼 휘저으며 유유히 흘러가는 바

람소리다. 우거진 초목들이 마른 몸을 흔들며 깔깔거린

다. 황토 길은 옷고름을 풀어놓은 채  길게 누워 앙가슴

을 간질이는 비를 받아들인다. 빗방울은 흙의 품에 스며

들어 말없이 녹으며 향기로운 흙의 체취를 뿜어 올린다. 

미리 알고 제각기 보금자리로 숨어든 걸까. 도처에 새 

한 마리 보이지 않고 가끔씩 눈에 뜨이던 청설모도 오늘

은 흔적도 없다. 노랗게 단풍든 싸리나무 이파리들이 빗

방울의 무게에 한들한들 춤을 춘다. 길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내린 낙엽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내가 펴든 우산위

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일란성 자매처럼 꼭 빼닮았다. 빗

물에 젖은 참나무 잎들이 발밑에서 부드럽고 편안하다. 

어느새 나는 숲의 정령들에게 사로잡혀 그들의 말, 그들

의 얼굴, 그들의 체취를 닮아간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듯하다. 당연히 내 생각, 내가 하는 말도 그들 또한 

알아들으리라. 키 큰 나무들이 모여 선 틈의 빈 공간은 

가을비가 품고 온 흐릿한 안개 같은 물방울에 자욱하게 

떠 있다. 길가에 떨어진 선홍색 벚나무 단풍 빛깔에 가

슴이 설렌다. 붉은 빛깔은 왜 이다지도 나의 마음을 흔

드는 걸까. 핏빛이라서? 물 묻은 이파리를 한 장 주워 가

만히 들여다본다. 숨 쉬는 소리가 들리고 숨을 쉬느라 파

들거리는 떨림 또한 전해 온다. 떨어져 누운 잎도 호흡

을 한다고? 그렇다. 저들끼리 어울려 몸을 부딪고 제자

리에 있어야만 숨을 보존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낙엽

이라고 함부로 주워 방안으로 데려오면 불과 한 시간이 

안 돼 호흡곤란으로 촉촉한 몸을 뒤틀어 부스러지는 것

을 보지 않았던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살아있는 이파리

들, 썩어 거름이 되었다가 다시 그 진액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새 순으로 돋아나는 저 잎들의 끝없는 생명의 순

환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가.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은 어

느 도시, 어느 거리를 걷고 있을까? 혹은 연일 계속되는 

장기간의 여행으로 피로가 쌓여 어느 숙소에서 단잠에 

빠져 있을까? 나는 눈을 감고 아이들의 침대 곁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 

빗소리와 같은 기도를 한다. 비 내리는 숲길을 정처 없

이 걷는다.   

 

2006. 11. 22.  
- 신불산 정상의 금빛 억새밭 
함께 걸은 산길이 생각난다. 지난 토요일, 6시간의 행로

가 마음속에 길게 뻗은 꾸불꾸불한 길로 남아있다. 늦가

을의 숲에는 빵 굽는 냄새 같은 나뭇잎 마르는 향기가 

그득했고, 엷은 햇빛의 빛바랜 날개가 가끔씩 퍼덕였다. 

신불산 정상아래 펼쳐진 억새밭 평원의 금빛 물결이 찬

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고, 간월산과 신불산의 정상 부근

에 바람 때문인지 키가 낮아진 다복솔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산줄기 아래로 멀리 내려다보이는 언양 시가지

와 그 곁을 가로지르고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꿈결인 듯 

아스라하였다. 일행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느린 속

도로 걷는 산길은 세상 생각을 허공에 걸어놓고 멀찌막

이 물러나 이를 관망하는 느낌이었다. 등산객들이 꽤나 

많았다. 세상 소음을 산에다 부려놓은 듯 시끌벅적하고, 

세상의 먼지와 냄새를 배낭 가득 지고 온 사람들도 많았

다.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행보가 마

땅찮았다. 아이들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발에 걸렸고, 

때론 행복하였고, 때론 마음이 저렸다.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이 떠올라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웠고, 한편으론 

아늑하고 행복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살아있음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가족 때문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임을 알았다.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사랑하리라.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쓰리라. 비록 내 부족하고 못나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필요하면 목숨까지도, 내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

으리라고 다짐한다. 

 

2006. 11. 30.  
- 창가에서 보내는 늦가을의 하루 
맑은 날에는 사무실의 왼쪽 창으로 보이는 하늘로부터 

오른쪽 창으로 보이는 하늘로 태양이 이동하면서 하루 

낮이 지나간다. 출근 시에 해는 왼쪽 하늘에서 밝게 빛

나다가 오후 3시쯤이면 오른쪽 창으로 비치는 하늘에서 

환히 웃는다. 4시쯤이면 그 빛이 점점 엷어지면서 따스

한 열기가 스러져간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창가에 붙어 

서서 창을 열어두고 해를 향하여 눈을 감고 햇빛을 얼굴

에 가득 받는 시간을 종종 갖는다. 일종의 해바라기다. 

해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눈을 감으면 눈앞에 모란 꽃 

봉오리가 흐드러지게 핀 꽃밭이 펼쳐지면서 얼굴이 화

끈화끈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든다. 여간 기분 좋은 게 

아니다. 마치 부끄러운 일을 당했거나 분한 일을 당했을 

떼 달아오르는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면서 온 몸에 펴져

가는 태양의 따뜻한 기운이 핏속으로 스며드는 듯하다. 

그러다가 나도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만 된다면 내 몸에 엽록체가 생성되고, 거기서 당(糖)도 

만들어 질 것이니 따로 음식을 취할 필요도 없을 것이

고, 결국 내 몸은 한그루 나무나 풀이 되어 사람들에게 

식물의 체취를 풍기며 한껏 향기로울 수 있을 터인데.  

 

2006. 12. 5.  
- 감동은 순간이고, 삶은 계속된다  
2006년의 가을은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벚나무 단풍잎

의 고운 태깔을 발견한 한해요, 만산홍엽(滿山紅葉)으

로 불타오르는 내장산 단풍의 오묘한 신비로움을 눈으

로 보고, 신불산 정상과 구곡산 기슭에 펼쳐진 금빛 억

새밭의 파도에 황홀해 하고, 울산 옥동 숲의 다채로운 

파노라마에 감탄한 한해였다. 내가 사무실에 머무는 사

이, 그는 가을 들어 홀로 영남알프스의 1000m 이상의 

9개 고봉(高峰), 가지산, 신불산, 영축산, 간월산, 천황산, 

재약산, 운문산, 고헌산, 문복산을 차례로 모두 등정하였

다. 아이들은 각자 계획에 따라 배낭을 메고 유럽을 중심

으로 세계여행을 하였고, 우리는 또 법원의 선물로 두 사

람만의 전속 가이드를 대동하고 캐나다 남부를 가로질러 

미국 동부를 돌아 워싱턴과 뉴욕에 이르는 대 장정을 완

수하였다. 캐나디언 록키 산록의 빙하와 그 빙하가 녹은 

호수의 물빛, 특히 피토 호수의 한 없이 깊어진 순도 높은 

청옥의, 포르스럼한 옥양목 빛깔의 가슴 저린 물빛을 마

주하자 절로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 숨 쉬던 동화 속의 눈

동자 같은 호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뉴잉글랜드의 

단풍은 또 얼마나 눈부셨던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

을 사람으로서는 달리 표현할 수 없으리라. 눈을 감으면 

지금도 두고 온 산들, 그 산의 나무와 풀과 바위, 그리고 

소리치며 흘러내리던 맑은 물줄기와 우짖는 새들, 도토

리를 오물거리며 달려가던 다람쥐, 작은 섬 위에 마천루

의 숲을 세우는가 하면, 고산준봉과 빽빽한 원시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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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뜰 앞에 두고 사는 외국인들의 부러운 삶들을 바라

본 한해였다. 지금은 이상과 같은 경탄과 놀라운 풍경을 

뒤로 하고 어찌 보면 사소하고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왔다. “우리는 불꽃놀이의 섬광 같은 아름다운 순간이 있

기에 현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테오도로 아도르노

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고 한 건축가 루드비히 미즈 반 데어 로에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이 모여 일상을 이루는 것

으로서, 실은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써라. 사소한 것이 신성하다”고 

블라드미르 나보코프는 지적했다. 감동은 순간이고 삶은 

계속된다.   

 

2006. 12. 17.  
- 코끝이 시린 초겨울의 한낮           
겨울이 곁에 와 있다. 나무에도, 길바닥에도, 하늘에도, 

바다에도, 겨울의 입김, 겨울의 체취, 겨울의 옷자락, 겨

울의 색상, 걸음이 빨라진 사람들과 물가의 새들이 도처

에 깔려 있다. 겨울이 마침내 이 나라의 산천과 만물의 주

인이 되었다. 그러나 얼음장 같은 냉기를 뚫고 1억 4,950

만 km나 되는 우주의 아득한 하늘 길을 달려와 부산집 8

층 창에 매달려 노란 웃음을 잔뜩 쏟아놓는 눈부신 햇살

만은 아니다. 옷을 벗은 나무와 여윈 풀들과 마른 시내는 

그래서 또 견딜 만하다. 릴케의 여름이 위대하였다면, 우

리의 2006년 가을은 화려하였다. 마치 내 생의 마지막 가

을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프고 찬란한 계절이었다. 그

러나 이제는 천지만물이 여는 길을 걷는 대신, 문을 안으

로 닫아걸고 밤늦게 불을 밝혀 동서고금의 선현들이 여

는 길을 꾸준히 걸어야 한다. 세 계절을 지나오면서 우리

는 웬만큼 천지에 널려있는 수많은 책을 탐독하였으니, 

이제는 마침내 마음을 열어 우리들의 책을 써야 한다. 겨

울은 바로 그러한 계절이다. 

 
2006. 12. 18.  
- 딱따구리의 과업 
옥동 숲의 아침 산책길에서 딱따구리의 나무 찍는 소리

를 들었다. 뜨르르르르……하는 드럼잉(drumming)이 

씩씩하고 호기롭다. 이쪽저쪽에서 두 마리의 새가 서로 

화답의 작업 중. 숲이 깜짝 놀라 몸을 떤다. 그 소리만으

로도 온 숲이 요란스럽다. 그런데 딱따구리의 드럼잉 자

리는 금방 매워진단다. 그 부분은 상한 부분으로 그 속에 

든 벌레를 새가 잡아먹고 나면 나무의 자연치유력으로 살

이 차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새가 파놓지 않은 다른 부분

은 그런 복원력이 없단다. 자연의 힘은 본래 그러하다. 혹

한의 날씨도 아랑곳없이 나무에 매달려 부리로 북치듯 나

무를 두드리는 새와 그 새에게 몸을 맡기고 병든 부위를 

치유를 기다리는 저 나무 사이의 신뢰가 아름답고 신비

롭다. 

 
2006. 12. 20.  
- 글쓰기의 기나긴 이력과 감사  
부산집 서재 방의 겨울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동안 햇빛의 놀이공간이다. 맑은 날 그 시간대면 

예외 없이 노란 병아리 떼 같은 햇살이 그득하니 들어차 

와글와글 나뭇가지 위의 참새들처럼 새살거린다. 책장

을 넘겨보기도 하고, 서가 사이의 먼지를 날리기도 하

고, 책상 위에 깔아놓은 유리판 위에서 미끄럼을 타기도 

한다. 방 한쪽 구석에서 느긋하니 졸기도 한다. 그들의 

품에 들면 겨울 바다의 소금냄새가 있고, 싸늘한 얼음강

의 물비린내도 있다. 산과 들을 쏘다니는 겨울바람의 날

카로운 이빨도 숨어 있다. 책상 앞에 앉아 겨울 햇빛과 

함께 노닥거리던 중 어쩌다가 내 글쓰기의 기나긴 이력

에 생각이 미쳤다. 취학 전, 여섯 살쯤의 꼬마는 6·25전

란 후 늦은 나이에 징집된 아버지에게 몽당연필에 침을 

묻혀 꾹꾹 눌러쓴 몇 줄의 편지를 썼다. 내 기억으로는 

생애 최초의 글쓰기였다. 중대원이 편지를 돌려 읽으며 

천재아들을 두었다고 부러워했다고 한다. 천재는 무슨? 

이제 막 글을 배우는 아이가 제대로 된 맞춤법이나 알았

겠는가. 초등학교 3학년. 군내 경진대회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시 한편을 출품하여 3등상을 받았다. “짙어가

는 녹음과도 같이 무럭무럭 자라서”라는 한 구절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고백하거니와 문제의 

구절은 내가 아니라 젊은 고모들이 써 준 것이었다.  

 

한편 우리 아버지는 가까이론 마을 안팎에서부터, 멀리

로는 군 전역에 이르기까지 글씨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

어서, 군내 여러 비명(碑銘), 편액(扁額), 현판(懸板) 

등의 글씨를 다수 썼다. 조모가 돌아가자 아버지는 마당

에 운구(運柩)된 관 위에 덮을 만장(輓章)위에 대필을 

들어 그 유려하고 장엄한 필체로 ‘유인김해김씨지구(孺

人金海金氏之柩)’라고 일필휘지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고씨 가문 족보의 인쇄본 몇 권을 빌려와 

중필, 세필의 붓과 펜에 먹물을 찍어 몇날 며칠을 걸려 

전권의 제목부터 내용전체의 깨알 같은 수백 쪽의 모든 

글들을 온전히 필사하는 놀라운 기량으로 어린 아들을 

기죽게 하였다. 그 필체를 닮고 싶어 아버지의 손을 잡

고 열심히 붓글씨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아들은 그 방면

에 도통 재능이 없었다. 사위의 필체에 반한 외조부는 

당신의 외손이 그것을 반드시 물려받았으리라고 지레 

짐작하고는 아이를 불러 앉히고는 시필을 시켰다. 그러

나 글씨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며 끙끙대는 모습을 보시

고는 이내 포기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몹시 실망하는 표

정으로 “너는 아니구나” 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후 연필로 공부하고. 연필로 시험치고, 연필로 노트에 

끼적거리면서 그렇게 초·중·고 대학을 다녔다. 입대 후 

훈련소에서 수송직군으로 보충대로 갔으나 그곳에서, 

아버지의 반의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물려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어줍잖은 글씨 덕분에 나는 볼펜 시필에서 

군단사령부의 행정병으로 차출되기도 하는 행운을 얻

기도 하였다.  

 

스물다섯의 봄, 난생 처음 쓴 소설로 대학문학상을 받고  

금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스물일곱의 겨울, 모나미 청

색 볼펜으로 행정고등고시 8과목 16시간의 논문식 서

술형 시험을 나흘간 치렀다. 오른 손 중지 첫째마디에 펜 

혹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6,000명이 넘는 응시

생 중 합격의 기쁨을 얻어(2/68), 행정부 근무를 시작하

였다. 서른둘의 겨울. 파카51만년필 튜브에, 햇빛에 작

심하고 말린, 그리하여 먹물 빛이 된 블루블랙의 잉크를 

가득 채운 후 사법시험 8과목 16시간의 논문식 서술형 

답안을 나흘간 쓰고는 수천 명의 응시자 중 합격(5/ 

150)하여 사법연수원을 시작으로 사법부 근무를 시작

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그 멀고먼 글쓰기의 대장정에 돌

입하였다.  

 

마흔 다섯에 이르러 컴퓨터가 법원에 등장, 그로부터 글

은 쓰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는 것이 되었다.(나는 행시 

이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당시 기준으로 타자 3급 

기능을 획득하였다). 초기에는 양면괘지에, 나중에는 모

니터를 종이로, 자판을 필기도구로, 그 사이 나는 성전

환 허가 결정문을 작성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 등의 취소판결을 썼으며,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의 

선거법위반사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민사, 형사, 

행정, 신청, 가사사건 등 수백, 수천의 판결과 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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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수십만의, 아니 어쩌면 수백만의 판결 문장을 썼

을 것이다.  

 

법원에 근무한지 15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여

유가 생기자 비로소 세계문학 및 한국문학 도서, 인문학 

관련 서적, 자연과학과 예술에 관한 책 등 다방면의 책

을 광범위하게 읽으면서 제대로 된 독서메모를 시작하

였다. 색깔과 크기가 다른 다양한 포스트잇을 총동원하

여 거기에 메모를 시작하여 대학노트에 붙이는 방법으

로, 현재 그렇게 정리된 두툼한 노트가 일곱 권에 이른

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책을 읽던 중 떨어진 이삭들을 컴

퓨터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려 전자 곳간에 파일로 모아

두었는데 10포인트의 작은 글체로 된 자료가 현재 

1500쪽은 모였다. 2004년에 출간한 한 권의 시집은 바

로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여겨지고, 현재 다시 상당 

분량의 시편이 쌓였다. 아버지의 그 미려한 필체는 끝내 

감히 흉내도 못 내고 말았지만(DNA 어쩌고 하는 말은 

다 허언이었다), 그래도 글씨 좀 쓴다고 행정병이 되는

가 하면, “당신 글씨는 여자 것 같이 예쁘고 단정하다”

는 말을 그로부터 들었는데 그 정도에 그친 글씨자랑

마저 이제 더는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

처럼 글씨를 잘 쓰나”하는 열등감을 마침내 버려도 되

는 세상이 되었다. 나로 하여금 술을 못 마시게 한 아

버지는 당신이 지닌 놀라운 필체의 그림자만은 내게 

남겨주어 그래도 그 자식이 모국어와 한글을 부리면서 

이토록 고달픈 세상에서 그나마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인 필기구함에는 가히 이 세상의 모

든 필기구는 다 들어 있다. 연필에서 시작하여 볼펜, 수

성볼펜, 소형 붓, 사인펜, 프로스펜, 샤프펜슬, 만년필 등 

한줌이 넘는다. 필기구뿐만이 아니라 노트, 포스트 잇, 

가위, 커트칼, 지우개, 솔, 클립, 스카치테이프, 호치키

스, 펀치, 자, 송곳 등 글쓰기에 필요한 기구 중 없는 것

이 없다. 이처럼 나는 문구(文具)에 집착하며, 문구점을 

드나드는 일을 서점을 돌아다니는 일 만큼, 그리고 무슨 

꽃밭 속을 거니는 것처럼이나 즐긴다. 몇 줄의 글을 쓰

고자 할 때마다 여러 개의 필기구 등이 나의 간택을 기

다린다. 지금 나는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자

판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샤프펜슬로 이글을 쓴다. 그 

때문에 연필을 깎을 때 나는 향내(시인 박목월은 이것을 

“영혼의 향그런 냄새”라고 표현한 바 있다)를 탐하거나 

파도 같이 또르르 말려 올라가는 나무기저귀를 볼 수가 

없어 안타깝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생각 속도로, 빠르

게 흑연심이 닳으며 그려내는 우리 글자의 조형을 즐기

며 이글을 쓴다. 연필로 쓰는 것이 왜 좋은가? 첫째로 쉽

게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좋고, 둘째로, 글에 힘을 실을 수 

있어서 좋고, 셋째로, 종이 위를 달려가는 그 발자국 소

리가 봄비소리 같기도 하고, 연인들이 이마를 맞대고 소

곤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여 좋다. 그러한 느낌이 못내 

좋아서 연필심을 오늘도 기꺼이 닳게 한다. 지금까지 나

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리는 등 나의 오늘이 있게 

한, 내 밥벌이의 바탕이 된 모국어와 한글, 그리고 내 생

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한 세상의 그 모든 필기구를 비롯

한 나의 영원한 벗인 각종 문구(文具)에 감사한다. 

 

2006. 12. 26.  
- 하루씩 살다 
빛은 하루 분량만큼씩만 온다. 그러고는 어둠이 따라온

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 있

다. 긴 날을 너무 앞당겨 걱정하거나 힘들어 할 것 없다. 

그저 태양이 하루씩 우리에게 웃으며 다가오듯이, 우리 

또한 그 태양을 맞아 빛 속에서 하루 분의 웃음을 화답

으로 돌려주면 그만이다. 헨리 나우웬은 말한다. “삶의 

묘는 우리가 빛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어둠 속

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 우리

가 가진 작은 빛 속에서 기뻐하라. 모든 그림자를 빼앗

아 가는 강한 빛을 요구하지 말라.” 나는 지금 법원 사무

실 전면 유리창을 통하여 내다보이는 수묵빛 겨울 능선

의 부드럽고 따뜻한 어깨를 바라본다. 능선 위로 쭉 뻗

은 두 그루의 미루나무의 그물 같은 잔가지에 부서지는 

하늘을 본다. 스팀이 가동되면서 간혹 ‘쉿쉿’ 하는 소리

가 들릴 뿐, 바깥 풍경은 고요히 침묵 속에 엎드려 있다. 

능선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키 재기를 하는 나

무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그들 또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저들을 바라보는 나를, 여기 이곳의 책상 앞에 조용

히 앉아, 흘러가는 마음의 길을 따라 몇 자 글을 적는 나

를, 손차양을 하고 아득히 내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

다. 저 나무들이, 저 나무들의 생의 터전인 산이 하루씩 

세월을 건너가듯이, 그러면서 지구의 아름다움에 자신

의 생명을 보태왔듯이 나 또한 그러해야 하리라. 자연으

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더욱 자연의 숨

소리와 체취와 그 얼굴과 빛깔에 친해져야 할 때다. 바

야흐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 

   

2006. 12. 30. 
 - 시간의 향기, 사랑의 은혜 
한해가 저문다. “와인의 향기는 시간의 향기”라는 말이 

생각난다. 내 인생에 한 해가 보태졌는데 나의 삶은 과

연 한해 분의 향기가 더해졌는가. 한 해의 세월로 하여 

내 인격은 얼마나 더, 향기로 숙성해졌는가. 마치 포도

주가 세월 속에서 익어가듯이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원

망하고 한탄한 세월이 아니었는가, 그 점이 걱정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던히도 속 썩인 것 같다. 그는 어

리석은 내 생각과, 투정과, 좌절과, 짜증과, 분노를 송두

리 채 받으면서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

로는 기도하면서, 전과 다름없이 내 곁에 머물렀다. 말

없이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다. 내게 부족한 향기를 그가 

신앙의 향기로 보태주었다. 아이들은 휴대폰 문자로, 메

일로, 세월의 파랑(波浪)에 가랑잎처럼 나부끼는 아빠

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거듭거듭 자신들의 

무구한 사랑을 애써 고백하였다. 스산하고 비정한 세월

의 가차 없는 흐름 가운데 그나마 내가 얻은 바가 있다

면, 그것은 신앙의 힘이며, 저 자연의 위로이며, 우리들

의 열정이며, 은혜이며, 그리고 그가 보여준 무상(無償)

의 사랑이다. 아이들이 이 무심한 아빠에게 보여준 순수

하고도 어여쁜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나는 더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 향

기가 내 삶을 채우기를 바라며, 그 향기가 여전히 내 여

정의 모든 슬픔과 시름과 눈물을 지워주기를 바란다. 상

처 입은 조개는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는 

법, 그리고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으

니(헨리 나우웬). 당장은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정신의 지향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라. 세월은 모질고 비정하였으나, 반면 은혜는 넘쳐

났고, 사랑은 오히려 풍요로웠다. 내 삶의 결에 맺힌 옹

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 사랑의 손길로 올해 나는 

외롭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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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갖추어져야 할 여러 가

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의식주

(衣食住)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에서도 먹는 문제가 순조롭게 되지 않고서야 그 몸을 

지탱하기 어렵고 몸이 부실할진대 나아가 다른 무엇

을 더 바라고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입는 것 자

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먹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듯하다. 그래서 흔히

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을 하는 것

이리라.   

 

무엇을 먹어야 할까? 아니 무엇이 먹고 싶은가? 

 

요즈음은 어디를 가도 먹는 가게가 즐비하다. 간판만 

봐도 입에 군침이 도는 메뉴들이 자주 눈에 뜨이고, 도

대체 우리네들 연배로는 어떤 음식인지 짐작이 잘 

안 가는 크로스 오버(cross over) 요리도 꽤 많은 듯

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눈에 띄는 대로 욕심내어 먹

고 있다가는 자칫 소화불량에 비만증이나 성인병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 나이에는 마누라의 말대로 “맛보다 건강을 우선해

서 먹어야 한다”는 음식철학(?)을 지켜야 할 것 같다. 

흔히 소식(疏食)하고 소식(少食)하는 것이 몸에 좋

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옛 성현의 말씀에도 “군자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君子食無求飽)”라고 했으

니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

이 낫겠다. 그런데 소식(疏食)과 소식(少食)을 실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달콤하고 고소하고 새

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반납해야 한

다. 당분, 지방, 탄수화물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건

강을 해칠 수 있다니 가능하면 집밥을, 그것도 건강을 

유념하여 소박한 맛으로 조리된 집밥을 먹게 된다. 그

러다 보니 요즘에는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혀끝을 간

지럽히는 달달 고소한 얕은 맛보다는 투박 소박 질박

한 맛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가끔씩 옛날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음식이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고 구수

한 그 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대부분 요즈음의 말초

감각적 맛과는 거리가 먼 투박 소박 질박한 맛의 음식

들이다. 그 중에는 요즘에 와서 새롭게 웰빙 식품이라

고 하여 뜨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아예 없어져

서 먹어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

어 주시던 음식마다 그 때 그 시절의 이야기와 추억이 

한 아름씩 들어있어 더 그리워지는지도 모르겠다.  

멸치국수 

시원한 멸치국물에 집에서 농사지어 뽑은 통밀국수를 

말고, 참기름에 파랗게 볶은 애호박을 그 위에 얹어 휘

휘 저어 먹는 멸치국수, 흔히 잔치국수라고 하는 그 국

수를 무척 좋아했다. 더운 여름철 시골집 마당에 덕석

을 깔아놓고 그 위에 식구들이 빙 둘러앉아 어머니가 

말아주는 멸치국수를 먹고 있노라면 너무 맛있어 얼

른 한 그릇을 비우고 또 한 그릇을 더 먹곤 했다. 배가 

잔뜩 불러서 덕석 위에 드러누워 저만치 사랑채에서 

아버지 시조 읊으시는 소리 나직이 들리는 가운데 할

머니 옛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곤 했다.    

요즈음 음식점에서 더러 잔치국수를 시켜 먹기도 

하는데 어릴 때 먹던 그 멸치국수의 맛이 아니다. 

비슷한 모양이고 재료나 양념도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옛 맛이 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 할 수 없이 마누라에

게 졸라 멸치국수를 만들어 먹어보아도 여전히 옛 맛

을 느낄 수 없다.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정성들여 

만들었는데 그 맛이 아니라니 어쩌라는 말이냐고 

통박을 듣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절대로 어릴 적

에 먹던 그 맛이 아닌 걸 난들 어쩌라는 말인가! 

 

쌀칼국수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만든 칼국수이다. 멥쌀을 물

에 불려 절구통이나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평평하게 반죽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길쭉길쭉 썰어 

가마솥 끓는 물에 무채와 함께 넣어 끓인 쌀국수. 

모양이 국수와 수제비의 중간 쯤 된다. 시원하고 얼큰

한 국물 맛에 쫀득쫀득 씹는 맛이 일품이었다. 추운 겨

울철 뜨끈하게 데운 온돌방에서 쌀칼국수 국물을 훌

훌 소리 내어 둘러마시고 있노라면 추위는 어느새 잊

어버리고 이마에 송송 땀이 맺혔다. 

이런 쌀칼국수는 지금 어디에 가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집에서만 특허 낸 음식이었나? 남들은 별로 먹

지 않는데 우리 집 식구들만 즐기던 음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은 그 쌀칼국수를 어디에서도 

먹어볼 수가 없다. 무채를 함께 넣어 끓이던 가마솥도 

없으려니와 마누라한테 부탁한들 쌀칼국수를 구경도 

못했다는 그 사람이 제 맛을 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니 

아예 포기다. 

 

   쑥털털이와 술빵, 보리개떡 
쑥이 나오는 쌀쌀한 초봄부터 우리 집에는 한 동안 쑥 

냄새가 솔솔 났다. 봄이 다 갈 때까지 수시로 쑥을 뜯

어다가 씻어 그 물기로 쌀가루를 털털털 묻혀 솥에 살

食無求飽

글 조진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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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쪄내는데, 익을 때의 쑥향이 식욕을 돋군다. 달콤 

짭짤 쌉쌀한 쑥털털이는 언제 먹어도 진력이 나지 않

고 배가 든든해졌다. 한 손 가득 쑥털털이를 움켜쥐고 

한 올씩 아껴 빼먹으면서 양지쪽에 앉아 있노라면 병

아리처럼 꼬박꼬박 졸리워지곤 했다.           

  

여름이면 수시로 간식삼아 먹던 것이 술빵이다. 우리 

할머니가 장기(長技)로 삼으시던 음식이었다. 밀가루

와 옥수수가루를 섞어 막걸리와 소다, 사카린을 넣고 

지룩하게 반죽해 채반에 한참 얹어 두었다가 반죽이 

부풀면 솥에 넣고 쪄내셨다. 농익은 술 찌개미 비슷한 

향이 구수하다. 크고 붉은 동부콩을 넉넉히 얹은 술빵

을 부채꼴로 길쭉하고 넙적하게 썰어 한 덩어리씩 손

에 들고 놀면서 먹었다.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가에 트럭장사꾼이 노

랗게 물들인 술빵을 자루에 잔뜩 넣고 팔기에 옛날 생

각이 나서 하나 사와서 먹어보았으나 그 맛이 전혀 그 

맛이 아니어서 식탁 한 구석에 놓고 굴리다가 내버린 

적이 있다. 무엇을 넣었는지 며칠을 두어도 곰팡이도 

나지 않는 불가사의한 술빵이었다. 

  

보리개떡은 밀가루 대신 보리를 빻을 때 부산물로 나

오는 보리등겨에 사카린을 넣고 쪄서 떡으로 만든 것

이다. 보리는 쌀과 달리 그 껍질이 두껍고 질겨서 빻

을 때 여러 번 빻게 된다. 그러면 그 껍질이 아주 곱게 

빻아져서 마치 밀가루처럼 고운 입자로 된다. 보통은 

돼지나 소의 먹이로 사용하지만 쌀이 다 떨어져 끼니

가 힘든 보릿고개에는 떡으로 만들어 사람이 먹기도 

했다. 이웃집 아이들이 먹는 걸 보고 할머니를 졸라서 

우리도 보리개떡을 한 번 만들어 먹게 되었다. 쌀가루

도 좀 섞고 하여 제법 그럴듯한 보리개떡을 만들었는

데 막상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아! 입안에 온통 모래

라도 가득 씹은 양 껄끄러운 식감에 소름이 돋았다. 거

친 보리등겨가 입안에 가득 찼으니 그럴 만도 하다. 오

죽하면 조강지처(糟糠之妻)라는 말이 나왔을까! 어

쨌거나 금방 뱉어버리고 그 후로 다시는 보리개떡을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는데 요즘 들어 보리등겨가 

아닌 보리쌀을 가루로 빻아서 만드는 보리개떡이 웰

빙 식품으로 인기라고 하니 격세지감이다.  

 

또 쌀겨를 미강(米糠)이라 해서 화장품에도 넣고 비

누도 만들고 사료로도 쓰고 웰빙 식품 재료로 넣기도 

한다니 넉넉지 않은 옛날에 먹던 거친 음식으로 되돌

아가는 고우 백(go back) 시대가 아닌가 싶다. 그러

나 나는 지금도 옛날 그 보리개떡만큼은 다시 먹고 싶

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송편과 인절미  
송편은 이를 찔 때 솔잎을 깔아 그 향기를 빌리는 것

이므로 소나무 송(松)의 음을 빌려 송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리라. 송편의 껍질은 그냥 멥쌀가루를 익반

죽하여 쓰는 것이므로 그 껍질 안에 속으로 무엇을 넣

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 검은 깨를 넣기도 하

고, 녹두가루를 넣기도 하고, 밤이나 대추를 넣기도 

하는데 가장 맛있는 것은 입 안에 짝짝 달라붙는 고소

한 깨를 볶아 넣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언

제나 검은 콩을 가루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한 

숟갈씩 송편 속으로 넣었다. 이웃집 송편보다 맛이 못

하여 우리도 이웃집처럼 깨를 넣어 송편을 만들자고 

졸라보기도 했으나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해

마다 검은 콩만 송편 속으로 고집하셨다. 검은 콩을 통

째로 넣은 송편은 그 맛을 느끼고자 하면 인내심을 가

지고 한참을 꾹꾹 씹어야 한다. 혀끝에 착 달라붙는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란 것이 아예 없으니 얼른 씹어 

삼켜 가지고서야 맛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대신 한참을 침을 섞어 꾹꾹 씹고 있으면 그런대로 구

수한 맛을 희미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걸 깊은 맛

이라고 하던가? 우리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촐랑거리

지 말고 진득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검은 콩을 속으로 넣

은 맛 깊은 송편을 고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떡 중에서는 역시 인절미가 그 중 최고다. 우리 집에

서는 겨울이면 자주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는데 물에 

불린 찹쌀을 솥에 쪄서 절구통에 넣고 지룩하고 맨들

맨들한 반죽이 될 때까지 떡메로 열심히 친 다음 그 

반죽을 커다란 떡판 위에 놓고 칼로 썰어 콩고물을 묻

혀 먹는다. 진짜로 고소하고 맛있었다. 그 시절 나는 

내 팔뚝만큼 길고 굵은 인절미가래를 시원한 동치미 

국물과 함께 한 자리에서 두 세 개씩이나 먹어 치웠

다. 그래서 얻은 내 별명이 떡보였다. 요즈음 떡집에

서 만들어 파는 인절미는 모양은 작고 예쁘지만 내 어

릴 때 먹던 그 인절미 맛과는 다르다.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씹을수록 구수하고 단맛이 나던 그 인절미. 추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와 온 가족이 함께 만

들던 그 인절미. 무럭무럭 김을 뿜어 올리는 인절미반

죽을 내려다보면서 군침을 삼키던 일이 새삼 그립다. 

 

다슬기 재첩국 
우리 마을은 밀양 남천강과 이웃하고 있어서 여름이

면 멱 감기도 좋으려니와 그 강바닥에서 다슬기나 재

첩도 많이 잡을 수 있어 좋았다. 뜨거운 한낮을 피해 

해거름 즈음 강가에 나가서 강바닥에 엎드려 두어 시

간 물 속 돌빡을 뒤집으면 온 식구 한 끼 반찬거리가 

충분할 만큼 다슬기와 재첩을 잡을 수 있었다. 잡아 

온 다슬기와 재첩을 삶아 다슬기는 탱자나무 가시로 

속살을 빼내고 재첩은 손으로 껍질을 벗겨 정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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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국으로 끓이면 그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다.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둘러앉아 먹는 맛있는 음

식이었다. 내가 직접 잡아온 다슬기와 재첩으로 끓인 

국이니 더욱 맛있었으리라. 그 국에 식은 보리밥을 말

아먹으면 보리밥의 거친 맛은 사라지고 씹을 새도 없

이 잘도 넘어가곤 했다.  

 

추어탕 

내 손으로 직접 잡아다가 만들어 먹었던 음식 중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꾸라지 추어탕이다. 

늦가을 논에 물을 대는 봇도랑에서 물을 빼고 나면 그 

밑바닥이 꾸덕꾸덕 진흙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그 때

쯤이면 마을 이장이 각 가정별로 봇도랑 바닥의 일정

한 구역을 나누어 주어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한

다. 식구대로 호미를 하나씩 들고 봇도랑에 나가 바닥

을 뒤집으면 진흙 속에 미꾸라지가 버글버글 지천이

다. 바케츠 가득 잡아와서 시래기를 넣고 푸욱 끓인 추

어탕, 문자 그대로 보신탕임에 틀림없다. 붉은 고추와 

산초를넣어 훌훌 불며 먹으면 매콤하고 구수한 맛에 

이마에 땀이 밸 정도로 몸이 후끈해졌다. 

여름에는 봇도랑의 물을 막고 퍼낸 다음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를 삼태기로 쑤셔 잡기도 하고 손으로 주물

러 잡기도 했다. 요리조리 버둥거리며 손가락 사이로 

빠져 달아나는 미꾸라지의 미끈미끈한 촉감에 진저리

를 쳐가며 잡았다. 이렇게 잡은 여름철 미꾸라지도 훌

륭한 추어탕감으로 손색이 없었으나 그 맛이 아무래

도 늦가을 누렇게 살찐 미꾸라지 추어탕에는 당할 수 

없었다.  

 

감꽃과 칡뿌리 
봄철은 춘궁기라서 먹을 것이 모자랐다. 겨우내 먹었

던 쌀독이 달랑달랑하고 보리는 아직 수확하기 이르

고 아이들 주전부리로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시기이

다. 이 때에 감꽃이 먹을거리로 등장한다. 우리 집에

는 집 안에 큰 감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서 봄철이면 감

꽃이 지천으로 피고 떨어졌다. 동네아이들이 너도나

도 감꽃을 주워 먹으려 몰려드는데 그럴 때면 나는 뒷

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마음가는대로 누구는 주워

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며 감나무 주인의 권력(!)을 한

껏 행사하곤 했다. 볏짚 쫑대에 줄줄이 감꽃을 끼워서 

보석목걸이라도 되는 양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하나씩 

빼먹던, 새콤하면서도 달짝지근했던 감꽃의 그 맛, 지

금 감나무 아래에서 감꽃을 다시 먹어보면 그 맛이 어

떨지 궁금하다. 이 즈음에는 산에 올라 참꽃을 따먹기

도 했는데 참꽃의 맛은 감꽃의 맛보다 조금 못하였다.  

참꽃의 맛은 좀 싱겁고 허한 점이 있는 반면에 감꽃의 

맛은 찰지고 알찬 점이 있어 서로 달랐다. 

 

그 시절에는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밥을 매일 먹을 수

만 있어도 부자라고 칠만큼 먹고사는 것이 어려운 형

편이어서 학교에 도시락 대신 칡뿌리를 가져오는 아

이들이 꽤 있었다. 나는 그 칡뿌리가 먹어보고 싶어 가

끔 내 도시락과 바꿔 먹었다. 칡뿌리를 입에 넣고 꾹

꾹 씹으면 입 안에 달콤하고 시원한 칡즙이 가득 고이

고, 그러다보면 침이 입 밖으로 흘러 입 주위가 시커

멓게 되곤 했다. 그러고 보니 요즈음은 칡뿌리도 웰빙 

식품이라고 알려져 애써 그 즙을 먹는 사람들이 꽤 있

는 듯하다.  

칡뿌리 도시락을 가져오던 그 아이들은 지금쯤 어디

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마 아직도 끼니삼아 칡

뿌리를 씹고 있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처럼 

옛날 칡뿌리 씹던 일을 기억해내곤 할 것이다. 

 

 

하루 세끼씩 빠짐없이 먹어대면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이 먹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현명하고 이로

운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양날을 가지고 있어 현대의 눈부

신 발전이 무조건 인간의 형편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

만은 말할 수 없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는 먹을 것이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넘쳐나는 세상

이다. 먹다 남아 버려져 쓰레기처리와 오염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 쪽의 일일뿐 다른 한 쪽

에서는 여전히 먹거리가 부족하여 굶는 이들이 있다. 

한 쪽에서 남는 것을 부족한 다른 쪽에 나누어주면 좋

겠지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 지구상에서 먹거리

의 불평등이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상

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나? 

  

저 옛날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소박하고 

감사한 음식들, 차거나 넘치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귀하게 여기며 아껴먹었던 음식들, 버리지 말고 소중

하게 여기며 검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나 자신의 건

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저 건너의 누군가에게, 또는 

지구 오염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

겠다. 문자 그대로 食無求飽를 실천하는 것이다. 

 

고기는 어디가 맛있고 생선회는 어느 식당이 잘하고 

하는 식으로 맛집의 족보를 줄줄이 외우고 찾아다니

는 것보다는 맛이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만

든 소박한 음식을 조금씩 즐겨먹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거친 보리개떡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배고픔을 견디는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아내가 흉내내지 못하는 

내 어릴 적 고향의 맛, 할머니 어머니의 맛을 그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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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해요. 다들 잘 살고 계시죠? 

 

 

내 고향 경주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가 나이가 들면서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내 고향 경주가 그렇다. 

어릴 땐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픈 

곳이었는데, 어느덧 기쁨도 슬픔도 원망도 분노도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한 데 뒤섞여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애잔하게 희석된다. 

 

그 땐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다. 

봄이면 자전거를 타고 벚꽃이 만개한 보문단지를 돌았

고, 여름엔 남산에 오르거나 시원한 국립박물관에서 더

위를 식혔다. 

오색 단풍이 흐드러진 가을엔 오릉을 출발해 대릉원과 

첨성대를 거쳐 반월성까지 걸었고, 눈 내린 겨울엔 쌀포

대 움켜쥐고 군데군데 솟은 능에 올라 썰매를 타며 경비

할아버지와 술래잡기를 했다. 

그 땐 그게 당연한 선물인 줄로만 알았다. 

 

어젠 그 추억을 공유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송년

회를 했다. 

거의 20년 만에 본 친구도 있었다. 

비단 마음을 나눈 자만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깨알 같은 추억 얘기로 어제는 간만에 실컷 웃고 즐겼다. 

그것 하나만으로 이 추운 날씨에 부산에서 경주까지 간 

보람이 충분했다. 

 

한 친구가 졸업앨범을 가지고 왔다. 

거기엔 20년 전 까까머리 황민호가 있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만하면 잘 자라주었다고 스스

로를 대견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어디에서 무얼 하든 내 고향 경주는 언제나 든든

하게 그 자리 있어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 인생

의 마지막 밑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얼핏 든다. 

물론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누가 물어봐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고향은 경주라고. 

 

 

오직 사랑 밖에 
서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오면 한결같이 말한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 너무 좋겠다고. 

그랬나. 

무심결에 다시 바라봤더니 바다는 늘 푸른 그 자리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소중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세계 여러 도시로 여행을 다녀왔다. 

무엇이 가장 좋았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였다.  

파리의 샹젤리제도 뉴욕의 맨해튼도 동남아의 호젓한 

휴양지도 모두 여정의 끝이 있었기에 그렇게 아름다

웠던 거였다. 

돌아갈 일상이 있기에 별 것 아닌 절경에도 그토록 

환호성을 질러댔던 것이다. 

 

* 틈날 때마다 개인 SNS 계정에 가벼운 농담 같은 글을 

씁니다. 늘 딱딱한 법률문서만 쓰는 제 자신에게 주는 

잠깐의 일탈 내지 휴식이랄까요. 영혼의 샤워라고 표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은 글 중 일부를 지난 

<부산법조>에 게재했고, 이번엔 나머지 글 중 몇 개를 

추렸습니다. 속편인 셈이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보도 

교훈도 감동도 없는 객쩍은 글들입니다. 그냥 심심풀이 

재미삼아 쓰윽 한번 읽어보시고 바쁘시면 건너뛰어도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내

년에 3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반성문 
쓸 만한 원고가 있나 싶어 예전 글을 뒤졌다. 

싸이월드에 게시판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글을 쓰던 때

였다. 내가 쓴 건지 모르고 무심코 읽었더라면 쌍욕부터 

나올 뻔했다. 민망하고 오글거리는 문장들이 폭풍처럼 

뒤덮고 있었다. 일촌을 맺고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에 대

한 존경심이 일었다. 

가령 아래와 같은 글이다. 

 

넌 참 깊은 눈을 가진 도시였어. 

그거 아니? 

눈이 깊은 사람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인다는 거. 

마치 “제발 날 사랑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너의 사랑을 뿌리치고 돌아서는 내 발걸음이 그래서 

무거워. 

 

방콕 여행기 중 일부였다. 

저런 표현을 쓸 때 내 감성이 어땠는지 도대체 짐작이 

가질 않는다.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글을 쓸 때 나름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첫째, 쉬울 것. 

둘째, 재미있을 것. 

셋째, 오글거리지 않을 것. 

 

그런데 불과 10년 전의 글을 읽어보니 나는 원칙 파괴

주의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하게 재미없었고, 손발이 닳도록 오글거렸다. 

 

결국 건져낼 만한 글은 하나도 없었다. 

느끼한 감성이 서툰 솜씨로 도처에 격발된 흔적 밖에 

없었다.  

그 민망한 잔해 앞에서 나는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 

에세이 노트

글 황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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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이 한없이 소중하고 경이로운 것도 죽음이라

는 종착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깨달은 건 이미 30대 초반의 일이다. 

오로지 성공과 쟁취만이 목표였던 지방 출신 가난한 개

룡남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영웅 서사만 좇던 내게 음악이 들렸고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랑한다는 고백에 더 이상 수줍어할 필요가 없었고, 

작은 감동에 흘리는 눈물을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결국 우리네 유한한 삶에 필요한 건 오로지 ‘사랑’

뿐이다. 열렬히 사랑했고, 뜨겁게 사랑받았다는 기억

만이 이 세상 눈 감을 때 마지막으로 찬연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랑을 꿈꾼다. 

내 남은 인생에 남길 족적이라곤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굳게 믿는다. 

 
 
늙은 아버지 
주말에 아버지를 뵙고 왔다. 

몇 달 새 더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늘 그랬듯 우린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TV를 바라

봤다. 

침묵만이 최선의 대화법이었다.  

어색한 침묵 사이로 간간히 내던지는 말과 말이 거칠게 

부딪히며 좁은 방을 공명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원망과 분노는 화석처럼 켜켜이 쌓여 굳어졌고, 

주고받은 상처의 흔적들은 까마득한 옛날이야기 같다. 

엇갈린 시선 속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의 아득함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뒤엉켜버린 오해의 잔재와 

뒤늦게 손을 내밀기엔 쑥스러운 해묵은 감정들이 

도저히 TV속 뉴스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칼국수나 먹으러 가자.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칼국수를 먹으면서도 우린 아무 말이 없었다. 

무릇 사람과 사람의 관계란 논리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받은 상처의 깊이만 따지자면 이미 오래 전에 절연했어

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운함이나 측은함이나 애틋함도 아닌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마지막 끈 하나로 이토

록 질긴 인연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집을 나서며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아버지께 

드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찾아놓을걸 하는 아

쉬움이 살짝 밀려왔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쭈볏이 받으셨다. 

한때는 내게 태산보다 높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으로 남았다. 

 

밖을 나오니 늦가을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이번 겨울은 많이 춥다는데. 

부디 아버지가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

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지난 주말, 딸 이현이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다.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연습했던 곡인데 

막상 무대에 서니 긴장했던지 몇 차례 실수를 연발했다. 

내 눈엔 그것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혹시 아이가 주눅 들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봤다. 

 

연주를 마치고 내려온 이현이는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때마침 친구 예원이의 무대가 시작됐고, 

유심히 듣고 있던 아이는 내게 귓속말로 

 

“아빠~ 예원이 피아노 진짜 잘 치지?” 

하며 마치 자기 것을 자랑하듯 뿌듯해 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아이를 안아줬다. 

이번 콩쿠르의 가장 큰 성과였다.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오버랩됐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아버지 ‘료

타’와 마냥 착하고 순종적인 6살 아들 ‘케이타’.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류층의 교육방식을 주입시키고, 

그 일환으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지만 정작 아들은 재미

도 못 느끼고 실력도 굼뜨다. 

 

어느 날 아들은 콩쿠르에 참가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연주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연주를 마치고 객석에서 다른 친구의 연주를 듣던 아들

은 연주가 끝나자 힘껏 박수를 보낸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

로 아들에게 “너는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분하지도 않

냐.”라며 다그친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무엇이든 다 잘하는 완벽한 

남자로 키우고 싶어 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거란 착각 속에 빠져있다. 

물질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게 아빠의 역할이라 

믿는다. 

정작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

는 데에는 인색하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이 영화는 그런 ‘료타’가 자신의 타성을 깨뜨리며 진짜 

아버지가 되어 가는 과정을 서사형태로 보여준다. 

이를 위해 출생의 비밀이라는 다소 진부한 소재를 차용

하지만 극의 흐름을 방해할 만큼 거슬리진 않는다.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아들 ‘케이타’가 원했던 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무심히 찍은 듯한 ‘케이타’의 카메라에는 사랑하는 아

빠의 단편이 담겨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빠였으니까. 

아들이 찍은 아빠의 사진은 주인공 ‘료타’가 변화하는 

촉매제가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이렇게 잘 다룬 영화가 과연 있었나 싶다. 

배우들의 호연도 돋보이고, 무엇보다 감독의 세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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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탁월하다. 

연말 송년 모임 몇 개 더 나가는 것보다 온가족이 모여 

앉아 이 영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

리라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불금이고 나발이고 아이들이 보고 싶

어 서둘러 퇴근채비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리틀 포레스트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싹이 트고 자라면 손이 더 많이 간다. 

적당한 햇볕과 때에 맞춰 내리는 비. 

성가신 벌레들도 걸러내고 뿌리가 서로 엉키지 않게 솎

아주기도 한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농부는 수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애써 거두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 결실을 맺고 완성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만 볼 뿐. 

 

영화 <리틀 포레스트> 얘기다.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두 번이나 봤다. 

갈 때 한 번, 올 때 또 한 번. 

집에 와서 곱씹으며 또 한 번 봤다. 

연거푸 세 번이나 본 영화가 언제였나 싶다. 

 

엄마는 어린 딸과 시골에 내려간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직후였다. 

그곳에 딸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며 가꾼다. 

밭에서 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낸 맛있는 음식들은 엄

마와 딸을 돈독하게 엮어주는 매개체다. 

그렇게 엄마는 딸과 함께 작은 숲(Little Forest)을 일

구어간다. 

 

이윽고 딸이 자라 어른이 될 무렵, 엄마는 딸을 위해 기

꺼이 그 자리를 내준다. 

인생의 선택지를 스스로 채워갈 수 있게 정답을 알려

주지 않는다. 

단단하게 영글어 결실을 맺은 열매는 이제 딸의 것. 

엄마는 자신의 수고를 내색하지 않고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 

누군가 그랬던가. 

가족은 베이스캠프 같은 거라고. 

각자 목적지가 다르고 가야 할 길은 다르지만 가다가 지

칠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그런 곳. 

결국 삶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아무리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라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법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나도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정성껏 물을 주며 가꾸되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들을 

통해 한풀이 하려거나 아이의 성과를 나의 자랑으로 내

세우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다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때 언

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든든한 베이스캠프를 지어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네 편이 되어주는 편안한 휴식 

같은 ‘리틀 포레스트’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역할이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아닐까. 

 

오늘 저녁엔 우리만의 작은 숲에서 아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제주의 사계절 

연말에 또 다시 제주를 찾았다. 

“제주의 사계절이 보고 싶어요.”라는 아내의 간청으로 

시작된 여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뜻 깊은 시간이

었다. 제주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가 이번에

도 기꺼이 동행해주셨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께 문안도 드리고 여행도 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으리라. 

 

제주의 사계절은 각기 다른 색깔과 매력으로 다가왔다. 

겨우 네 번 본 것 가지고 제주의 전부를 논할 수는 없겠

지만 변화무쌍한 사계절을 두루 훑어볼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주의 사계(四季)는 동행한 여인들의 모습과도 절묘

하게 닮아있었다. 

 

제주의 겨울은 다정한 어머니였다.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원숙한 여인의 향기랄까.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능히 품어내

고야 마는 넓고 깊은 마음. 

눈 덮인 한라산은 희끗하게 새어버린 어머니의 머리칼

이었고, 소슬한 겨울바다는 화석처럼 켜켜이 쌓인 어머

니의 주름살이었다. 

애오라지 자식만을 바라보던 청춘의 시간들은 검푸른 

파도에 밀려가고, 오롯이 드러난 민낯은 저 멀리 들려오

는 늙은 해녀의 숨비소리마냥 애틋하고 애달팠다. 

제주의 겨울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제주의 봄은 내 딸 이현이의 싱그러운 웃음소리였다. 

신록이 만개한 제주의 푸른 숲과 산과 들. 

어딜 가나 끊이지 않고 깔깔대는 이현이의 웃음소리는 

나를 더없이 행복하게 해줬다. 

아무런 계산도 가식도 없는 아이의 천진한 웃음소리에 

나도 덩달아 웃었다. 

아이가 웃으니 나도 웃었고, 아이가 좋으면 나도 좋았다. 

새록새록 돋아나는 어린 새싹처럼 제주의 봄은 생명력 

그 자체였다. 

 

제주의 가을은 사랑하는 나의 아내였다. 

만물이 무르익어 절정에 달하는 순간.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무결한 상태. 

아내의 아름다움 앞에 제주의 가을도 비켜갔다. 

지금 함께하는 시간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가을하

늘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아내를 닮은 제주의 가을은 그렇게 내 마음 속 깊이 보

석처럼 각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여름은... 

글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폭풍처럼 순식간에 할퀴고 간 흔적.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정체불명 여인들의 실루

엣이 아릿하게 스쳐간다. 

무얼 보고 무얼 나누고 무얼 느꼈는지 그저 아득하기만 

하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고? 

글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니까. 

잠깐 스쳐간 이름 모를 여인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짝사랑의 열병을 앓았던 엄마친구딸일 수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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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불혹을 넘긴 중년 남성에게도 하나쯤 비밀은 남겨둬야 

하는 법이니까. 

 

 

20년이 지난 뒤 
하루 두세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 

몸에 녹아든 카페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쁜 틈

을 쪼개가며 홀짝홀짝 흡입한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마치 생체실험을 감행하는 

의사의 비장한 마음으로 정적량을 혈관에 주입한다. 

주로 일에 쫓기며 평일에 마시는 커피가 그렇다. 

 

반면 여유가 있는 주말에는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머그잔을 감싼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한 

모금 한 모금을 온몸으로 천천히 밀어 넣는다. 

혈관을 따라 수액이 퍼지듯 조금씩 은밀하게 화학반응

이 일어난다. 

뭉친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며 마음에 평화와 안

정이 찾아온다. 

어젠 평일이었는데도 주말의 방법으로 커피를 마셨다. 

오랜만에 만난 98학번 대학동기들 덕에 마음이 편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선지 평소보다 더 오래 뒤척이며 밤이 깊어서야 잠

이 들었다. 

머릿속엔 내내 가수 ‘이적’의 노래가 맴돌았다. 

 

그때 가도 우린 같이 웃고 있을까  

궁금해 가령 이십년이 지난 뒤  

술잔 가득 추억들을 붓고 있을까  

멀지도 않은 이십년이 지난 뒤  

터벅터벅 걷다 보니  

우리 여기까지 왔지  

비틀비틀 할 때마다  

서롤 굳게 붙잡아주어  

어릴 때는 삶이 아주 길 것 같았지  

까마득했지 이십년이 지난 뒤  

이젠 두려울 만큼 짧다는 걸 알아  

눈 깜박하면 이십년이 지난 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따듯한 대화를 나

누는 일은 참으로 즐겁다. 

기꺼이 밥을 대접하며 느끼는 마음의 충만함도 좋고, 작

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내게 허락된다는 사실도 감사할 

따름이다. 

어제 나눈 대화를 되짚어보며 지난 20년을 굳건히 살아

온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20년도 터벅터벅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는 마음

으로. 

 

 

가훈 

초등학생 딸 이현이가 숙제를 들고 왔다.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는 거였다. 

“거 참, 요즘도 그런 구시대적인 과제를 내준단 말인가”  

하며 나는 펜을 들고 고민에 빠졌다. 

 

어린 시절 우리 집 가훈은 “주(酒)를 사랑하자”였다. 

아버지는 독실하게 주를 섬기며 매일같이 독주를 마셨다. 

여기서 매일같이라 함은 정확히 일주일에 6일을 말한다. 

하루는 안식일로 철저히 지키셨다. 

아버지와는 다른 주를 섬기고 있는 나로선 뭔가 색다른 

가훈이 필요했다. 

그 순간 사랑에 상처받고 좌절하며 방황했던 스무 살 청

춘시절이 불현듯 떠올라 종이에 적었다. 

 

지나간 버스는 쳐다보지 말고  한번 떠난 여자는 다

시 잡지 말자. 

 

딸 이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두 줄로 죽죽 긋고 다시 적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도 아니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의 얘기지. 

21세기 복지국가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아. 

 

머리를 긁적이며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운명과도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나만 잘하면 된다.” 

 

세상의 모든 가정불화는 남 탓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 

구성원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

할 때 가정의 평화는 저절로 지켜지는 법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닫다니. 

4절지에 크게 적어 거실 벽에 붙여놓고 가족 모두에게 

돌아가며 큰소리로 읽도록 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다음 주면 멀리 여행을 떠난다. 

장거리 비행이라 아이들이 잘 버텨줄지 걱정부터 

앞선다. 챙겨야 할 짐도 많고 준비할 일도 가득하다. 

괜스레 신경이 날카로워져 아내에게 짜증을 부렸다. 

그러던 중 아직 여권을 갱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내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어젯밤 자기 전에 거실 벽에 붙여놓은 가훈을 

세 번 복창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영어로는 It’s all I have to do well. 

파파고 번역기 똑똑하네. 

이거 하나면 미국여행은 문제없겠어. 

 

 

곰탕과 설렁탕 
자주 가는 곰탕집이 있다. 

영혼을 삼킬 만큼 대단한 맛집까진 아니지만 가격 대비 

이만한 곳도 없다 싶어 종종 이용한다. 

메뉴도 곰탕 하나로 단출하다. 

보통 아니면 곱배기. 

그런데 최근 메뉴판에 설렁탕이 추가되었다. 

가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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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호기심이 발동했다. 

둘의 차이점이 뭐지. 

그래서 이번엔 설렁탕을 시켜봤다. 

 

첫 술을 뜨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두 번, 세 번 연거푸 들이켰으나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릇을 다 비웠지만 그때까지도 물음표였다.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이대로 집에 가면 밤새 잠이 안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엄

습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넌지시 물어봤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주인장은 몹시 당혹스런 표정을 짓

더니 한마디 툭 던지고선 잰걸음에 주방으로 달려갔다. 

 

“소면 사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입니꺼.” 

허탈했다. 

과연 그런가. 

 

하여 다음날 곰탕집을 다시 찾았다. 

매의 눈으로 주인장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손님이 곰탕을 주문하자 미리 끓여놓은 가마솥에서 한 

바가지를 담았다. 

설렁탕을 주문하자 빠른 손놀림으로 곰탕에 면 사리를 

하나 투척했다. 

주인장의 말은 진짜였던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곰탕과 설렁탕 사이에서 주문을 

고민했나 자괴감이 들었다.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다. 

설렁탕 국물 안에서 요염한 자태로 퍼져있던 순백의 사

리가 간악한 미소를 띠며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농락당한 나는 목이 메어 차마 국물을 삼키지 못했다. 

 

진실을 찾고 싶었다. 

그 후 부산 바닥 곰탕집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들려주지 않았다. 

 

육수를 끓일 때 넣는 재료의 차이라는 게 다수설이었으

나 재료도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집의 곰탕은 다른 집의 설렁탕이었고, 어떤 집의 

설렁탕은 그 옆집의 곰탕과 똑같았다. 

 

심지어 이런 대답도 있었다. 

 

곰탕은 푹 고아서 곰탕이고, 설렁탕은 설렁설렁 끓여 설

렁탕이쥬. 

 

차라리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을 지경이었다. 

 

어제는 간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 

한 친구는 아내가 제주도로 3박 4일 골프원정을 떠나면

서 정성스레 곰탕을 끓여놓고 갔다며 자랑했다. 

그때 다른 친구가 맞받았다. 

우리 마눌님은 설렁탕을 무려 한솥이나 끓여놓으시고 

해외로 도피한지 한 달째야. 

 

이런 사리만도 못한 놈들. 

나는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섣불리 진실을 알려주었다가는 친구들이 오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우정을 매우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 나도 말간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나왔군. 

그건 곰탕이었을까 설렁탕이었을까. 

 

 

상대방 변호사 
조정으로 사건 하나를 끝냈다. 

기대 없이 나갔다가 얻은 뜻밖의 성과였다. 

상식적으로는 승산이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어려운 싸

움이었다. 

그런 다툼이 법정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인생사가 그렇듯 소송에서도 만남이 중요하다. 

첫째, 사건을 잘 만나야 하고 

둘째, 판사를 잘 만나야 하며 

셋째, 상대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한다. 

특히 조정에선 더욱 그렇다. 

 

오늘 만난 A변호사님은 흡사 예수가 재림한 듯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다. 

푼돈 몇 푼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다. 

덕분에 판결로 가지 않고 수월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조정실을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곤 얼마 후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다.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인사를 했다. 

1층에서 내려 한 번 더 인사를 한 후 헤어졌다가 법원 

출입구에서 다시 만났다. 

겸연쩍었지만 또 한 번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 운명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만났다. 

어쩔 수 없이 미소를 머금고 또 인사를 드렸다. 

왠지 집에 갈 때도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상대 변호사를 잘 만나는 건 분명 좋은 일이나 너무 자

주 만나는 건 무척 쑥스럽고 계면쩍은 일이란 걸 새삼 

느낀 하루였다. 

 

 

여직원의 사직서 
이별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나는 늘 당하는 쪽이었다. 

여직원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직감했다. 

많이 당해본 사람은 안다. 

통보받기 직전의 그 암울하고 음습한 기운을.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었다.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였으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당장 사무실이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부터 들었다. 

내가 그만큼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뜻일 게다. 

느닷없는 적의 공습에 갈피를 잃어버린 병사마냥 휘청

거렸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을 차린 건 한참 후였다. 

부랴부랴 채용공고를 냈고 몇 장의 이력서를 받았다. 

그 중 몇 명을 만났고, 고민 끝에 한 명을 택했다. 

새로 온 여직원은 금세 업무에 적응했고, 사무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돌아보면 실연의 아픔은 늘 그렇게 보상받고 치유됐다. 

문득 가수 ‘하림’의 노래가 떠올랐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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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우리는 좋아보여  

후회는 없는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고, 여직원의 빈자리는 

다른 여직원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불현듯 이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

각났다. 얼마 전 이혼소송을 끝내고 마침내 돌싱이 된 

김형이었다. 

형과 단둘이 노래방에 마주앉아 주거니 받거니 콜라보

를 펼쳤다. 

내가 하림의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형은 지그시 눈을 감

은 채 상념에 잠겼다. 

마지막 한 소절까지도 깊이 음미하며 눈을 뜨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윽고 감정을 추스른 김형은 마이크를 건네받고 자리

에서 벌떡 일어섰다. 

 

야 인마, 그게 도대체 언제적 노래냐,  

분위기도 축축 처지고. 

 

하면서 형이 고른 곡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철지난 노래였다. 

 

이혼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호적을 팠다 

볼만한 막장드라마 

추악한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증오했다 

 

형은 율동까지 섞어가며 신나게 부르는 척 했으나 나는 

보았다.  

형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한줄기 뜨거운 눈물을. 

그건 자유를 되찾은 중년 남성만이 쏟아낼 수 있는 감격

의 눈물이었다. 

사랑에 실패한 한 남자의 소리 없는 절규였다. 

 

이별의 아이콘(iCON).  

하지만 곧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고 채워지겠지. 

김형의 새 출발을 힘차게 응원한다. 

 

 

변호사를 팝니다 

온종일 재판과 상담을 한다. 

나는 에너자이저. 

틈틈이 서면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에도 일

일이 응대한다. 

 

드디어 퇴근. 

몸은 이미 곤죽이 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군가 꼬집은 것처럼 아프고 쓰라

리다. 

마치 살집을 비틀어서 단단한 끈으로 묶어놓은 기분이

랄까. 

 

이렇게 쌓인 피로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천천히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피로는 묶인 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어젯밤 나는 반신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그 표현에 온

몸으로 공감하고 말았다. 

맞아. 피로는 없애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푸는’ 거야. 

 

둘러보면 절묘한 동사들을 갖다 붙인 기막힌 표현들이 

많다. 

징역과 벌금은 ‘때리는’ 것이고, 영장은 ‘쳐야’ 맛이다. 

항소기간은 잘 ‘태워야’ 하고, 대출은 바로바로 ‘꺼야지’. 

그리고 변호사는 잘 ‘사야’ 되는 것이고. 

 

변호사를 산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변호사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변호

사가 무슨 물건이냐며 역정을 내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나는 이 표현이 참으로 흥미로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진짜로 변호사를 마트에서 팔면 어떨까라

는 상상에 이르렀다. 

 

말끔하게 슈트를 차려입고 간략하게 프로필이 기재된 

광고판을 가슴팍에 부착한 뒤 진열대 위에 서서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누군가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법조타운

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마트에 들르기만 하면 된다. 

 

여러 변호사를 꼼꼼하게 비교분석한 뒤 가장 마음에 드

는 하나를 골라 카트에 담는다. 

그리곤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나 방금 변호사 하나 샀어.” 

 

그렇게 해서 잘 팔리는 변호사는 어느 심야시간 TV 홈

쇼핑 광고에도 나오는데, 쇼호스트는 예의 그 능수능란

한 말투와 표정으로 진열된 변호사의 볼을 꼬집으며 

 

“와~ 이거 이거. 오늘밤 한정판입니다.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단돈 99만 9천원에 가져가세요.  

이런 가격 앞으로 다시는 없습니다.”  

 

막 이러고, 

 

자막에는 ‘자동주문’ 전화번호와 함께 ‘마감임박’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강조되며 나는 안면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계속 어색하게 웃고 있거나 만년필을 손에 든 자

세로 몇 시간째 똑같은 서류뭉치를 검토하고 있어야 하

는 것이다. 

 

그럼 어느 귀가 얇은 시청자는 태어나서 법원 근처라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는 

아무런 송사도 없이 세상 평온하게 살고 있던 그는 변

호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까닭 모를 지름

신이 발동해 나 같은 변호사를 충동구매하게 되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옆자리에 나란히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 

'간밤에 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라는 표정으로 결제된 

문자메시지를 쳐다보며 후회하고선 

24시간 상담원과 환불 문제로 격하게 실랑이를 벌이다 

급기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까지 올리지만 

 

눈치 빠르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나는 대법원 판례

가 출력된 종이를 들이밀며 

'이미 착수를 했으니 환불은 어렵다'며 대략 난감한 

표정을 짓는데, 

그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황금종려상 봉준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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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에 띄게 되어 결국 변호사를 때려치우고 영화계로 

진출하게 된다는 뭐 그런 해피엔딩. 

 

 

의문의 수임료 통장 

의사와 변호사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 

한미일을 망라하며 다양한 드라마가 제작되었는데, 가

만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인공의 외모가 출중하다. 

큰 키에 조각 같은 얼굴, 군살 없는 근육질 몸매를 갖춘 

의사와 변호사가 목소리마저 여심을 자극하는 중저음

으로 대사를 툭툭 던질 때, 나는 그만 알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라  

“거 참 현실감 없는 캐스팅이군” 

하며 채널을 돌리려다 아내에게 제지당하고 만다. 

 

둘째, 일하는 시간보다 딴짓하는 시간이 더 많다. 

상담하고 서면 쓰고 재판에 갔다 오면 하루가 모자랄 지

경인데, 어째서 주인공은 애인과 놀이동산에도 가고, 헤

어진 전 여친의 출생의 비밀을 캐러 다니고, 거물급 정

치인의 음모를 파헤치려 쉴 새 없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늘 어둠이 깔린 한강고수부지 계단 앞에서. 

 

“저러다 도대체 일은 언제 하는 거야” 

라고 냉소를 퍼부으면 마치 실시간 시청자의 의견에 화

답이라도 하듯 승소 판결문을 손에 거머쥐고 환호하는 

장면이 불쑥 등장한다. 

 

셋째,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불만인데, 돈을 버는 

장면이 도대체 나오지 않는다. 

의사나 변호사나 어쨌든 다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

데 돈벌이의 과정이 생략되어 아쉬운 거다. 

 

이를 테면, 병원의 경우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수납부터 하고 오세요” 

뭐 이런 소린데,  

그러면 환자가 원무과에 가서 번호표를 뽑은 뒤 공단부

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원무과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아내는 이런 

숭고한 돈의 흐름이 나는 몹시 궁금하단 말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착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세를 신고

하는 일련의 회계과정에 대해 명민하게 보여주는 법률

드라마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사에 뜯긴 수수료에 가슴 

아파하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부가세와 종소

세 신고일마다 통장잔고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생계

형 변호사의 고단한 일상을 왜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

느냔 말이다. 

 

보태어 소송이 끝난 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과 끝까지 받아내려는 변호사 사이에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사투도 제발 보여줬으면 좋

겠다. 

 

내가 아는 부산의 황모 변호사는 성공보수금을 떼어먹

으려는 악랄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 결국 전

액 받아냈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었는데 그런 분투를 그

린 장면도 꼭 좀 넣어주길 바란다. 

하여, <미스 함무라비>를 집필한 문유석 판사님처럼 

나도 용기를 내어 드라마 각본을 하나 써보기로 했는데, 

제목은 <의문의 수임료 통장> 

 

대강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으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가 늘 제로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인공 황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 통장이 언제부턴가 

미 FBI 특수요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와 연동되어 찔끔

찔끔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고,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자 스위스까지 날아가 FBI 

요원과 맞닥뜨려 사투를 벌인 끝에 요원을 제압하였는데, 

그러자 요원은 사실 황변호사의 돈이 기근에 신음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었다고 실토

하면서 나를 제2의 ‘라이브에이드’ 엔딩무대에 올리겠

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갑자기 노벨재단 사무총장은 나를 뜬금없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바람에  

나는 급히 노르웨이행 비행기를 끊고 탑승을 기다리던 중, 

약속시간 1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냐는 우리 트레

이너의 짜증 섞인 전화를 받고는 

고민 끝에 과감히 노벨상 수상을 거부하고 헬스장으로 

달려가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결국 데드(dead)해버린

다는 뭐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 

 

대충 이 정도까지만 밑그림을 그려 놨는데, 누가 드라마

로 좀 만들어주세요.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어느 형사재판 

김형은 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그는 레크리에이션의 달인이기도 했다. 

사람이 3명 이상만 모이면 그렇게 게임을 해댔다. 

밥은 굶을지언정 게임은 절대 거르지 않았다. 

 

형은 거의 모든 게임을 망라했다. 

고백점프, 007빵, 369, 쥐를잡자, 눈치게임, 마피아게

임 등등.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밤을 꼴딱 새우는 건 기본이었다. 

쉴 새 없이 쥐를 잡다 지쳐버린 한 여학생이 구토를 하

며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끝난 적도 많았다. 

 

게임의 대미는 늘 마피아게임이었다. 

형의 마피아 역할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냐면 게임이 끝나고도 모두가 

그를 실제 마피아로 오해해 112에 신고를 할 정도였다. 

한 친구는 형의 연기에 속아 무고한 시민을 하도 많이 

학살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치료

를 받고 있다. 

 

그런 김형이 가장 사랑한 게임은 뜻밖에도 ‘혼자 왔어

요’라는 게임이었다. 

항상 첫 번째 게임은 그걸로 시작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일종의 워밍업이랄까. 

 

게임의 방식은 간단하다. 

둥글게 앉아서 한 명, 두 명, 세 명 차례로 일어나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이렇게 외치는 게임이다. 

 

항상 형이 먼저 시작했다. 

형은 늘 혼자 왔으므로. 

해맑은 목소리로 “혼자 왔어요”라고 외칠 때 

형의 모습은 그 어떤 어린아이보다 천진난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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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심이 없는 네팔의 산골소년을 보는 듯했다. 

 

그랬던 형이 어느 날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마피아 사건이었다. 

나는 그 사건의 국선변호를 기꺼이 맡은 것이다. 

 

비장한 표정으로 선서를 마친 형은 자리에 앉아 심호흡

을 한번 한 뒤 벌떡 일어나 뜬금없이 외쳤다. 

 

혼자 왔어요~~~ 

 

엄숙한 법정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어떻게든 그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해야겠다는 생

각 밖에 안 들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

났다. 

 

둘이 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판장님은 기지와 순발력을 발휘

해 배석판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셋이 왔어요~~~ 

 

어느새 형의 눈가엔 촉촉이 눈물이 고였다. 

영화 <변호인>의 엔딩 장면에서 배우 송강호가 보인 

눈물과 비스무리했다. 

 

당황한 공판검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만 고

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러게 둘이 왔어야지. 

 

검사는 벌칙으로 생수 한 잔을 원샷했고, 풀이 죽은 목

소리로 구형을 했다. 

 

결과는 무죄. 

우리는 얼싸안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역시 정의는 오늘도 이토록 생물처럼 시퍼렇게 살아있

는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형을 따라 카센터에 갔다. 

정비를 마친 사장님은 연말기념 서비스라며 자동차 뒷

유리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겠다고 했다. 

어떤 게 좋을지 둘러봤으나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김형도 마찬가지. 

결정을 못 내리고 쭈뼛하게 있으니 사장님이 먼저 권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근데 넌 아니다. 

 

하이쿠 같은 짧은 시였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패러디랄까. 

 

그런데 화가 난 뒷차가 그대로 받아버리면 어떡하죠. 

다른 건 없나요. 

당황한 사장님은 다른 걸 가지고 왔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위급 상황시 저를 먼저 구해주세요. 

B형 남자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최적화된 문구라고 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절박함이 담긴. 

 

이건 너무 이기적인데요. 

그래도 아이부터 구하는 게..... 

 

30분 째 서성이며 마땅한 스티커를 찾지 못하던 중 돌

싱 김형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철학이 오롯이 담긴 문

구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은 바로 

 

“나 혼자 산다” 

 

김형이 요즘 최애하는 예능 프로이기도 하다. 

이럴 때 보면 김형은 참으로 힙하면서도 한편으론 퍽 애

잔하다니까. 

 

어깨를 으쓱하며 스웩 가득한 표정을 짓던 김형은 내 차

에 붙일 스티커 문구도 일필휘지로 휘갈겼다. 

 

“애 때매 산다” 

 

순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중력과도 같은 힘에 이끌려 

나는 김형이 건네는 스티커를 그대로 받고 말았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 무척 부끄러웠다. 

마치 치부를 드러낸 느낌이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며 헛웃음을 지었을까.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볼세라 얼른 떼버렸다. 

그리곤 고민 끝에 이렇게 다시 적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아무리 식상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이보다 더 훈훈

한 메시지는 없지. 

부산지방변호사회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

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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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

글 홍광식 변호사  

1. 이바라기 노리코 시인과 만남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있던 1972년 무렵 김

춘수 시인이 1967년 펴낸 <구름은 흐르네>라는 일본서

정시선집에서 이바라기 시인(1926~2006)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김춘수 시인께서 위 시집에 이바라기 노리

코 시인의 시<내가 가장 예뻤을 때>를 소개하셨고, <2

차대전중에 청춘을 보낸 한 소녀의 感懷다. 그것이 적절

하게 잘 드러나 있다>.라는 촌평을 하였다. 

 

그 시에 있는 아래의 구절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몹시 불행했고 

나는 몹시 얼빠져 있었고 

나는 몹시 외로웠다  

 

 

 

 

 

그 뒤 이바라기 시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고, 

2009년인가 윤동주시인에 관한 잡문1을 적으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관하여 깊이 반

성하고 있다는 사실, 윤동주시인의 존재를 일본에 알린 

장본인이라는 사실, 오십의 나이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

작했고 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남다른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등등. 일본 아사히 朝

日신문에 연재한 글을 모은 수필집 <한글로의 여행

(1986)(ハングルへの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출간되었다. 1990년에는 강은교, 김지하, 홍윤숙, 

조병화, 신경림 등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여 <한국현대

시선>을 출간하여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기도 하였다. <

한글로의 여행(1986)>에 실린 산문 <윤동주>는 일본 

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

으로 수록되기까지 하였다. 

이바라기 시인은 시론집 <시의 마음을 읽다>에서 “좋은 

시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

만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애처롭게 여

기는 감정 또한 끌어내 준다”라고 하였다. 시인은 누구

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를 쓰려고 노력하였고, 사람들

과 직접적인 소통을 바랐던 시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바라기 노리코시인의 시집 번역본이 

2017년에 윤수헌이 옮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2019

년1월에 정수윤이 옮긴 <처음 가는 마을>,  2019년 4월

에 성혜경이 옮긴 <여자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

었다. 그 이전에 이바라기 노리코 시인의 <한글로의 

여행>이 출간되었다.  

정수윤이 옮긴 <처음 가는 마을>에는 일본어 원문이 

같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 뒤 이바리기 시인에 관한 신문기사 등 자료를 유심히 

보고 모아 보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바라기 시인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개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바라기 시인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바라기 시인의 여러 시를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

였다. 

차례로 소개해보기로 한다. 

 

2. 윤동주의 시를 사랑한 일본시인 
이바라기 노리꼬2 

가. 윤동주의 시를 사랑한 일본시인 故이바라기 노리꼬씨  

동아일보 2006년 2월 22일자

에 도쿄=천광암 특파원으로부터 

일본 이바라기시인의 부음에 관

한 기사가 나왔다.  

“한국 시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일본어로 가장 완벽하게 번역해

낸 일본의 여류시인이 영면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 시인 12명의 시를 실은 일

본어 번역시집 ‘한국현대시선’을 펴내 1991년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한 이바라기 노리코(사진) 시인이 최근 자

택에서 별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년 79세.  

한국현대시선은 출간됐을 당시 번역시집이 아니라 창작

시집 같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을 정도로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번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에 속하는 시 번역을 이

처럼 뛰어나게 해 낸 이바라기 시인이 한국어 공부를 처

음 시작한 것은 모국어를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50세 때

였다. 당시는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모든 일본인이 

“왜 하필 한국어냐”고 물을 정도로 한국을 무시하던 때

다. 이바라기 시인이 ‘한글에의 여행’이라는 에세이집에

서 “오싹하다”고 썼을 정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어 공부에 이바라기 시인이 

혼신의 힘을 쏟은 이유는 홍윤숙(洪允淑) 시인과의 만

남이 계기가 됐다.  

이바라기 시인은 홍 시인이 일본어를 무척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학생 때부터 배워서”라는 대답

을 들은 이바라기 시인은 자신의 둔감함을 뼛속 깊이 뉘

우쳤다. 이바라기 시인은 많은 일본인에게 27세의 젊은 

나이로 일제의 형무소에서 요절한 한국의 민족시인 윤

동주(尹東柱)를 알게 해 준 시인으로도 기억된다. 이바

라기 시인이 윤동주에 대해 쓴 수필이 1995년 일본의 

한 출판사가 펴낸 고교 현대문 교과서에 실렸던 것.  

이바라기 시인은 ‘윤동주’라는 수필에서 “그는 일본 검

찰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한(痛恨)의 감

정을 갖지 않고는 이 시인을 만날 수 없다”고 썼다.” 

 

나. 일본 고등학교 문학교재에 실린 이바라기 시인의 

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치쿠마쇼보(筑摩書房)에서 발행한 《신편 현대문》(고

등학교 3학년용, 이바라키노리코(茨木のりこ)의 하늘

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글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일본

지성인이 사랑하는 윤동주 231면이하)  

“한국에서 ‘좋아하는 시인은 하고 물으면 흔히 ‘윤동주’

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의 서시에 관하여 20대가 

아니면 결코 쓰지 못할 그 청렬(淸冽)한 시풍은 젊은이 

<구름은 흐르네>

1. 부산법조2009년 호에 윤동주시인에 관하여 <겹눈을 지닌 윤동주 시인, 겹눈으로 바라본 윤동주>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2. 앞서 부산법조2009년호에 윤동주시인에 관한 이야기에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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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오래 살수

록 부끄럼 많은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이런 시를 쓰기는 어려워진다. 시인에게는 요절의 특권

이라는 것이 있어 젊음이나 순결을 그대로 동결시켜버

린 듯한 청순함이 후세의 독자들을 매료시키게 마련이

며, 펼치면 항시 수선화 같은 향기가 피어오른다. 

요절이라고 했지만 윤동주는 사고나 질병으로 죽은 것은 

아니다. 1945년 패전의 날을 겨우 반 년 앞둔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릿쿄대학 영문과에 유학, 곧 도시샤대학 영문

과로 옮겼고, 독립 운동의 혐의로 시모가모 경찰에 체포

되어 후쿠오카로 이송된다. 거기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주사를 계속해서 맞았다고 한다. 

운명하기 직전에는 모국어로 무어라고 크게 소리치고 

숨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말이었는지 일본 간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동주씨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큰 소리로 외치고 절명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통한의 심정 없이 이 시인에게 접근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일본인의 손으로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며, 그의 존재를 알고부터 나도 조금씩 윤동

주의 시를 번역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죽은 지 39년째가 

되는 1984년에 이부키 고(伊吹鄕)씨에 의해서 시집 

<윤동주 시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완역되어 

나왔다. 

나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지만, 이부키씨의 뛰어난 번역

과 연구에는 온전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름

다운 동요에 이르기까지 일어로 읽게 된 것은 여간 즐거

운 일이 아니었다.” 

 

“사진을 보면 실로 깨끗한 미청년이며 결코 여린 인상은 

아니다. 평범하지도 않다. 

실은 내가 윤동주의 시를 읽게 된 동기는 그의 사진이었다.  

 

 

 

 

 

 

 

 

 

 

 

이런 늠름한 젊은이가 어떤 시를 썼을까 하는 흥미, 이를

테면 아주 불순한 동기였다. 

 

대학생다운 지적인 분위기, 그야말로 티 한 점 깃들지 않

은 젊은 얼굴, 내가 어렸을 때 쳐다보던 대학생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는 정다운 느낌. 그 인상은 너무나 

깨끗했다. 극히 선명하고 강했다. 

 

동생인 윤일주 씨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 인품에 점

점 끌려 들어갔다. 나의 뇌리에 퍼뜩 ‘인간의 바탕’이란 

말이 떠올라 착 달라붙는다. 그다지 의식하지는 않았었

지만, 생각해 보니 젊은 시절부터 줄곧 ‘인간의 바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꽤 

깊이 생각하고, 또 관찰해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상한 체험이었다. 그것도 윤일주 씨라는 훌륭한 ‘인간

의 바탕’에 가까이 다가가 거기에 조응된 것이고 보면 바

로 그 형님 되시는 윤동주도 역시 이러한 인품이 아니었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끝없는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인격. 그러나 3년 가까운 일본 유

학생 시절, 이부키 고 씨의 꼼꼼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누

구 한 사람 그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뭐라 말

할 수 없을 만큼 슬픈 일이다. 

어쨌든 윤동주  윤일주 형제를 만난 일은 최근에 있어서 

내게 크나큰 기쁨이다.” 

 

3. 나리카와 아야3의 <‘만나지 못한 연인’ 
윤동주·이바라기, 일본서 함께 기리다> 
나리카와 아야가 2019.3.2.자 중앙Sunday에 발표한 

<‘만나지 못한 연인’ 윤동주·이바라기, 일본서 함께 기리

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윤동주 시인의 忌日인 지난 2월 16일 교토 도시샤(同

志社)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그를 기리는 많은 한

국인과 일본인이 시비 앞에 헌화하고 있다. 

2월 16일은 윤동주 시인의 기일이다. 그는 광복 6개월 

전인 1945년 이날 일본 후쿠오카(福岡)형무소에서 옥

사했다. 올해 기일엔 시인이 유학했던 교토(京都) 도시

샤(同志社)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윤동주를 사랑하는 일본인들 

이바라기가 쓴 윤동주 관련 에세이 

일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원문 보려 한글 배운 서예가 다나카 

한국어·일본어 콜라보 ‘서시’ 남겨 

 

교토의 시비, 후쿠오카형무소 근처 

매년 2월 16일 기일 맞춰 추모행사 

 

도시샤대엔 시인의 대표작 ‘서시’의 시비가 있다. 95년

에 세워진 시비 주변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북한을 상징하는 진달래, 그리고 대학 창립자 니지마 죠

(新島襄)가 사랑한 매화나무가 있다. 시비 뒤에는 

“민족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윤동주를 추모한

다”는 글이 쓰여 있다. 윤동주는 한국과 북한, 일본 그리

고 중국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날 일본인과 한국

인 그리고 재일 코리안이 모여서 시비에 꽃을 바쳤다.  

    

도시샤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시인이 유학했던 도쿄(東

京) 릿교(立教)대와 후쿠오카형무소가 있던 근처에서

도 매년 추모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그를 기리는 한국사

람들이 이 세 곳을 돌며 일본의 윤동주를 사랑하는 사람

들과 교류하는 여행을 기획했다. 필자도 이 행사에 통역

을 겸해 참가했다.  

    

일본 식민지배와 전쟁책임 생각하는 시간 

오사카 한국문화원에 전시된 다나카 유운의 서예 작품. 

한국어와 일본어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썼다. 

일본에서 매년 윤동주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사

실이 한국엔 잘 안 알려져 있다. 많은 일본의 윤동주 팬

은 해마다 2월에 만나 2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

난 그를 추모한다. 그건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책

임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혐한을 외치는 일본사람들이 한국 매체에 등장

한다. 하지만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본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 별로 소개

되지 않아 아쉽다.  

    

한편 오사카(大阪) 한국문화원은 이 시기에 한글 서예

전을 열었다. 한국 쪽은 가수로도 활동하는 홍순관의 작

3. 나리카와 아야(成川彩) 2008~2017년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주로 문화부 기자로 활동한 후,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석사과정에 

유학. 한국영화에 빠져서 한국에서 영화를 배우면서 프리랜서로 일본(아사히신문 GLOBE+ 등)과 한국(TV REPORT 등)의 여러 

매체에 영화 관련 칼럼을 집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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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일본 쪽은 다나카 유운(田中佑雲)이라는 서예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다나카는 안타깝게도 지난 1월 갑자

기 돌아가셨다. 그는 일본어로 번역된 ‘서시’에 감명을 

받아 원문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고 한다. 다나카의 작품 중 하나는 ‘서시’의 일부분인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부

분은 한국어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부

분은 일본어로 썼다. 한 작품 안에서도 한·일 ‘콜라보’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홍순관이 원래 기획한 서예전은 한국과 일본뿐 

아닌 재일 코리안 서예도 함께 전시하는 것이었다. 오카

야마현(岡山県)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함

께 걸고 싶었는데 오사카 한국문화원 쪽에서는 ‘조선학

교’라는 것이 걸렸는지 한·일 작품만 전시했다.  

    

요즘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의

외였다. 특히 윤동주를 주제로 한 전시인데 말이다. 홍순

관은 “한국에서도 요즘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한글 서예

를 재일 코리안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며 “그래서 전시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다

음에 한국에서 서예전을 할 때는 오카야마에 가서 학생

들의 작품을 받아 꼭 전시할 생각이라고 한다.  

    

오사카에서는 서예전 외에도 오사카 한국총영사관과 한

국의 산문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윤동주를 추모하는 행사

가 열렸다. 오사카는 윤동주와 직접 관계가 있는 곳은 아

니지만, 일본사람과 재일 코리안이 함께하는 ‘윤동주와 

우리 모임’이 있다. 매년 시를 낭독하거나 윤동주에 대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 멤버들과 한국에서의 일

행이 교류하는 행사였는데 영사관의 지원을 받은 덕분

에 도쿄에서도 게스트가 오기도 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는 윤동주의 존

재를 일본에 널리 알렸다. 

이 행사는 윤동주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인 이바라기 노

리코(茨木のり子)도 함께 추모하는 행사였다. 윤동주

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인 것처럼 이바라기도 일

본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다. 그뿐 아니다. 이바라기는 

윤동주의 존재를 일본에 널리 알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도쿄에서 게스트로 참가한 재일 코리안 작가 서경식은 

“두 시인은 만나지 못한 애인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이

바라기가 윤동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가 옥사한 지 한

참 뒤다.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세상에 

나온 것이 그가 죽은 다음이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녀의 에세이를 보면 윤동주 시인에게 연애 감

정을 갖고 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에세이는 『한글로의 여행(ハングルへの旅)』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것이 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77만 부가 나갔다고 한다.  

 

 

 

 

 

 

 

 

 

 

 

 

 

77만 명이 고등학생 시절에 윤동주라는 시인과 만났다

는 것이다. 지쿠마서방(筑摩書房)이라는 출판사의 교

과서인데 그 당시 지쿠마서방 편집자였던 노가미 타쓰

히코(野上龍彦)에 의하면 이바라기도 그 에세이가 교

과서에 실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교과서에 

실리기 위해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자인 시인의 이

야기가 문부성(당시)의 검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노가미는 “윤동주 시인의 

삶을 배우는 것은 일본 고등학생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다른 

교과서의 검정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다. 그 틈을 타서 아

슬아슬하게 통과시켰다고 한다. 교과서에 실린 것이 도

시샤대 시비 건립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도시샤대 추

모행사 후 강연회에서 노가미는 뿌듯한 표정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을 들은 숙명여대 김응교 교수는 “강연 내용은 한국

인이 잘 모르는 귀중한 증언이었다. 일본에서 진실을 원

하고 알리는 시민들이 얼마나 고된 과정을 겪으며 평화

의 문을 열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며 “일본시민의 

고된 노력을 이해할 때,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대화는 가

능할 것이다. 양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한·일 시민들

의 절실한 바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바라기가 한국이나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

쩌면 서경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서경식은 서승과 서준

식의 친동생이다. 두 형은 서울 유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됐다. 그 당시 많은 재일 코리안 유

학생들이 ‘북한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잡히는 사건들이 

일어나 일본에서는 무죄를 호소하는 지원 활동이 벌어

졌다. 서경식은 수감된 형 서준식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이바라기의 시집을 보냈는데 서준식은 그 시집을 한국

어로 번역해서 동생에게 편지로 보냈다고 한다. 서경식

은 그 사실을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이바라기에게 알렸

더니 이바라기가 서경식이 살던 교토까지 일부러 찾아

왔다.  

 

이바라기, 윤동주 존재 일본에 알린 장본인 

그 후 2006년에 이바라기가 죽을 때까지 친하게 지냈다

고 한다. 이바라기가 죽은 다음 본인이 쓴 사망통지서도 

받았다. 죽기 전에 사망 날짜만 비워 놓고 써 놨다가 죽

은 다음 조카가 날짜를 쓰고 보낸 모양이다. 친한 사람

들에게 인사하고 떠난 것이다. 정말 끝까지 매력적인 사

람이었다.  

    

2017년은 윤동주 탄생 100주년으로 한국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그해가 지나고 나서는 조용해졌다. 오

히려 일본은 100주년과 상관없이 꾸준히 시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의 참가자들은 그 모

습을 보고 감동했다. 내년에 또 한·일 합동 추모 행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다. 사실 오사카의 행사

는 내가 처음 제안한 것이었지만, 한·일 간의 문화 차이

도 있어 실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당일의 

통역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사가 성립될 때까지 수시

로 통역과 번역을 맡아 솔직히 지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고생한 오사카 쪽 주최자가 당일의 교류를 보

며 “무엇보다 윤동주 시인이 하늘에서 기쁜 마음으로 지

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한 한마디에 피로가 싹 풀렸다. 

 

 
 
 
 <한글로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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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가장 예뻤을 때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時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생각도 않던 곳에서 

파란 하늘같은 것이 보이곤 했다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どき 

まちはガラガラと壊れ 

思いがけないどころから 

青い空のようなものが見えたりした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주위 사람들은 무더기로 죽었다 

工場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나는 멋부릴 구실을 잃었다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どき 

周囲のひとだちがたくさん死んだ 

工場で海で名もない島で 

私はおしゃれのいとぐちを失ってしまった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무도 정다운 선물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擧手의 敬禮밖에는 모르고 

깨끗한 눈짓만을 남기고 모두들 가 버렸다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どき 

だれもやさしいおくりものを下さらなかった 

男たちは挙手の敬礼だけしか知らず 

清潔なまなざしを残してみんなたって行った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내 머리통은 텅 비고 

내 마음은 무디어 

손발만 밤색으로 빛났다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どき 

わたしの頭は空っぽで 

わたしのこころはにぶく 

手足だけが栗色にかがやいた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내 祖國은 전쟁에서 졌다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까고 

브라우스의 팔을 걷어붙이고 비굴한 거리를 쏘다녔다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どき 

わたしのくには戦争に負けた 

そんなたわいないこともあるものかと 

ブラウスの腕をましくあげて卑屈なまちをわたり歩いた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라디오에서는 재즈가 넘쳐났다 

禁煙을 깨뜨렸을 때처럼 어지러워 

나는 낯선 나라의 달콤한 음악을 힘껏 즐겼다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どき 

ラジオからはジャズが溢れていた 

禁煙を破ったどきのようにめまいがした 

わたしは異国の音楽をやたらに楽んだ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몹시 불행했고 

나는 몹시 얼빠져 있었고 

나는 몹시 외로웠다 

わたしがいちばんきれいだったどき 

わたしはもっとも不幸だった 

わたしはもっとも馬鹿であった 

わたしはもっともさびしかった 

 

이리하여 나는 마음먹었다 되도록 오래 살 것을  

나이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저 루오 할아버지처럼  

だから決心した　出来ることなら永く 

生きることを 

年取ってから非常に美しい絵をかいだ 

フランスのルオじいさんのように 

 

이바라기 시인이 31세이던 1957년에 지은 시이다. 이 

시를 통하여 전쟁으로 청춘을 빼앗긴 일본 여성의 상실

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장 예뻤던 시절에 대한 향수, 지나가 버린 그 

시절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안타까움이 짙게 배여 있다.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기억의 저 너머에 있는 묻혀 버

린 시간을 환기시키는 힘이 있다. 

마지막 연에 나오는 루오 역시 뒤늦게 명성을 얻은 할아

버지 화가이다.  

루오처럼 뒤늦게라도 청춘을 즐기고 싶다는 역설적인 표

현을 하고 있다.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으로 이 시를 승

화시키고 있다. 

20대 초기를 회상하며 쓴 시로서 일본 국정교과서에도 

실렸다. 

이바라기 시인의 이 시는 일본 현대시의 걸작으로 평가

받으며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읽

히고 있다. 

 

우리 문정희 시인도 동명의 시를 썼다. 세계적인 포크 송 

라이터 피터 시거(Peter Seeger)도 이 시에 감명을 받

고 <When I was most Beautiful>이라는 곡을 만들

어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위에서 본 번역문은 김춘수시인이 번역한 내용이고, 김

시인은 저의 모교인 마산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근무하

시기도 하셨다. 시인의 장남 김용묵군과는 초등학교 

4~6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는 점에서 가깝게 느껴져 

김춘수 시인이 번역한 일본서정시선집 <구름이 흐르네>

를 구입한 것같다. 이바라기 시인의 존재를 알게 해주신 

김 시인에게 감사드린다.  

 

5. 자기 감수성 정도는
-自分の感受性くらい 

바삭바삭 말라가는 마음을                        

남 탓하지 마라 

스스로 물주기를 게을리해놓고 

ばさばさに乾いてゆく心を 

ひとのせいにはすな 

 みずから水やり怠っておいて 

 

서먹해진 사이를 

 친구 탓하지 마라 

나긋한 마음을 잃은 건 누구인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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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難しくなってきたのを 

友人のせいにはすな 

しなやかさを失ったのはどちらなのか 

 

일이 안 풀리는 걸 

친척 탓하지 마라 

이도 저도 서툴렀던 나인데  

苛立つのを 

近親のせいにはすな 

なにもかも下手だったのはわたくし 

 

초심 잃어가는 걸 

생계 탓하지 마라 

어차피 미약한 뜻에 지나지 않았다 

初心消えかかるのを 

暮らしのせいにはすな 

そもそもが ひよわな志にすぎなかった 

 

틀어진 모든 것을 

시대 탓하지 마라 

그나마 빛나는 존엄을 포기할 텐가 

駄目なことの一切 

時代のせいにはすな 

わずかに光る尊嚴を放棄 

 

자기 감수성 정도는  

스스로 지켜라 

이 바보야 

自分の感受性くらい 

自分て守れ 

ばかものよ 

이바라기 시인이 1977년에 펴낸 시집의 이름이 <자기 

감수성 정도는-自分の感受性くらい>이다. 이바라기 

시인의 “좋은 시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

고 애처롭게 여기는 감정 또한 끌어내 준다”라는 시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하다. 

복잡한 세상살이에 여러 사람, 여러 가지 일에 부대끼면

서 여유없이 살아가다 보면 감수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바라기 시인의 지적대로 <바삭바삭 말라가는 

마음을 /남 탓하지 마라/스스로 물주기를 게을리 해놓

은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스스로 <자기 감수성 정

도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의 분쟁 속에서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일상생

활인 우리들 법률가들에게 특히 감수성을 지키기는 어

렵다. 더욱 더 감수성을 지니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이바라기 시인의 위 시를 읽고 우리또래 들이 고교시절

에 읽었던 워즈워드의 시 ‘무지개(Rainbow)’ 가 연상되

었다. 그때 나이가 들어가도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지니고 살아가라는 경고는 명심하고 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띄누나 

나 어렸 때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기를 

늙어진 연후에 그러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 사는 하루하루 

타고난 경건함에 이어지기를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now I am a man;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영국의 경제학자 J.S.Mill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분석적

인 습관에 대한 경고와 워즈워드의 시에 관한 지적은 오

래 기억하고 있다. 분석적인 습관에 깊이 젖어 있는 법률

가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라 소개해본다.  

분석적 습관은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념연

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감정이 문제되는 觀念

聯合들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분석적인 

습관은 신중한 思索과 洞察에는 좋지만, 熱情이나 美

德은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송두리째 없어지기 쉽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1828년 가을에 워즈워드의 시를 읽

은 것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워즈워드의 시가 藥이 된 것은 그것이 그저 바깥 세계의 

아름다움만 아니라 또한 그 아름다움에 흥분한 감정상

태와 또 이 과정에 彩色된 사상 상태를 표현하였던 것이

다. 그의 시는 감정을 수양시켜 주는 것 같아 보였다. 이 

感情의 修養이야말로 추구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의 시

에서 마음 속 깊은 환희의 샘, 또는 공감과 상상의 기쁨

의 샘에서 물을 푸는 것같이 느꼈다. 그의 시의 감화를 

받아 자신이 더욱 선량해지고 더욱 행복해진 듯한 생각

이 들었다. 고요한 명상 속에 진정하고 영구한 행복이 깃

들어 있다는 것을 워즈워드가 가르쳐 주었다. 

  더욱이 워즈워드는 인류의 공통된 감정과 공통된 운명

에서 도피하지 않을뿐더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고요한 명상속의 행복을 누릴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

고 이 여러 시가 이런 종류의 수양만 있으면 아무리 분석

의 습관이 굳어졌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지는 해의 빛발을 받아 빛나는 구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렬한 느낌은 그 구름이 수증기요, 浮游狀態에 있는 수

증기의 모든 법칙의 지배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

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6. 기대고 싶지 않아 - 倚りかからず 
이젠 

만들어진 사상에 기대고 싶지 않아 

もはや 

できあいの思想には倚りかかりたくない 

이젠 

만들어진 종교에 기대고 싶지 않아 

もはや 

できあいの宗敎には倚りかかりたくない 

이젠 

만들어진 學問에 기대고 싶지 않아 

もはや 

できあいの學問には倚りかかりたくない 

이젠 

그 어떤 권위에도 기대고 싶지 않아 

もはや 

いかなるの學問には倚りかかりたくない 

긴 세월 살면서 

진정으로 배운 것은 그 정도일까 

なかく生きて 

心底學んだのはそれぐら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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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눈과 귀 

나의 두 다리로만 선다해도 

나쁠 것 없다. 

じぶんの耳目 

じぶんの二本足のみで立っていて 

なに不都合のことやめる 

 

기댈 것이 있다면 

그건 

의자 등받이뿐 

倚りかかるとすれば 

それは 

倚子の背もたれだけ 

 

이바라기 시인이 생전 마지막 시집의 이름이 <기대고 싶

지 않고 倚りかからず>이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 

시집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팔려 15만부를 기록하였다. 

1995년의 작품으로 그때 이바라기 시인이 69세이었다.  

우리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것에 의지하

여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50대부터 인생의 내리막 길- 下山길에서는 더욱더 많

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앞에서 부는 바람을 

상대로 들어가야 하는 등산길과 달리 뒤에서 불러가는 

바람을 맞고 가야하는 하산길이다. 그 하산길을 걸어갈 

때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는 시다. 나이가 들면 더욱 다

른 사람, 주변에 의지할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이 시는 스스로에게 의지하지 않을 마음자세를 

갖고, 覺悟를 하도록 해준다. 

 

몇 년 전부터 연초에 스스로 다짐하면서 되새기는 키케

로의 글이 있다. 

노년에는 스스로 싸우고 권리를 지켜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자신을 통제하려 할 때만 

존중을 받을 것이다.  

가야할 곳을 분명하게 준비하는 노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돌봄과 배려, 길을 

헤쳐 나가는 개척자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일본 작가 이쯔키 히로유키(五木寬之)의 책 <百歲人

生을 살아가는 힌트-百歲人生を生きるヒント>에서 

이바라기 시인의 위 시를 인용하면서  <의지하지 않을 

覺悟>에 관하여 적고 있다. 

 

이쯔키는 먼저 이바라기의 시 <내가 가장 예뻤을 때>에

서 시작한다. 

 

“전후를 대표하는 시인의 한 사람이 이바라기 노리코이다. 

이바라기의 시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는 교과서에 채

용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읽고, 지금도 기억이 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전쟁에 의해 청춘을 빼앗긴 

것을 후회, 잔혹함, 공허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주위 사람들은 무더기로 죽었다 

工場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나는 멋 부릴 구실을 잃었다 

 

패전의 거리를 失戀과 갈 곳이 없이 걷고 있던 이바라기 

상은 이렇게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마음먹었다 되도록 오래 살 것을  

나이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저 루오 할아버지처럼  

 

그런 이바라기 시인의 시 <기대지 않고 倚りかからず>

를 읽고 그 늠늠하고 맑음이 마음을 씻어주고 허리가 펴

지는 기운을 느낀다. 

오래살기로 결심한 이바라기시인이 73세에 강렬한 메

시지를 발하는 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이바라기 상보다는 나이가 적었는데, 그녀의 말은 하

나 하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의 67세의 때를 말한다면 그때까지 무사안일한 생

활의 타성이 심신에 젖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젠 그 어떤 권위에도 기대고 싶지 않아  

<もはや いかなるの學問には倚りかかりたくない 

긴 세월 살면서 진정으로 배운 것은 그 정도일까  

なかく生きて 心底學んだのはそれぐらい 

나의 눈과 귀 나의 두 다리로만 선다해도 나쁠 것 없다. 

じぶんの耳目 じぶんの二本足のみで立っていて な

に不都合のことやめる 

기댈 것이 있다면 그건 의자 등받이뿐 

倚りかかるとすれば それは 倚子の背もたれだけ>

라는 말을 만났을 때 말라버린 나의 감성에 물을 부운 

것같은 기분이 되었다. 

지금까지 기대고 싶지 않아<倚りかからず>라는 생

각은 나의 마음 속에 명확하게 살아있다. 이 기대지 

않는 다는 자세는 백세인생을 살아가는 위에 무엇보

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7. 호수 -みずうみ 
<원래 엄마란  

아주 고요한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だいたいお母さんてものはさしいん 

としたとこか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 

명대사로구나! 

<백세인생을 살아가는 힌트>

<여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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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臺詞を聽くものかな! 

 

뒤돌아보니 

갈래머리와 단발머리 두 소녀의 

책가방이 달랑달랑 

낙엽 길  

ふりかえると 

お下げと河童と 

二つのランドセルカゆれてゆく 

落葉の道 

 

엄마만 그런게 아니다. 

인간이란 누구든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림 없는 고요한 호수가 있어야만 해 

お母さんだけとかぎない 

人間は誰ても心の底に 

しいんと靜かな湖を持つべきなのたのだ 

 

다자와호처럼 깊고 푸른 호수를 

남몰래 간직한 사람은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다. 두 마디 세 마디 만에 

田澤湖のように深く靑い湖を 

かくし持っているひとは 

話すとわかる 二言 三言で 

 

그야말로 쥐 죽은 듯 고요하여 

간단히 불지도 줄지도 않는 자기만의 호수 

바스락바스락 아무나 내려올 수 없는 산기슭 호수 

それこそ しいんと落ちついて 

容易に增えも減りもしない自分の湖 

さらさらと他人の降りてはゆけない魔の湖 

교양이나 학벌과는 상관이 없다. 

인간의 매력이란 

아마도 그 호수 근방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다. 

敎養や學歷とはなんの關係もないらしい 

人間の魅力とは 

たぶんその湖のあたりから 

發する霧だ 

 

빨리도 그 걸 

알아챈 

작은  

두  

소녀 

早くもそのことに 

氣づいたらしい 

小さな 

二人の 

娘たち 

 

 

 

 

 

 

 

 

“마음이 호수같이 평온한 상태로 살아라. 그러면 인간의 

매력은 그러한 가운데 피어난다. 고요한 호수가 있어야 

한다.” -이바라기 시인의 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끊임없는 말의 전장, 거친 생활 속에 우리 법률가들은 평

정한 마음을 지니기 쉽지 않다. 말의 전장에서 舌彈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맑고 고요한 마음의 호수는 일시

에 동요하여 혼탁하고 닫힌 마음으로 변해버린다. 만나

는 사람들도 유달리 고민 내지 번뇌가 많은 사람들이다. 

매일 매일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만나는 곳마져 스트

레스 많이 받고 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싸움 투성인 곳이

다. 자연히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평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들 스스로 조금 배운 법률지식을 앞세워 논쟁의 씨

앗을 뿌리고 다닐 뿐 智慧로 승화되지 못하게 된다.  맑

은 마음과 바른 행위에 의하여 마음 속에 호수를 지니면

서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간의 매력도 지

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호수같이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인생에서 가

장 중요하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괴로움이나 고통스러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마찬가

지로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8. 벚꽃-さくら 
올해도 살아서 

ことしも生きて 

벚꽃을 봅니다. 

さくらを見ていた 

사람들은 평생 

ひとは生涯 

몇 번이나 벚꽃을 보는 걸까요 

河回ぐらいさくらを見みるのがしら 

철들 무렵이 열 살이라고 한다면 

ものごころつくのが十歲ぐらいなら 

아무리 많아도 칠십 번쯤 

どんなに多くても七十回ぐらい 

삼십 번, 사십 번인 사람도 부지기수 

三十回 四十回のひともざら 

어쩌면 그토록 적은지 

なんという少なさだろう 

더욱더 많이 본 듯한 기분이 드는 건 

もつともつと多く見るような氣かするのは 

조상들의 시각도 

祖先の視覺も 

섞여 들어와 겹쳐지고 안개가 드리워진 때문이겠죠 

まぎれこみ重なりあい霞だつせいでしよう 

화려한 듯, 요염한 듯, 으스스한 듯 

あてやかとも妖しとも不氣味とも 

그 어느 쪽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꽃의 빛깔 

据えかねる花のいろ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벚꽃 아래를 거니노라면 

さくらふぶきの下を ふららと步けば 

순간 

一瞬 

名僧처럼 깨닫게 됩니다. 

名僧のごとくにわかるのです 

죽음이야말로 일상, 

死こせ常態 

삶은 소중한 신기루임을 

生はいとしき蜃氣樓と 

 

벚나무에 관하여는 A.하우스먼Alfred Edward Hous-

man의 시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벚나무 

'Loveliest of Trees, the Cherry Now'>라는 시가 많

이 알려져 있다.  

 

나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벚나무는 지금 

큰 가지에 꽃으로 잔뜩 장식하고 

숲의 승마길 곁에 서 있나니 

인간이란 누구든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림 없는 고요한 호수가 있어야만 해, 

 

교양이나 학벌과는 상관이 없다. 

인간의 매력이란 

아마도 그 호수 근방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233232     제37호 부산법조

부활절의 계절에 알맞는 하얀 옷이다. 

Loveliest of trees, the cherry now 

Is hung with bloom along the bough, 

And stands about the woodland ride 

Wearing white for Eastertide. 

 

그런데 내 정해진 일흔이란 수명에서 

스물이란 나이는 두번 다시 안 오나니 

일흔 번의 봄에서 스무 번을 뺀다면 

앞으로 올 봄이란 쉰 번뿐이다. 

Now, of my threescore years and ten, 

Twenty will not come again, 

And take from seventy springs a sore, 

It only leaves me fifty more. 

 

흐드러지게 핀 꽃을 보기에는 

쉰 번의 봄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매 

이제 숲을 찾아 가기로 하자. 

눈처럼 희게 핀 벚꽃을 보기 위해서. 

And since to look at things in bloom 

Fifty springs are little room, 

About the Woodlands I will go 

To see the cherry hung with snow. 

 

이바리기시인이 벚나무를 볼 수 있는 횟수가 70번이라

고 가정했는데 비해 하우스먼은 50번이다. 평균수명이 

다른 시대인가 모르겠지만 시상이 비슷하다. 

이바라기 시인의 위 시의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바라기시인의 이 시를 읽고 일본 사이교(西行)법사의 벚

꽃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출가한 승려의 몸이 되었지만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어

쩔 수 없었던 것같다. 사이교의 벚꽃은 지상의 꽃인 동시에 

마음의 정토에 핀 꽃이기도 하다. 

꽃은 머리 위 공중에 피어서 현세를 장엄하게 하고,  

떨어져 흩날리면서 지상을 정화한다. 

 

한심하구나 봄에는 꽃만 생각나 수행은 뒷전이니 

언제쯤이나 되어야 들뜬 마음 가라앉기 시작하려나 

 

꽃에 이끌리는 마음 아직 남아 있네 

세상을 버리고 홀로 산에 있는 나에게 

 

요시노 산 벚나무 가지 끝에 핀 꽃을 본 날부터 

마음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딘가로 방황하네 

(吉野山こぞゑの花を見し日より心は身にも添はずなり

にき) 

 

西行(1118~1190)는 일본 平安시대 조정을 지키는 北面

의 무사이었다가 西行란 이름으로 출가한 승려이자 시인

이다. 

평소에 아래와 같이 읊었다. 

 

바라건데  

꽃 아래 봄에 죽고 싶다 

그 如月의 달뜰 무렵 

願わくは 

花の下にて春死なむ 

そのきさらぎの 望月のころ 

 

요시노 산의 벚꽃을 사랑한 사이교법사는 스스로의 바램과 

같이 1190년 2월16일(음력如月) 벚꽃의 계절에 입적했다. 

 

9. 이바라기 노리코의 세상 떠나는 모습
- 이바라기 노리코의 유언 

이바라기는 50대 무렵 남편과 사별하고 자신도 병마에 

시달리면서 순탄하지만은 않은 말년을 보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

임지려 했다. 

죽음을 대비하여 작별의 편지도 정성껏 손수 준비해 두

었다.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이바라기는 남편과의 추억

이 서린 집에서 2006년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바라

기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들에게 이바

라기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담긴 편지가 전달되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이번에 저 이바라기 노리코는 0000년 0월 0일, 지주

막하출혈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전에 써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장례·영결

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도 당분간.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조위품이나 꽃따위 아무 것도 보내지 

말아주세요. 반송 못하는 무례를 포개는 것뿐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사람이 떠났구나“하고 한순간, 단지 

한순간 생각해 주셨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

랫동안 당신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교제는. 보이지 

않는 보석처럼. 나의 가슴속을 채워서, 광망을 발하

고. 나의 인생을 얼마만큼 풍부하게 해 주었는지 모릅

니다........ 깊은 감사 바치면서. 이별의 인사만을 드립

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바라기의 조카 부부가 이바라기가 빈칸 사망 날짜 

(2000년 2월 17일)와 사망 원인(지주막하 출혈) 부분

을 채워 이바리기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지인 250여 명

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너무나 깔

끔한 인생 마무리이다. 

 

 
 
10. 이바라키 노리코의 시, 마음 
“묘하게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최악, 문학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 국내선 日 소설 베스트셀러… 도쿄 서점, 

한국문학 코너 확장. 정치 극단 치닫는 것 막으려면 양국 

문학 교류 세포처럼 늘려야한다.” 

이러한 시기에 이바리기 시인의 시를 알고 이바라기 마

음도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눈보라처럼 흩날리는 벚꽃 아래를 거니노라면 

一瞬 

名僧처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야말로 일상, 

삶은 소중한 신기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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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05.09자에 박해현 문학전문기자의 <박

해현의 문학산책>에 “문학이 韓日 외교에 一鍼을 놓다

‘라는 아래의 글은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인 이바라키 노리코(茨木 のり子·1926~2006)

의 시선집 ‘여자의 말’을 최근 읽었다. 성혜경 서울여대 

일문과 교수가 번역했다. 이바라키 시선집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말로 나왔지만, 성 교수는 이바라키 시인과의 

인연을 잊지 못해 새 번역본을 냈다고 한다. 이바라키는 

1957년에 시 ‘내가 가장 예뻤을 때’를 발표해 이름을 높

였다.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 청춘을 보

낸 것이 억울하고 분했던 시인의 회상이 담겼다. 동시에 

전화(戰禍)에 긁힌 공동체의 아픔을 여성의 개인적 언

어로 절실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국제적인 반전(反戰)문

학이 됐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거리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파아란 하늘이 보이곤 했다'

라고 시작한 시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다정한 선물을 

내게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은 거수경례

밖에 모르고/ 깨끗한 눈빛만을 남긴 채 모두 떠나갔다'

며 전쟁에 빼앗긴 낭만의 시절을 아쉬워했다. 이바라키

는 한·일 문학 교류에도 앞장섰다. 50세에 한국어를 배

워 윤동주를 비롯한 한국 시인들을 번역했고, 그 덕분에 

윤동주의 시가 일본의 일부 교과서에 실렸다. 그녀는 시 

‘이웃 나라 말의 숲’을 통해 ‘아이(愛) 사랑/ 기라이

(きらぃ) 싫어/ 다비비토(旅人) 나그네’라며 한·일 간 

애증을 오가는 나그네 심정으로 두 언어를 비교했다. ‘대

사전을 베개 삼아 선잠을 자고 있노라면/ “왜 이리도 늦

게 들어왔느냐” 하며/ 윤동주가 부드럽게 꾸짖는다’고 

쓰기도 했다. 

 

이바라키의 시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소설가 공선옥의 

단편 제목으로 활용됐고, 사이토의 시 '눈보라' 중 시구

는 소설가 은희경의 단편 제목으로 차용됐다. 한·일 문

학 사이엔 이처럼 잔잔하게 교류가 이뤄져왔다. 요즘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최악이라고 하지만, 문학 교류

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문학이 소중한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는 느낌마저 준다. 일본 소설이 국내 베스트

셀러 상위권을 차지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일 출판 역조(逆調)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한국 독자들

에겐 선택의 폭을 넓혔고, 일본 문학의 다양성이 한국 문

학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했다. 최근 새로운 상황도 생

기기 시작했다. 한국 작가 조남주의 페미니즘 소설 '82

년생 김지영'이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출간된 뒤 지금껏 

14만 부 넘게 찍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덕분에 

한국 문학 번역도 늘어났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10년간 강의한 적이 있는 김응교 

시인(숙명여대 교수)에게 한·일 관계와 문학의 역할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

기 위해선, 한·일 문학의 작은 교류를 세포처럼 늘려가

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격년으로 열려온 한·일 기독

교 작가 모임을 비롯해 일본 대학과 서점에서 문학 교류

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론 윤동주와 이바라

키 노리코 시인을 비교하는 모임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최근 도쿄의 대형 서점에 갔더니 ‘82년생 김지영’ 인기 

이후 한국문학코너 가 20평 규모로 확장돼 놀랐다고 했

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2012년 일

본과 중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터지자 양국 정부를 향해 

“값싼 술을 마시고 단순 논리를 되풀이하지만 밤

이 지나고 남는 것은 두통 뿐”이라고 비판했다. 요즘 

한·일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침(一

鍼)이라고 본다. 문학은 세상을 단순 논리로 재단하지 

않는다. 

 

이바라키 노리코 시인의 시 가운데 ‘총독부에 다녀올게’ 

<總督府へ行ってくる>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사

정을 너무나 잘 알고 지은 시이다. 

 

한국의 노인 중에는  

지금도 화장실에 갈 때 

유유히 일어나  

“총독부에 다녀올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조선총독부에서 소환장이 오면 

가지 않고는 못 버티던 시대 

불가피한 사정 

이를 배설과 연결 지은 해학과 신랄함  

 

이바라기 시인은 우리나라를 너무 잘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준 시인이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역사는 엄연한 

우리 역사의 엄혹한 시기였다.   

우리 역사에 있어 일제 강점은 있어서 아니될 불행한 역

사이고 절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역사

는 이치에 맞는 고결한 것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자부

심과 더불어 치욕도 굳게 간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

다. 역사를 추상적으로 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윤동주시인, 이바라

기 시인도 사랑하였던 시인이다.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민족주의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

지만 윤동주 시인은  겹눈複眼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

았던 시인이다. 

사실 윤동주 시인은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 이미 연희대

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윤 시인은 일본 동지사대

학에 가실 무렵 일본 시인 미요시 다쓰지(三好達治)4등

의 시를 좋아하여 그들에게 배우기 위하여 일본에 갔고 

동경의 입교대학에 들어갔다가 교토의 도시샤 (同志社)

대학에 입학하였다.  

윤동주 시인은 식민지배하고 있는 나라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물을 겹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윤동주 시인의 생각은 

옳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한일관계에 관하여 일본은 지나치게 잊어버리고, 한국

은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 버린다.  

우리는 지금도 지난 날의 역사에 집착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 관

심을 가져야 할 미래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데 생각이 미치니 답답하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사 갈 수도 없고 이웃으로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사이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거대한 파도가 아시아에 몰아쳐 

왔을 때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하여 도전에 대한 응전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응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왜 대응에 실패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

는가, 그 시대 우리 지도층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를 깊

이 분석하고 앞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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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의 식민지였던 1940년 미요시 타쯔지(三好達治)는 겨울날- 경주 불국사 근방에서-이라는 시를 지은 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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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는 것도, 나라를 죽이는 것도 그 시대 그 세대 지도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폭 넓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주변 나라, 나아가 세계의 

사정을 알려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평소에 인재가 길러지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된다.  

 

1921년생인 박동운씨는 경성제대법문학부를 졸업하시

고 법률보다 나라의 앞날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통치

술>, <민족사상론>, <정치병법> 등의 명저를 많이 남

기셨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민성론 民性論 1982년>

에 우리 국민의 민성을 분석하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민성을 비교한 내용이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인의 장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바라기 시인은 박동운 교수님이 알려준 그런 일본인

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 주는 시인이다.  

YS대통령시절 통일부총리를 한 권오기 동아일보 사장

과 일본 아사히 신문 주필 와가미야 요시부미5와 대담한 

내용을 적은 <한국과 일본국>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

에서 권오기 부총리가 지적하신 <국가를 보지 말라, 풍

경을 봐라>라는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일본을 볼 때 ‘국가’ 이전에 ‘풍경’을 먼저 봐야 한다. 

풍경으로 그 나라를 보면 나라의 모양은 한참 뒤에 보

이게 된다. 풍경을 보면 먼저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국가 형성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사람들이 

국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인

간을 잊은 채 국가만을 논하려 한다. 한 사람만을 통

해서는 일본을 볼 수 없기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볼 

것을 권유한다. 국가가 가장 앞에 선 채 사람의 모습

을 가리는 것이 ‘국민국가’의 질서이다. 대학생 여러

분은 이를 뛰어넘어 사람 보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우리 주변 나라의 상황, 사람들의 성향 등을 구체적인 일

본인, 중국인을 통해 알고 있고,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 사회의 변호사라는 위치는 아직도 많이 받고, 누리

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회의 果實만 취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져야할 것

이다. 

 

 

 

 

 

 

 

 

 

 

 

 

 

 

 

11. 끝으로 
필자가 이바라기 시인의 시집을 활용하여 일본 여성과 

만나지도 못했으나 간접적으로 연결된 일화가 있다. 

통영법원에 근무하는 동안에 가끔 갔던 한려수도 횟집

이 있는데, 통영에서 거제를 바라보는 견내량에 있다. 

연전에 갔을 때 아드님이 일본 규수 가고시마 출신 아가

씨와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하였고, 이번에 

나온 일본어 원문이 있는 정수윤이 옮긴 이바라기 시인

의 시집<처음 가는 마을>을 선물로 한권 주었다.  

그뒤 일본에 있는 아드님과 그 부인으로부터 감사인사

를 받았다.

왕성하고 다양한 지적 관심. 일본의 번역출판문화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세계 제일이다. 또 그 국민은 독서

와 수기를 즐긴다. 서구의 학술용어는 일본인이 번역

한 漢子造語를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민한 감수성과 두뇌활동의 유연성. 이해가 빠르고 

트인 머리의 소유자들이 많다. 일본의 급속한 개화와 

전후 부흥을 보장한 열쇠임에 틀림없다.

<처음 가는 마을>

홍광식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저희 부부의 이야기까지 첨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홍광식 변호사님 또한 멀다고 하면 멀고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분께서 시집 한권과 ,여러 시를 감사히 받았습

니다. 이바라키 노리코와, 나츠메 소우세키의 草枕 또

한 잘 읽었습니다. 

일본에서 7년 동안 생활하다 ,한국에서 아둥바둥 일하

고 있을때 위안이 되는 시집이였습니다. 

원본이 일본어 시집이라 일본인인 아내와 같이 공유

하며 읽을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1년간 준비해온 사업을 정리하면서 

여러 좋지 않은 일들과 , 함께 동업한 친구를 손절하면

서 부정적이고 안좋은 생각들을 뒤로하고 , 통영에서 

잠시 머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과 , 앞으로의 시작에 있어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와 가족, 홍광식 변호사님과 같이 

주위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조금씩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1/3 부로 ,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내가 12/31 결혼기념일에 맞추어 한국에 잠시 올 예정

입니다. 

 

혹 , 홍광식 변호사님  

1/1~1/3 사이 시간이 되신다면 저의 아내와 같이 한번 뵙

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아내의 이름은 카스가 니나（春日似菜）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전해달라고 하여 첨부드립니다. 

 

5. 2009년 부산에 온 와가미야 요시부미를 만나 대담한 적이 있다. 박동운교수님이 말씀한 탁트인 일본인이었다. 단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월드컵을 개최할 때 이미 일본 나고야가 유력해 있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단독개최할 만큼 축구애호

가 많지 않다. 월드컵 이후에 활용하지 못하는 축구장이 많게 되니 공동주최하자고 아사히 신문 주필로서 먼저 주장한 사람

이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구장 가운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장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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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지인인 응급전문의가 얘기해 놓아서 인지 조속히 1차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상처부위가 부어올

라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일념 하에 이를 악물고 검

사에 임했습니다. 그 후 응급실에서의 1차 검사가 마치자 안내원을 따라 5층 안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부축

을 받고 불이 다 꺼진 복도를 따라 걷는데,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두 발로 걷

고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과에 도착하자 당직 안과의사가 상

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는 10여 가지의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기계에 턱과 이마를 대고 아픈 눈

을 뜨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다 마쳤을 때 어깨

와 등에 힘을 너무 많이 주어서 인지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후 안과전문의는 각막 및 홍채가 손상되었고, 지금 전방 출혈이 너무 심해서 오른쪽 눈의 시

력이 차후에 얼마나 회복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는 아니지만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두 눈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아직 너무 어린 3

명의 자녀들에게 시각장애를 가진 아빠가 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정적이 흐르는 상태에

서 양쪽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역시 말하지 않고 흐느끼기 시

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걱정할까봐 마음속으로 제발 실명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만 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당장 응급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니 일단 안약을 가지고 가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혈로 인해 다시 눈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 정도는 앉아서 자야한

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처방받은 안약을 넣은 후 저는 거실의 안마기에 45도로 앉아서 자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내를 

안방으로 보낸 후 안마기에 홀로 앉아 끝없는 상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회상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며 반성하는 제 모습이 한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실명을 

2019. 3. 30. 토요일 저녁 10시 30분경 여느 주말처럼 저희 집에서 지인들과 부부동반 저녁모임을 하고 있었

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다 먹고 속이 조금 더부룩하여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매실청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기 위

해 선반아래 수납함에 있던 1.5L 페트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돌리는 순간 매

실이 발효되며 꽉차있던 가스로 인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제 오른쪽 눈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전방과 

후두부가 새하얗게 되더니 약 10초 정도 제자리에 서서 기절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 아내와 

다른 부부는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악’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자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오른

쪽 눈에 전방출혈이 생긴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 후 일단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상처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라며 손수건으로 아이스팩을 싸서 주었고, 정신이 

없던 저는 누워서 신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시간은 이미 토요일 저녁 11시 정도여서 응급실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사이 제 아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늦은 시간이었지

만 각자 알고 있는 의사들에게 연락했고, 최초 연락된 안과의사가 스피커폰으로 사고 경위를 듣더니 절대 누워

있으면 안되고 바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사물을 보았을 때 전체가 

하얗게 흐려 어느 것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의사말로는 출혈로 인해 시력이 저하된 것이므로 피가 눈

동자 아래로 고이게 해야 된다며 절대 눕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눈 

약 10cm 앞에서 아내보고 손가락을 펴 보라고 했고, 저보고 몇 개로 보이는지 말해보라고 했지만, 무언가 좌

우로 움직이는 것만 느껴질 뿐 그것이 손가락인지 조차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전문용어로 ‘Hand Motion’만 

확인 가능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을 들었을 때 저는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인 2차 충격을 받았고, 앉아있던 다리가 떨어지지 않

아, 혼자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된다는 생각에 아내의 부

축을 받고 안과 응급처치술이 가능한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곁에 있는 아내가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 아프다는 신음소리도 못 내고 하염없이 상처부위에서 눈물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30

분간의 택시주행시간이 왜 그렇게 길고 두려웠는지... 정말 힘들더군요. 기어코 도착한 응급실에 들어가자, 미리 

자아성찰

글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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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고,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2년 전 라식수술을 한 보정시력의 한쪽이 급격히 차이

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걱정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려운 마음에 첫눈을 떴을 때 처음 사고 당시보다는 조금 선명해진 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래도 아직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상태였고, 오른쪽 눈 흰자의 상황은 사고 당시보다 더 붉게 물들어 전체

적으로 심하게 충혈 되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난 6살 아들은 저를 보고 괴물 같다며 도망갔고, 두 딸들은 

낯선 모습의 아빠 얼굴을 보고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날씨는 왜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던지...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이는 광안대교와 햇볕에 반사된 은색 파도는 저의 비참한 상황과 너무나 대비되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사고 전에 가족들과 산책했던 벚꽃 길조차 제 눈에는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와이프는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했고, 저는 혼자서 거실에 앉자 거의 하

루 종일 미동도 하지 않고 시간마다 안약을 넣으며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시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처

방전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밤새 앉아서 자서 그런지 순간순간 졸다가도 누우면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정신

력으로 앉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또 힘든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 오후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혹시 망막이나 시신경 쪽에도 충

격이 있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검사기계에 턱과 이마를 대기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붓기가 가라앉은 

오른쪽 눈을 뜨기가 처음 검사때 보다는 훨씬 수월해졌고, 사물의 형상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심 별 일 없겠지 기대했지만,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기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검사를 마치고 의

사로부터 소견을 들었을 때, 다행히 손상된 각막의 외부상처는 잘 아문 것 같고 내부 상처는 안연고를 잘 넣으

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채도 괜찮고, 망막이나 시신경도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

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운동, 음주, 급격한 신체이동은 절대 안 되고, 시력이 사고 전처럼 100% 회복될 가능성

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뚜껑을 약 3mm만 더 동공쪽으로 맞았다면 정말 실명할 뻔 했다며 다

행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오른쪽 눈이 전체적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고, 아직 각막 상처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

지만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치료만 잘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느낀 것이 많습니다. 12년 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이듬해에 결혼한 후 지금 제가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해서 거의 쉬지 않고 앞 만보고 달려왔습니다. 나름 건강을 챙기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며 

보람차게 살았지만, 정작 진정 소중한 것에는 소홀했던 것 같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늘 건강을 자신하였는데, 사고는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순식간에 발생한다는 것도. 

늘 법률문제를 다루며 그것을 해결하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 왔지만, 제가 사고의 당사자가 되

어보니, 자유롭게 보고, 걷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이제 거의 오른쪽 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

기로 여생을 영위함에 있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세상을 보는 여유도 좀 가지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주변인들

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더욱 함양할 생각입니다.  

 

사고 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건강한 신체가 너무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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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기행과 에피소드

글 김백영 변호사  

 

나는 요 몇 년간 전 세계 미술관 투어 중이다. 특히 회화는 화가가 본 세계나 타자에 대한 인상, 느낌, 

의지, 예언, 또는 자연에 관한 감정 등을 색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대적인 인물, 풍경, 

복식, 서사, 비평, 예언을 읽을 수 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문맹이었다. 이들에게 

문자가 아닌 그림이 중요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다. 모든 종교시설에는 그림으로 교리를 표현하고 장식

했다. 성당의 제단화와 스테인드글라스, 사찰의 탱화, 모스크의 아라베스크 문양을 들 수 있다. 미술관 

기행을 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둘러본 일부 미술관을 중심으로 적어보려고 한다.  

 

미술작품은 인터넷으로 해당 미술관이나 작가, 작품을 키워드로 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

였다. 다만 미술관에 관한 조그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미술품은 도록

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원본을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미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하

려면 인문학적 소양을 풍부하게 갖추어야 한다. 흔히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1. 오사카, 오카야마 현립 미술관 

2018. 9. 21.부터 2018. 9. 24.까지 사이에 우리 부부는 울산의 안현 변호사 부부와 함께 오사카(大阪) 

미술관 기행에 나섰다. 

먼저 오사카 시립미술관으로 갔다. 마침 2018. 9. 22.부터 2019. 1. 14.까지 기획전인 루브르 박물관

(Musee du Louvre)이 소장한 초상화를 빌려와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다. 전시 작품 옆에 한국어로

도 설명을 병기해놓고 있었다. 한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

품 중 초상에 관한 회화 조각만 추려서 특별 전시한 것으로 그동안 루브르 박물관에 몇 차례 갔지만 방대

한 컬렉션을 제대로 다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기획전을 통하여 초상화만 집중적으로 보는 안복을 누리는 

행운을 얻었다. 

 

이어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 박물관으로 갔다. 동양 도자 박물관에는 마침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고

려청자 특별 전시를 하고 있었다. 이 많은 도자기는 재일교포 이병창이 평생 모은 것을 기증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병창 선생님께 정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 시대의 세계적인 예술품이라면 고려청

자와 고려불화를 들 수 있다. 오늘날의 반도체 기술이다. 

 

다음날 오카야마(岡山) 현립 미술관으로 갔다. 마침 산수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의 전

통 산수화였고, 현재 일본 작가의 실험적인 현대 유화 산수화 작품도 있었다.  

이어 구라시키(倉敷)의 오하라(大原) 미술관으로 갔다. 오하라 미술관은 일본 최초의 사립 미술관으로

서 서양회화와 조각이 수집되어 있다. 그 다음 구라시키에서 지방 열차를 타고 다카하시(高橋) 역에 도

착해서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다카하시(高橋)시 나리와(成羽) 미술관으로 갔다. 나리와 미술관은 

유명한 건축가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1941~현재)가 설계하였다. 안도 타다오는 공고를 졸업하고 도쿄

대학교수까지 한 세계적인 건축가로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바 있다. 2019년 안도 타다

오 다큐까지 나왔다. 2019년 프리츠커상은 일본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1931~현재)가 수상

하였다. 안도 타다오는 물과 빛을 중요한 건축포인트로 삼고 있다.  

 

나리와 미술관에는 오하라 미술관을 설립하게 만든 이곳 출신 화가 코지마 토라지로(鹿島虎次郞 

1881~1929)의 대표작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내부 수리 중으로 상설전시관이 폐관되어 있

어서 화석전시장을 보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2. 사가와 미술관  

2019. 2. 2.부터 2019. 2. 4.까지 교토(京都)를 여행하면서 비와코 호수 주위에 있는 사가와(佐川) 미

술관에 갔다. JR 모리야마(守山) 역에서 내려 사가와 미술관행 버스를 타고 미술관 앞에 내렸다. 사가와 

기행문

미술관 기행과 에피소드

Ⅰ. 미술관 기행

Ⅱ. 일본 미술관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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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륵반가사유상을 보았더라도 같은 감탄을 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국보 제78호, 제83호 금동미륵보

살 반가사유상을 그리며 감상하였다. 나는 목재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금동으로 제작된 금동미륵보살 반

가사유상의 작품성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싶다. 

 

교토 숙소로 귀환하기 위하여 JR 열차를 타고 교토 역에 도착하여 1일 패스를 투입구에 넣고 나왔으나 

일행 중 1명이 패스를 찾지 못하여 못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필자가 순간 가지고 있던 패스를 밖에서 넣

어주어서 나오는 패스를 다시 안에서 넣고 나오는 촌극이 일어났다.  

 

조주록(趙州錄)을 보면 중국 당나라 시대 조주(趙州) 스님이 스승 남전(南泉) 스님 문하에서 노두(爐

頭 불지킴이)를 맡고 있을 때 대중이 운력으로 채소 다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부엌 안에서 불을 피워서 

연기가 자욱하자 불이야!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대중이 달려오자 부엌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진

실한 말 한마디(一句)를 이르지 못하면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자 대중들이 어쩔 줄을 몰랐다. 이때 남전 

스님께서 부엌 창문으로 열쇠를 던져 넣자 조주 스님이 문을 열었다는 일화를 소개한다(‘조주록’, 장경각, 

30~31쪽). 

 

(2) 노무라 미술관 

다음날 노무라(野村) 미술관으로 갔다. 노무라 토쿠시치의 수집품을 가지고 1984년 개관한 사설 미술

관이다. 우리나라의 도자기, 일본 고미술 위주 전시관이다. 노무라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인접한 철학의 

길을 따라 산책에 나섰다. 도중에 에이칸도(永観堂)를 들렀다. 에이칸도 별당에 모신 불상 아미타여래

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불상으로 그 유래가 없는 독특한 불상조각품으로 유명하다. 

철학의 길에 종착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일행은 적절한 지점에서 철학의 길을 벗어나서 번화한 

기온의 시라카와(白川) 밤 속으로 합류하였다. 어디 성속의 삶이 둘이겠는가! 

 

(3) 교토 국립박물관 

마지막 날 교토 국립박물관으로 갔다. 마침 중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치바이스(齊白石 1860~1957)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1층의 고대불상 등을 관람하고 2층의 치바이스 특별전을 보았는

데 일본의 중국 파견 외교관이 치바이스가 국제적으로 유명하기 전에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싼값에 수집

하여 기증한 치바이스 작품들이었다. 치바이스는 가난한 목공일 때 당시 중국 미술가협회 회장 쉬베이홍

(徐悲鴻 1894~1953)에게 발탁되어 화가의 길로 들어서서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그가 그린「송백고립

도·전서사언련」이 2011년 경매에서 인민폐 4억 2,550만원(한화 약 718억 2,500만원)을 기록하여 세

계경매기록을 갱신하였다. 치바이스 특별전은 우리나라에서도 2019. 2. 17.까지 서울 서예박물관에서 

열렸다.  

미술관은 사방을 수면으로 배치하여 건물이 마치 물위에 떠있는 것 같이 설계하였다. 일본 전통가옥을 

재해석한 아름다운 건축이었다. 일본화 화가 히라야마 이쿠오(平山郁夫 1930~2009)의 회화, 조각가 

사토 주료(佐藤忠良 1912~2011)의 조각, 도예가 라쿠 기치자에몬(樂吉左衛門 1949~현재)의 도

예 작품 소장으로 유명하다.  

 

물 위에 독자 건물로 떠 있는 다암(茶庵)이 있는데 미리 예약을 받아 한정 인원으로 입실이 허용된다. 예

약이 안 된 관계로 입실을 포기하고 대신 미술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교토로 향하였다. 그 다음 

일정으로 교토 역에서 버스를 타고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교 앞에 내려서 대학교 구내로 들어가서 학

교 경내를 구경하였다. 이때 교내 인도를 보행하지 않고 차도를 가로지르다가 경비로부터 지적을 받았

다. 대학교 내에서 조차 질서정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본인의 정서이다. 마치 일본 정원에 흐트러짐

이 없듯이.  

 

이어 대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도모토 인쇼(堂本印象) 미술관에 입장하였다. 일본화 화가 도모토 인

쇼(堂本印象 1891~1975)를 기념하여 만든 미술관이다. 도모토 인쇼는 일본화, 불화 등까지 장르를 넓

혔고 교토 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오지(東寺)의 장벽화를 제작하였다. 도오지는 봄날 벚꽃 피는 계

절 야간 축제로 유명한데 2018년에 참가한바 있다. 아름다운 경내에 있는 5층 목탑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3. 교토 미술관 

(1) 고류지 

2019. 5. 4.부터 2019. 5. 6.까지 사무실 동료 변호사들과 교토(京都)를 여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JR 1일 레일 패스를 구입하여 사가아라시야마(嵯峨嵐山) 역에 있는 텐류지(天龍寺)로 갔다. 사찰 내 

천룡도, 선종 사찰의 정원을 보고 JR 열차를 타고 고류지(広隆寺) 역으로 갔으나 택시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한 시간을 걸어서 절로 가야만 하였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객이 좀처럼 들르지 않는 곳이

다. 

 

사찰의 영보박물관 입장마감 시간이 오후 5시 50분이고, 오후 6시에 폐관이 되는데 도착시간이 오후 5

시 45분이었다. 여기에 유명한 일본 국보1호인 목조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이것은 칼 야스퍼스가 

격찬하여 유명하기도 하다. 야스퍼스는 ‘고류지의 미륵상에는 참으로 완성된 인간실존의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지상에 있어서 모든 시간적인 속박을 넘어서 도달한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원만한 그리고 가장 영원한 모습의 심벌이라고 생각한다. 이 불상은 우리 인간이 갖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의 이상을 실로 남김없이 최고도로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마 우리나라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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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행으로 JR 요나고(米子) 역에서 아다치 미술관행 셔틀버스를 타고 야스기(安來)시에 있는 아

다치(足立) 미술관으로 갔다. 야스기 지명 역시 안전하게 왔다는 뜻으로 도래인이 만든 도시임을 알 수

가 있다. 아다치 미술관 옆 사기노유소유 온천 료칸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돌아갈 셔틀버스의 시간을 예

약해두었다. 아다치 미술관은 기업가 아다치 젠코(足立全康 1899~1990)가 평생 수집한 미술품을 소

장, 전시하기 위하여 만든 미술관으로서 미술관 내 정원은 2003년부터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

원으로 선정되어지고 있다. 또한 120점의 요코야마 다이칸(橫山大觀 1868~1958)의 소장품으로 유명

하다. 

 

다음날 관람을 마치고 셔틀버스로 요나고 공항으로 가려고 JR 요나고 역으로 갔는데 마침 요나고 민속

예술보존회 회원들이 역 내에서 고기잡이놀이춤을 추고 있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서 한국에서 왔다

고 하자 모두 도래인이 후손이라는 동질감이 들어서인지 같이 동참하라고 하여 함께 어울려 한바탕 댄

스공연을 하였다. 

 

5. 홋카이도 미술관  

나는 2019. 8. 2.부터 2019. 8. 5.까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로 휴가를 갔다.  

첫날 삿포로 치토세(千歲) 공항에 도착하여 홋카이도 JR 레일패스 3일권을 구입하러 창구에 갔다. 창구 

직원은 여행일정을 물어보고는 레일패스보다는 개별티켓 구입이 싸겠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첫날 숙소

로 가기 위하여 공항에서 철도를 타고 도중에 환승하여 온천지구 노보리베츠(登別)에 도착하고, 마을버

스를 타고 오야도 키요미즈야(淸水屋) 온센(료칸)으로 갔다. 

 

다음날은 삿포로(札幌)로 가는 여정이므로 어제 온 길로 되돌아가려고 버스정류장에 갔더니 삿포로로 

바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다. 비용도 철도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고 시간도 빨랐다. 이 버스는 전날 삿포

로에서 출발하고, 다음날 아침 9시경에 삿포로로 가는 온천욕 고객을 위해 하루 1번 운행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전에 삿포로시에 도착하여 홋카이도 근대미술관으로 갔으나 마침 휴관 중이었다. 마침 그 옆 공원 내

에 있는 미기시고타로(三岸好太郞) 미술관에 들렀다. 작가는 31세에 요절하였는데 그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모에레누마 공원에 갔다. 쓰레기매립장을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겸 건축가 이사무 노구치(野口勇 1904~1988)가 설계하였다. 공

원 내 유리 피라미드 건물에 이사무 노구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진용주,『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다』, 단추, 2019, 34쪽 이하 참조). 

자전거를 빌려서 공원 내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오후 4시경이 되어서 입장한 탓에 대여마감 시

 

교토 국립박물관의 헤이세이지 신관(平成知新館)은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谷口 吉生 

1937~현재)가 설계하였다. 구관의 고풍스러운 것과 조화되게 신관을 설계하였다. 마당에는 로댕의 생

각하는 사람 조각품이 있다. 다니구치 요시오는 교토 국립박물관 내 호류지 보물관, 뉴욕의 현대미술관

(MoMA)을 설계한바 있고,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였다.  

 

 

 

 

 

 

 

 

 

 

 

 

 

4. 시마네 현립 미술관 

2019. 1. 3.부터 2019. 1. 6.까지 사이에 시마네(島根) 현립 미술관 기행에 나섰다. 첫 번째 기행으로 일

본 신사의 신들이 1년에 한 번 본거지에 자리를 비우고 모이는 곳이 이즈모다이사(出雲大社) 신사이다. 

일본 신사의 종가이다. 이즈모란 명칭 자체가 구름이 출현한다는 뜻이니 위쪽(높은 곳, 강한 곳, 상서로

운 곳)으로부터 와서 정착한 곳이란 의미가 담겨있고 곧 도래인, 한반도인을 말한다. 신사의 도리이(鳥

居)부터 대문 앞에까지 양쪽에 일렬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한국에서 신성시 하는 소나무 행렬은 이

곳이 유일한 것 같다.  

일본 신사의 상징인 도리이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솟대의 변형이고, 신사의 신전의 굵은 동아줄은 성황당

의 금줄의 변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즈모는 경주 감포의 해류가 흘러서 닿는 종착지이므로 아마 신

라계 도래인이 세운 나라가 있던 곳일 것이다. 이즈모 신사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다음 기행으로 시마네 현립 미술관을 보러 갔다. 시마네 현립 미술관은 일본의 석양 100선에 선정되어 

있는 마쓰에(松江)시 신지호(宍道湖)의 호반에 있다. 관람객이 미술관 내에서의 석양을 볼 수 있도록 일

몰시간에 맞추어 폐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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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급형으로 숙식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식사는 당초 예약한 4인분을 드

실 수 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우리 부부는 사찰의 식사가 채식 식단인 점을 감안하여 3인분을 요청하

였다. 놀랍게도 3인의 상과 자리(방석)를 따로 차렸고 우리 부부는 1인의 유령과 같이 식사를 하였다. 식

사 후 경내 산책을 하고 왔더니 방에 3인의 베개와 요, 이불을 깔아 놓았다. 다시 한 번 놀라면서 유령 1

인과 함께 잠을 잤다. 이것은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로 보인다. 친절이란 내면에서 우러나온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본다면 일본인이 친절하다는 인상은 겉모양에서 비추어지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음날 와카야마시에 있는 현립 미술관으로 갔다.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의 색면화,

「로마인의 자비」라고 불리는 「시몬과 페로」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로댕(Rodin)의 조각품이 눈길을 끈

다. 참고로 「시몬과 페로」라는 로마시대 조각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루벤스의 회화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다.  

숙소는 시라하마(白濱)에 있는 카이슈(海舟) 료칸이었는데 그곳에서 피로를 풀었다. 전통 료칸이 아니

라 현대식으로 개량한 료칸이었으나 값에 비하여 서비스가 훨씬 못 미쳤다. 

 

마지막 날에는 오사카 JR 난바(難波) 역 옆에 있는 몬테레이그라스미어 호텔 안에 있는 산노(山王) 미

술관으로 갔다. 개관 10주년 기념「화려한 일본의 아름다움」전이 열리고 있었다. 요코야마 다이칸(橫山

大觀 1868~1958)을 비롯한 대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이어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으로 이동하였다. 마침「빈 모더니즘: 클림트, 실레…세기말로의 길」과 알베

르트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1901~1966) 소장품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여기서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 2018년 독일 미술관 기행에서 들른 함부르크 미술관에서 본 작품「귀향」의 작가에 관한 

정보였다. 작품은 전쟁에서 팔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전우의 부축으로 집으로 귀향하는 군인을 마을 어

귀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아들, 딸, 처와의 재회를 그린 내용이었다. 아마 아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매일 집밖에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어린 아들의 마음은 그 뒤를 따르는 딸과 처도 마

찬가지고 이들의 군인을 향한 뜀박질로 보아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액자에 작가가 표시된 발트 뮐러가 바로 페르디난드 게오르그 발트 뮐러(Ferdinand Georg Wald-

m ller 1793~1865)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로서 당시의 아카데미의 가르침을 거역

하고 그리는 대상을 눈앞에 두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풍속화 분야에서 서민의 기쁨을 표현하여 인상파

의 선구자라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그림과 반대되는 그림이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 있다. 러시아 작가 일리야 레핀(Ilya Yefi-

movich Repin 1844~1930)의「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를 들 수 있다. 갑자기 돌아온 가장에 대하여 

공포와 경계의 눈초리로 대하는 작품이다. 아마 가장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간으로 빌리지 못하고 도보로 가까운 거리를 둘러보았다. 

 

셋째 날은 삿포로시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가미후라노(上富良野) 역에 있는 고토 스미오(後藤純男) 미

술관으로 갔다.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들리는 코스로 보였다. 부근에 히노데(日の出) 공원이 

있는데 사랑의 종과 라벤더 꽃단지로 유명하다. 시골이라 택시를 타고 히노데 공원으로 갔으나 라벤더 

꽃은 이미 시들어 기대를 저버렸다. 이곳에서 삿포로로 돌아가려는데 역방향이 아닌 당초 진행방향으로 

직행하기로 하였다. 티켓을 왕복권으로 끊었기 때문에 그냥 열차를 타고 아사히카와(旭川) 역에 도착하

였다. 아사히카와 역에서 다른 라인을 통하여 삿포로 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역무원에게 티켓을 보여주고 역 밖을 나갈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허락을 하였다. 왕복 티켓이므로 매뉴

얼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타고 홋카이도립 아사히카와 미술관으로 갔다. 관

람을 마치고 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어서 당황해하고 있었다. 미술관 입구에서 수위가 이를 

보고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콜택시를 불러주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료를 부담하면서 친절을 

베풀어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저녁에 삿포로 역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므

로 공항철도 티켓을 자판기에서 미리 구입하였다. 

 

마지막 날 아침에 호텔에서 택시로 불러서 역까지 송영을 해주었다. 전날 구입한 공항철도 티켓을 입구 

체크대에 넣었으나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부득이 티켓을 뽑아서 JR 티켓발매처에 가서 상

황을 이야기하였다. 역무원은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 티켓의 유효시간인 5시간이 경과되어 무효가 되

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그러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냉정하

게 거절당하였다. 처가 통과대를 지키는 검색요원에게 사정을 하였더니 그 요원은 티켓에 통과용 스탬프

를 찍어주면서 통과를 시켜주고 도착지에서 나갈 때 기계가 아닌 역무원에게 보여주라고 하여 도움을 받

았다. 

 

6. 와카야마 기행,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우리 부부와 친구 부부 4인은 2019. 9. 12.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고야산(高野山 한국어와 발음이 

같다) 내 암자 후쿠치인(福智院)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기로 미리 예약을 하였다. 고야산에는 일본 진언

종(眞言宗) 총본산 금강봉사가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진언종은 밀교종파에 속한다. 티

벳 불교는 대부분 밀교로 보면 된다.  

 

숙박 3일 전에 친구 부부한테 문제가 생겨서 2인의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환불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부

부는 예약 일정대로 2019. 9. 12. 간사이(関西) 공항에 도착해서 고야산행 버스를 타고 후쿠치인에 도

착했다. 동행하기로 한 친구 부부의 사정을 이야기 하고 예약된 1인당 15만원의 기본형을 1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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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독일 문학 기행단 일원으로서 헤세의 크놀프를 읽었다. 크놀프의 자유로운 삶이 가슴뛰게 하였다. 

 

 

 

 

 

 

 

 

 

 

 

 

 

 

 

 

 

 

 

 

 

 

 

 

(1) 뮌헨 

먼저 알테 피나코테크(Alte Pinakothek) 미술관으로 갔다. 여기에는 유명한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 re 1471~1528) 화가의 자화상이 있다. 화가의 자화상이나 자신을 예수로 치환하고 있다. 예수가 창

조주라면 화가 자신도 창조자라며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로라 커밍,『화가의 얼굴 자화상』, 아

트북스, 2012, 66쪽 이하 참조).  

다음 길 건너에 있는 노이에 피나코테크(Neue Pinakothek) 미술관으로 갔다. 여기에는 빈센트 반 고

흐의 해바라기 한 점이 있다. 우리 부부는 구내식당에서 맛없는 파스타로 식사를 때우고 일행들이 식사

하는 스테이크 식당으로 합류하러 출발하였다. 

하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수배 중에 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금 가족의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모름지기 가족은 앞의 뮐러의 귀향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미술관 구

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향하였다. 

 

 

1. 카프카 문학 기행과 베를린 

2017년 9월에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 문학동우회를 따라서 카프카 흔적을 따라 기

행하면서 미술관에도 들렀다. 카프카가 폐결핵으로 입원했던 곳인 베를린 소재 병원을 지나가면서 훔볼

트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다. 훔볼트 대학은 과거 동독 치하에 있었다. 

우리 부부는 훔볼트 대학 내에 있는 전쟁과 독재의 희생자를 위한 독일의 추모관인 노이에 바헤(Neue 

Wache)에 들어가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 1867~1945)의 죽은 자녀를 안고 있는 어머니 조각인

「모자상」을 들여다보다가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 모자상은 현대판 피에타(Pieta)라고 할 수 있다.  

 

관람을 마치고 처가 앞서 가고 나는 뒤따르면서 마로니에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밤송이와 비슷함)를 줍

느라 처와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처가 불러서 보니 여러 명의 젊은이가 처를 에워싸고 종이에 서명

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순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들을 향하여 Go! 라고 소리치고 급히 다가가서 이

들과 처를 분리시키고 우리 일행을 뒤쫓았다. 처는 대학 실내에 들어서서 비로소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처는 이 젊은이들을 대학생으로 알았고 이들이 종이를 내밀고 인권청원서라며 동참서명을 요청

받고 이에 응하여 서명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한 것이다. 

 

이들은 대학 구내에 대학생으로 위장하여 통행인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무리와 이탈하거나 단독 여행

객을 상대로 미끼를 던지고 바람을 잡고 주의를 흩트려 이와 같은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세랭게

티 초원에서 사자가 들소를 사냥할 때 무리로부터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난민들

로서 터키계로 보였다.  

처는 그 동안 찍은 사진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으나 독립되어 

별도로 있는 케테 콜비츠 미술관으로 이동하였다. 콜비츠의 생애와 작품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나

라의 민중미술이 콜비츠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현재의 우리나라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위안부 관련「평화의 소녀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느꼈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2019. 10. 

15.) 일본 나고야에서 전시 중이다. 케테 콜비츠 미술관은 쾰른(K ln)에도 있다. 

 

2. 독일 문학 기행과 미술관 

2018. 10.에 독일 문학 동호인과 함께 독일 여행을 하면서 우리 부부는 일부 일정을 문학기행 동호인과 

달리 미술관 방문 횟수를 늘려서 잡았다. 문학인으로는 괴테, 실러, 헤세, 귄터 그라스, 토마스 만이 주제

Ⅲ. 독일 미술관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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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점은 처음 보는 작가의 귀향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앞에서 본 2019. 9. 오사카 국립 국제미술관에서 

열린 「빈 모더니즘」에서 작가 페르디난드 게오르그 발트뮐러임을 알게 되었다. 마음에 씨를 뿌려두면 인

연이 닿으면 싹이 나게 마련이다. 라는 진리가 새삼 확인되었다. 

마침 현대관에서 독일 슈테델슐레 교수인 우리나라 양혜규(1971~현재)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

다.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었다. 현재 서울에서「서기 2000년이 오면」이란 주제로 개인전이 2019. 

9. 3.부터 2019. 11. 17.까지 열리고 있다. 

 

Ⅳ. 런던 미술관 기행 

1. 테이트 브리튼 

나와 처는 2019. 6.에 영국 런던 미술관 투어에 나섰다. 

개인투어의 경우에 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지하철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

해보는데 사고는 2019. 6. 4. 투어에서 일어났다. 우리 부부는 빅벤 맞은편인 템스 강변 호텔에 묵고 있

었는데 당초 버스를 타고 사치(Saatchi) 갤러리로 가기로 하였으나 출발 버스정류장을 찾지 못하여 빅

벤을 거쳐 걷다가 먼저 가까운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테이트 브리튼은 빈센트 반 고흐 특별전을 하고 있었고, 특히 윌리엄 터너의 회화 작품, 무어의 조각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관람을 마치고 미술관 안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와인 1잔까지 곁들였다. 점

심을 먹고 난 후라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 테이트 브리튼 정문을 나와서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행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북아프리카인으로 보이는 남성 한명이 나에게 빅벤으로 가는 길을 물어왔다.  

 

나는 친절하게 빅벤 방향을 가리키며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건장한 백임 남성 2명이 귀에 무전기를 

꽂고 마약단속 경찰관이라며 북아프리카계 남성에게 코카인혐의를 조사한다고 소지품과 현금 소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자 보내고 이어 우리 부부에게도 여권과 핸드백을 조사하면서 지갑도 뒤졌고 지갑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이리저리 보면서 계속 코카인이라고 중얼거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순간 외국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것에 당황스럽고 긴장이 되었다(법률가인 나는 평소 한국에서

도 마약사범은 사복수사관이 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복장이 사복인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행동이 좀 이상하기는 하나 계속 지켜보면서 이의제기를 하려는 찰나에 1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이어 나머지 1명도 조사를 마치고 가는데 그 순간 처가 지갑 속의 1500파운드가 사라진 것

을 알고 도둑이라고 소리치고 내가 Stop 하면서 뒤쫓자 그들이 뛰어서 대기한 차량에 탑승하면서 도망

치는데 보니까, 차량운전자가 방금 조사받은 북아프리카계 사람이었다. 아차 3인조에게 당하였구나. 북

아프리카계 사람은 바람잡이 미끼 역할을 하였고, 백인 1명은 타인의 시선 가림막 역할을 하고, 나머지 

백인 1명은 코카인 수색을 하는 행동책으로서 지갑을 조사하면서 현금 일부를 가림막이 1명에게 순간적

(2) 슈투트가르트 

우선 우리 부부는 일행들이 헤르만 헤세 박물관이 있는 칼브로 가는 것과 달리 슈투트가르트 갤러리로 

갔다. 마침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Ernst Ludwig Kirchner 1880~1938) 특별전을 하고 있었다. 

키르히너는 독일 표현주의 대가 중 한 명이다. 나치에 의하여 퇴폐미술로 규정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

다. 상설전의 규모도 대단하였다. 저명한 근대, 현대 작가의 작품들이 즐비하였다(이현애, 『독일 미술가

와 걷다』, 마로니에북스, 2017, 91쪽 이하 참조). 그 중에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이어 슈투트가르트 기차역 옆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현대미술관(Kunst museum)으로 갔다. 여기에

는 오토 딕스(Otto Dix 1891~1969)의 작품 컬렉션관이 있었다. 오토 딕스는 독일 사회의 소외된 인물, 

상이군인 등을 그렸고 나치 치하에서 퇴폐미술로 규정되어 교수자리에서 쫓겨나는 등 박해를 받았다. 오

토 딕스 역시 우리나라의 민중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의 생가를 방문하고 이어 슈테델 미술관을 찾아갔다. 여기에 유명한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 중인 초상화」가 입구 2층 정면에 전시되어 있다. 고전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폭넓게 수

집되어 있다. 

 

(4) 바이마르 

바이마르는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의 발생지이다. 바이마르는 바우하우스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

다. 또한 괴테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재상을 역임하였는데 당시 그가 살았던 집은 괴테 박물관으로 운

영되고 있었다. 괴테는 법학을 공부하고 행정가,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문학뿐만 아니라 식물, 지리 등 많

은 분야에 저술을 남기는 등 르네상스형 인간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다. 바이마

르 미술관은 보수 중으로 닫혀있어서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실러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괴테의 삶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5) 함부르크 

함부르크 미술관에는 유명한 독일의 낭만주의 국민작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94~1840)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가 소장되어 있다. 이 한 점의 작품을 보기 위하여 올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기억에 남는 또 한 점의 그림은 에밀 놀데(Emil Nolde 1867~1956)의 「침몰하는 

기선」이었다. 황혼녘 바다에 증기선이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것으로 필자에게 독일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다가 왔다. 깨어있는 문학가나 미술가라면 촉수가 예리하여 사회분위기에서 다가올 미래의 

결과가 무의식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다(에밀 놀데에 관한 소개로는 서경식, 『고뇌의 원근법』, 돌

베개, 2009, 10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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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이트 모던 

템스 강변에 옛 화력발전소를 개조하여 현대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실험적인 현대 전위예술 전시공간

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9. 10. 17.부터 2020. 2. 9.까지 백남준(1932~2006)의 특별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지금 부산 을숙도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2020. 1. 27.까지 전시 중인 설치예술「레인룸(Rain 

Room)」은 부근에 있는 바비칸 센터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레인룸」은 빗속을 거닐어도 비에 젖지 

않는다. 비가 내리는데 전자기술로 사람이 걷는 공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옛날 선종의 화두 중에 “물

에 젖지 않는 자, 불에 타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공안이 있다. 현대과학과 예술은 기술로 이를 구

현하였다. 누구든 이 화두에 답할 자가 있다면 나는 항상 기쁘게 맞이하여 그와 더불어 밤늦도록 좋은 포

도주를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 

 

3. 내셔널 갤러리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는 고전미술품과 근대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한 점도 있고,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1395~1441)의「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또는「아

르놀피니의 약혼」이 유명하다. 런던에 머물면서 3번이나 계속하여 방문하였다. 입장료가 없으므로 마음 

편하게 여러 차례 입장할 수 있다. 

 

4. 국립 초상화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옆에 국립 초상화 미술관이 있다. 영국의 국왕, 귀족, 문인, 셰익스피어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5. 대영 박물관 

국립 초상화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걸어서 대영 박물관으로 갔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미술, 조

각을 보고 한국관, 중국관, 일본관도 둘러보았다. 그 유명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을 보았다. 나

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로제타에서 발견되었고 프랑스의 샹폴리옹(Jean F. Champollion)이 해독하

였다. 

 

6. 왕립 퀸스 갤러리,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왕립 미술관인 퀸스 갤러리(Queen’s Gallery)를 방문하였는데 마침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하고 있었다. 이어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을 찾아갔

다. 전시품은 주로 조각, 장신구, 유리공예 등 생활용품 등이었다. 이곳에도 한국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7. 서펜타인 갤러리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을 관람하고 비를 맞으면서 하이드 파크 안에 위치한 서펜타인 갤러리(Serpen-

으로 건네어 자리를 뜨게 한 것이었다. 마지막 1인을 체포하였더라도 그의 손에는 현금이 없었을 것이

다. 일당을 모두 현장에서 잡아야 해결이 가능한데 이미 놓쳤고 CCTV 사각지대였다.  

 

우리 부부는 인근에서 목격한 영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건경위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경찰서는 도로에 접한 빌딩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원인 대기실과 보

호창살도 차단된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마치 전당포 또는 영화에서 보는 피고인 접견대와 같은 

풍경이었다(이점은 독일 베를린에서 휴대폰 소매치기를 당하고 독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서

가 도로변 빌딩이었고 영국과 마찬가지의 구조였다). 

 

영국을 떠나 귀국 후에 영국경찰은 사기 피해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금품도난으로 인하여 경제

적 곤궁에 빠진 피해자에게 주는 재난쿠폰(식사제공) 이용안내를 하는 메일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금까

지 수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북아프리카계 사람에게 경계를 풀고 주제넘은 친절을 베푼 

것이 미끼를 물게 된 화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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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런던 미술관 기행 

· 김영나, 『김영나의 서양미술사 100』, 효형출판, 2017 

· 김영철, 『법, 미술을 품다.』, 뮤진트리, 2019 

· 김태권, 『불편한 미술관』, 창비, 2018 

· 고종희, 『명화로 읽는 성인전』, 한길사, 2013 

· 고종희, 『르네상스의 초상화 또는 인간의 빛과 그늘』, 한길아트, 2004 

· 문소영, 『명화독서』, 은행나무, 2018 

· 변종필, 『아트 비하인드』, arte, 2017 

· 서경식, 『고뇌의 원근법』, 돌베개, 2009 

· 양정무, 『미술 이야기 1~5』, 사회평론, 2018 

· 이진숙, 『시대를 훔친 미술』, 민음사, 2015 

· 이현애, 『독일 미술가와 걷다』, 마로니에북스, 2017 

· 이현애, 『독일 미술관을 걷다』, 마로니에북스, 2012 

· 우정아, 『남겨진 자들을 위한 미술』, 휴머니스트, 2015 

· 유경희, 『나쁜 그림』, 매경출판, 2017 

· 전원경, 『런던 미술관 산책』, 시공아트, 2010 

· 전원경, 『예술, 역사를 만들다』, 시공아트, 2016 

· 조경진, 『느낌의 미술관』, 사월의책, 2018 

· 차문성, 『세계의 박물관 미술관 예술기행』, 성안당, 2013 

· 나카노 쿄코, 『무서운 그림 1,2』, 세미콜론, 2009 

· 사토 고조, 『모나리자는 왜 루브르에 있는가』, 미래의창, 2013 

· 야마다 고로, 『변태 미술관』, 21세기북스, 2016 

· 다니엘라 타라브라, 『내셔널 갤러리』, 마로니에북스, 2007 

· 루카 모자티, 『대영 박물관』, 마로니에북스, 2007 

· 로라 커밍, 『화가의 얼굴 자화상』, 아트북스, 2012  

· 마틴 게이퍼드, 『현대미술의 이단자들』, 을유문화사, 2019 

· 에른스트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예경, 2003 

· 줄리안 반스,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 다산책방, 2019 

· 조르조 바사리,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 1~5』, 한길사, 2019 

· 존 B. 니키, 『걸작의 비밀』, 올댓북스, 2017 

· 프랜시스 보르젤로, 『자화상을 그리는 여자들』, 아트북스, 2017 

 

tine Gallery)로 이동하였다. 런던의 날씨는 우중충한 흐린 날씨거나 을씨년스럽게 잠시 비를 뿌리는 날

씨였다. 그렇다보니 방수복이 발달한 것 같다. 서펜타인 갤러리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야외 건축전이 

특화되어 있는데 마침 일본의 건축가 이시가미 준야(石上純也 1974~현재)가 설치 작품을 준비 중

이었다. 

 

서펜타인 갤러리는 파빌리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지은 천막 건물로 유명하다. 이 천막 건물은 세계

적인 여성 건축가 이라크 출신의 자하 하디드(Zaha Hadid 1950~2016)가 설계하였다. 현재 이곳은 카

페로 이용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피자 1판을 주문하여 먹었다. 자하 하디드는 2004년 프리츠커상을 수

상하였고 우리나라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를 설계하였다. 2016년도에 ‘자하 하디드를 추

모하며’라는 다큐가 나왔다. 

 

8. 코톨드 갤러리 

코톨드 갤러리(The Courtauld Gallery)는 보수공사로 휴관 중이었다. 여기에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1832~1883)의「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 있다. 이 작품은 코톨드 갤러리의 다른 수

요 작품과 함께 도쿄 도립 미술관에 2019. 9. 10.부터 2019. 12. 15.까지 대여 전시된다. 나는 이 한 점

을 위하여 기꺼이 도쿄로 가기로 했다. 

 

Ⅴ. 맺는말 

두 차례의 걸친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 때문에 개별 해외여행에 따른 현지에서 대응 노하우가 쌓이게 되

었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에서 소소한 추억거리가 된다. 이제 2019년 11월에 예정된 스페인 미술 기행

만 마치면 대충 커다란 문화권의 미술관 기행은 대부분 마치는 셈이다. 

위 여행에 참고한 도서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도서 

1. 일본 미술관 기행 

· 김응교, 『일본적 마음』, 책읽는고양이, 2017 

· 명로진, 이경국, 『도쿄 미술관 예술산책』, 마로니에북스, 2013 

· 장윤선, 『도쿄 미술관 산책』, 시공아트, 2011 

· 진용주,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추, 2019 

· 가시와이 히사시, 『내가 찾은 료칸』, 시그마북스, 2016 

·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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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도 도동(道東)  
나들이 여행기

글 황진호 변호사  

1. 처음에. 
이번 2019년 2월의 일본 여행 일정(日程) 은 단출했다.  

그에 앞서, 1월 12일(토)부터 15일(화)까지 3박 4일 동안 다녀온,  “중국 상해(上海), 항주(抗州), 주가

각(朱家角) 투어” 만큼이나  단순했다고나 할까.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버스운행 거리가 중국 쪽이 

열 배 가량 장거리였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 여행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 점이 새삼 놀라웠지만, 이번 북해도 여행길

에서는, 48년 전에 만났던 대자연의 장관(壯觀)이 옛날 그대로인데  감탄했다. 8년 전, 10일간의 북해

도 싱글여행 때, 네무로(根室)로 가는 기차칸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관광객 사이타마 현(琦玉縣)에

서 왔다는 ‘세구치’(關口)씨가 “북해도는, 더 이상 개발되어서는 안된다, 현상대로 잘 보전되어야 한다. 

저 나무들이 비록 차가운 날씨 때문에 크게 자라진 못해도 저 산림을 베어낸다고 해서 북해도가 얼마

나 발전하겠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잘 보전해 두고, 동경 사람들이 와서 바라만 보아도 탄성이 나오

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한다” 고 강조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동안, 세구치(關口)씨의 말대로 잘 보전

되어 온 것이다. 

1945년 1월 1일, 내 나이 열 살 때, B29 폭격을 피해 일본 나고야(名古屋) 집을 떠나, 학급단위로 키

소가와(木曾川)시골 절간에 소개(疏開)가 있다가, 학우들과 헤어져 임시 귀국했으나, 8.15 해방이 되

는 바람에 나고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6.25가 터지기 전엔, 중학 2년 동기생 친구와 둘이서 ‘밀선타

고 도일(渡日)하자’고 모의하다가 중단한 일까지 있었다. 결국은, 26년이란 세월이 흘러서야, 다시금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1971년 4월, UNAFEI (UN아세아.극동지역 연수기구)의 범죄예방 연수과정에 참가했을 때였다. 내 나

이 36세 때이다. 3개월의 연수기간동안,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교정시설인 아바시리 감옥(網走監獄)

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시간을 내어, 일본 참가자 2명과 함께, 북해도의 동북단, 시레토코(知

床) 반도해변으로 나가서, 북방 오호츠크(Okhotsk)해에 넘쳐흐르는 유빙(流氷)의 장관(壯觀)을 조망

할 기회를 가졌다. 이 유빙은, 러시아 동북방 아무르(Amur)강에서 흘러나온 민물(淡水)이 오호츠크 해

(Sea of Okhotsk)의 염도(鹽度)를 낮추어 결빙시켰고, 겨울철 1,2월에는, 북방해역을 가득 메운 얼음

이 강력한 북서계절풍과 사할린(Sakhalin)해류를 따라 남쪽으로 흘러 내려, 북해도 동북부의 몬벳츠

(紋別), 아바 시리(網別), 시레토코(知床) 등지의 앞 바다에 넘쳐나게 된 것이다. 

그 후, 네 차례 (10일간의 배낭여행을 포함), 북해도를 둘러 볼 기회를 가졌으나, 계절이 맞질 않아 유

빙(drift ice)의 장관을 다시 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번에, 그 유빙의 장관을 다시 가보기로 작정한 

것은, 서울 다녀 온 직후인 2018년 12월 21일, 거실에 앉아 국내외 어딜가서 84회 생신을 자축할까 

생각하던 중이었다. 마침, 신문을 펼쳤다가, Lotte 여행사 주관의 “북해도 도동(道東) 일주 KAL 전세

기 투어” 광고란(廣告欄)이 눈에 띄었다. 

내용을 보니, 타이틀은 “도동일주(道東一周)”라고 되어 있었으나 일주라기보다는 차라리 “반주(半周)” 

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았다. 즉 일주라고 하려면, 아바시리(網走)를 기점으로, 동북단의 시레 토코

(知床)반도와 도동(道東)중부의 3대호수(屈斜路湖, 摩周湖, 阿寒湖) 외에도, 남쪽해안의 쿠시로(釧路)

와 그 동쪽의 네무로(根室)반도에 이르기까지의 남북 지역을 두루 망라(網羅)해야 하는데, 이번 투어

는, 아바시리(網走,) 시레토코(知床)와 중부의 3대 호수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도동

(道東) 북반부 투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대체로 “한국에서 북해도로 가는 여행사투어”는, 도서(道西)지역 (중부지역이라고도 함.)인 삿포로(札

幌) - 오타루(小樽) - 도야(洞爺) - 노보리벳츠(登別) - 치토세(千歲) 일주(一周)에 한정되어 있다.  

도동(道東)지역은, 단체 여행객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 부족할뿐더러,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장거리

인지라 둘러보기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관광지의 온천시설 역시 잘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라 짐작되었다. 그래서, 요즈음도 한국에서, “북해도 여행” 이라면, 삿포로 아래쪽 신치토세(新千歲)공

항을 통해 입도(入道)하여, 가까운 도서(道西)지역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2002. 7.17.부터 5일 동안,  Lotte 투어로 도동지역을 일주하였을 때만 해도, 신치토세 공항을 거쳐서 

오간 기억이 난다. 그 후로 수지가 맞지 않아서였던지, 아쉽게도 Lotte여행사가 주관하는 ’도동지역 투

어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말았다.      

2011년 8월 하순부터 10일간, 싱글로, 북해도 도동(아바시리 - 시레토코 반도 - 구시로 - 네무로 반

* 주로 지난날 북해도여행의 추억과 실수담(失手談)을 중심으로.

기행문

북해도 도동(道東) 나들이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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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여행사에서는, “나 몰라라” 였다. 별수 없이, 여행객 각자가, 따로 국내선 탑승권을 구입하

여, 김포 공항을 거쳐, 인천 공항에 가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위가 김포경유의 

국내선 왕복표를  구입하여  e-mail 로 부쳐주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중앙동 KAL 지점에 

들러, 귀국 후 김포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국내선 편도 탑승권은 취소시켰다. 귀국길에는, 인도로 발

령받아 2월 16일 출국하게 된 막내 가족 환송 파티에 참석하고 나서 2, 3일 동안 서울에서 쉬었다가 

열차 편으로 귀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12일 귀국 시에는, 큰 딸이 인천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약속하였다. 

 

4. 여행 일기  
1일차: 출국전날, 2월 8일(금요일)         

오전 11시 20분경, 대신동 집을 나섰다. 김해공항 카운터의 여직원이, 출발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주

어 13시 40분 출발  KAL기에 탑승하였다. 약 1시간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던 길로, 인천공항 제2 터

미널행  KAL 리무진을 탈 수 있었다. 제2 터미널 지하 1층 교통센터에서 리무진을 내린 뒤, 같은 층

에 있는 다락휴호텔까지는, 걸어서 8 분 정도 걸렸다. 가는 도중, 넓은 복도 양편에는 식당과 편의시

설이 널려 있다. 다락휴는, 새로 생긴 캡슐 호텔답게 좁긴 했으나 깨끗했고, 하루 밤 지내기에 안성맞

춤이었다. 다만 캡슐인지라 화장실은 공용이고, 복도 끝에 떨어져 있어 오가기가 좀 귀찮았지만, 화장

실 역시 아주 청결했고, 잘 관리되고 있었다. 

저녁식사는, 이웃 대형(고속도로 휴게소 수준?) 한식당에서 순두부탕으로 해결했다. 방에 돌아와선 휴

대용   괘종시계를 새벽 3시에 맞추어놓고 일찍 침대에 들었다. 잠자리는 푹신했고, 편안하여 새벽 3시

에 일어나 떠나기엔 아쉬울 정도였다. 

 

2일차: 2월 9일 (토요일)  인천 - 메만벳츠(약 2시간 45분 소요) 

북해도 행 KAL 전세기의 출발시간은, 아침 7시 정각. 이에 맞추어 투어참가자의 집합시간은, 새벽 4

도)지역을 일주했을 때도, 치토세 공항을 거쳐 왕래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번 투어의 경우, 아바시

리 근처의 메만베츠(女滿別) 공항 (hub airport)을 통해서 입도(入道)하게 되어있었다. KAL이, 이 시골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처음 아닐까 궁금해져서 여승무원에게 물었으나 언제부터인지는 몰랐고, 간혹 

KAL전세기의 경우, 양국 정부의 승인 아래, 메만벳츠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후일, 우리가 타고　다닌 2호 버스의 ‘오오우라 슈지’(大浦周司; 65년생) 기사의 이야기로는, 3년 전

부터 삿뽀로 버스 회사가 롯데여행사 간에 계약을 맺어 1년 동안 세 차례, 메만벳츠 공항에 대형 관광

버스 4-5대를 내보내, Lotte 관광객을 모시게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 KAL 전세기 tour는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2. 이번 북해도 투어기간 및 경유지 일정. 
가. 여행기간. (3박 4일로 짧다.) 

2019. 2월 9일(토요일) 07:00 인천출발 KE9761— 09:45 메만벳츠도착. 

귀국 시에는, 2.12(화) 11:55 메만벳츠출발 KE9762—14:55 인천도착이었다.    

나. 경유지.  메만벳츠(女滿別) - 시레토코(知床) 1박 - 굿샤로호(屈斜路湖) - 아칸호(阿寒湖) - 마슈

호(摩周湖) - 아바시리(網走) 2박 - (오호츠크해. 아바시리. 아칸 周遊) - 메만벳츠 - 인천. 

그러고 보니, 경로가 단출하고 단거리여서 여유롭게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겨울철 눈 덮인 지방도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얼음길을 잘 달리긴 했으나, 역시 왕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3. 이번 투어의 문제점. 
가. 첫째, 이 투어는 부산출발이 아니고, 인천출발이다. 

그것도 인천공항(제2터미널) 집합시간이 “새벽 4시 30분” 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산이나 타 지방에서 

출발하는 손님인 경우, 하루 전날 (2월 8일), 상경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벽 집합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공항 안이나 공항 부근의 호텔에서 숙박해야만 했다. 공항부근 호텔

에 숙박하더라도 호텔측에서 새벽 4시에 셔틀버스를 준비해 줄지는 미지수였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강한 서울 사위에게 부탁하여 공항 내 호텔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일 있으면 예약해 두라고 부탁했다. 

다행히 인천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한곳씩 ‘다락휴 캡슐호텔’ 이란 게 있었다. 사위는, 

확인즉시 제2터미널 캡슐호텔의 ‘샤워실 부 더블 침대방’(조기 입실시간 미정, 12시간 이용조건)을 예

약해 주었다. 

     

나. 둘째로 부산과 인천 공항사이의 왕복문제였다. 

어느샌가, 부산역과 인천 국제공항 사이를 오가던 직통 KTX열차편이 없어져버렸다.  

거기다가 “인천 출발 국제선이 전세기인 경우” 에는, 정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발하기 바로 전날, 

탑승객 성명과 “국제선 탑승권 번호”를 확인하기 전에는, 미리 “국제선 연계 국내선 환승 탑승권”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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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렀다.      

미끄러운 차도 변 눈 덮인 언덕길을 올라갔다 내려와선, 다시 버스를 타고 “시레토코 자연센터” 로 이

동했다. 그곳에서 시레토코의 자연풍광을 소개하는 영상을 관람한 뒤, 숙소인 “kiki 내츄럴 리조트 시

레토코 호텔”로 향했다. 

이 호텔은, “근래에 객실을 리뉴얼 (renewal) 했다”는 선전문구 대로, 아주 편안하고 깔끔하게 ‘리모델

링’ 되어 있었다. 때마침,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호텔 뒤편 5분 거리의 숲속에서 “시레토코 유

빙 페스티벌” (知床流氷祝祭)이, 저녁 6시 30분 부터 9시 사이의 야간에 열리고 있었다. 기온이 영하 

30도로 낮은데다 차도와 숲길에 쌓인 눈이 얼어 붙어 걸어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라, 석식과 온천욕을 

마친뒤 그냥 쉬려고 했으나, 가이드가 권하기도 하고, 일행 중 한 부부가 함께 가자고 권유하기에 동

행하기로 했다. 호텔 투숙객에게는, 입장료 면제에다 현장에서 뜨거운 와인 또는 핫 초코 한 잔씩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름이 축제지, 눈부신 조명아래, 숲속 여기저기에다 캐빈(cabin)을 설치하여 구경

거리를 전시해놓은 수준이요, 한 곳에는, 얼음 굴을 만들어놓고 관람객을 출입시키고 있었으나, 오고 

가는 길이 미끄럽고 추위가 심해서  관람객수는 적었고, 기대한 음악놀이도 없기에, 핫 초코 한 잔씩

을 마시고 나서 호텔로 돌아와 버렸다. 

 

3일차:  2월 10일(일요일) 호텔 조식 후, 마슈호(摩周湖)로 향했다. 마슈호는 세 호수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일정표를 보니, 세 호수 순방순서가, 굿샤로(屈斜路) - 아칸(阿寒) - 마슈(摩周) - 아바

시리 로 나와 있었으나, 마슈호 부터 방문하는 걸로  순서가  바뀌었다. 마슈(摩周)호는, 최고 200m높

이의 절벽에 둘러싸인, 산속의 호수였다.  둘레가 20 km, 수심이 212m에 이르는 칼데라호다. 

* 칼데라(Caldera)호 = 화산지형의 칼데라(火口) 바닥에 형성 된 호수로 일명 화구호(火口湖)라고도 불리며, 화

산 폭발 후의 화구에 물이 고여 생긴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이 이에 속한다.   

마슈호는, 물빛이 투명하고, “사시사철 수위의 변화가 없는 호수” 로도 유명했다. 전망대를 오르내리

다가, 두 아들과 함께 오신 아주머니 일행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장남 이름이 “河 요한” 이

라 했던 가? 정치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는데, 내가 이 곳에 48년 만에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해주

고, 두 아들에게 “48년 뒤에 다시 와보라” 고 권했더니만 놀라는 기색이었다. 마슈호에서는, 서쪽 전

망대에 올라 주변 경치를 둘러보고 나서, 버스편으로 근처의 호반 식당으로 이동하여 “연어된장 + 야

채죽” 점심을 들었다. 연어된장이라?  된장국 안에 연어가 들어있다는 건데, 탕 안에 연어 조각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다. 거기다 야채 죽이란 게 별로였다.  시골인지라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여 뭐랄 수는 

없겠지 !  

식후, 근처에 있는 유황산(硫黃山)으로 이동하여 산 아래들판 길을 거닐면서 실컷 유황냄새를 맡았다. 

그 후, 굿샤로호로 향했다. 마슈호로 부터 약 1시간 거리였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워보였는데, 시골 산

길이 이어졌고, 도로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있어 버스운행이 느려진 것 같았다. 굿샤로(屈斜路)호는, 

둘레가 57km, 너비가 89 평방km나 되는 광대한 호수로 아칸(阿寒) 국립공원 최대의 칼데라호였다. 

호수 중앙에는, 나카지마(中島)라는 작은 섬이 떠있다. 호수 주변과 호수 안은, 온천수가 솟아나 물의 

산도(酸度)를 높이고 있어서, 물고기가 서식하지 못하고, 수초(水草)조차 자라지 못한다고 했다. 그 후, 

시 30분이었다. 4시쯤 집합장소인 3층 H카운터에 올라갔더니, 벌써부터 손님들이 여기저기 모여앉아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 서울 아주머니는, 다락휴 호텔에서 일박하려 했으나, 빈방이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밤늦게 공항에 나와선 의자에 앉아 밤샘 했다며 힘들어 했다. 4시 30분경, 카운터에서 가이

드와 만났고, 그녀의 안내로 self-checking 발권과 수하물 탁송수속을 마쳤다. 5시전에 수속을 마치

고보니, 탑승시간까지는 약 1시간 반의 여유가 있었다. 일찍 보안검사를 마쳤고, 전세기 탑승게이트로 

나가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명상(冥想)에 잠겼다. 

전세기 기종은, B737-900 이었다. 예상외로 만석(滿席)이었다. 새벽녘에 모여서 떠나는 북해도행에, 

이렇게들 많이 참가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7시 정각에 출발한 전세기는, 울릉도와 동해상

공을 거쳐 일본 영공에 들어간 뒤, 니이가타(新瀉) - 하나마키(花卷) - 미사와(三澤)상공을 거쳐, 다시 

바다(북태평양)위를 날아서 북해도 상공에 들어갔고, 오전 9시 45분경, 메만벳츠(女滿別) 공항에 안착

했다. 비행시간은 스케줄대로 정확했다. 공항시설은, 시골답게 단출했고 입국심사도 간단했다. 출구에

선, 지역 주민들이 줄지어 서서 환영인사를 하면서 특산품 사탕 등과 안내책자가 든 봉지를 나누어주

고 있었다. 밖엔 4대의 대형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일행은 4대의 버스에 나누어탔다. 교차(交

差)일정에 따라 행선지별로 조가 짜여 있었고, 내가 속한 미스 김 인솔의  37명그룹은, 2호차였다. 인

원이 많다보니 숙박시설 예약이 겹쳐져 교차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투어 도중에 어쩌

다가 딴 버스 승객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미스 김은, 숙련된 안내원이었다. 이 북해도 전세투어를 전

담해온 가이드인 것 같았다. 미모인데다 성격이 활달하였고, 북해도에 관한 지식도 수준급이었다.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북해도의 넓이는 남한과 비슷하다는데, 인구는 520만에 불과했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우유관련 유제품(乳製品)의 60%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바시리 감옥의 죄수들이 북

해도 개발에 공헌한 이야기라든지 1988년에 개통한 쯔가루(津輕)해협 해저터널(약 54 km)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메만벳츠 공항을 떠난 버스는, 아바시리(網走) 시내를 지나서 시레토코(知床) 반도로 향했다. 도중의 

시골식당에서, 생선구이 현지식으로 점심을 마친 뒤, 유빙(流氷)으로 뒤덮인 오호츠크해변 차도를 따

라 동행(東行)하다가  시레토코 팔경(八景)의 하나라는, ‘오싱코싱’ 쌍둥이 폭포(낙차 80m, 폭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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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아예 마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이후 아내를 위해 세 차례나, 북해도 삿뽀로 쪽을 돌면서 ‘풀코스 (Full course) 게 요리상’으로 

소문난 식당에 가보기도 하였으나, 평생 다시는 그 때처럼 게를 포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번에 

아내는, 아바시리 코소우(湖莊) 호텔에 다시 들리게 된 만큼, 내심 그때처럼 마음껏 게 맛을 볼 수 있

으리라 기대했는지는 모르나, 아쉽게도 이번 ‘카이세키’(會席) 요리 상에는, 1인당 한 마리씩 밖에 올

라있지 않았다. 이번에는, 노 회장(老會長) 부부 대신, 주인마님이 된 그때의 신부가 성숙한 여인이 되

어 기모노(일본옷.着物) 옷차림으로 나와선,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았고, 우리말로 환영인사를 했다. 

17년 전에 다녀간 롯데그룹 속에 끼어있던 우리 내외를 알아볼 리는 만무했지만, 그때의 신부는 놀랍

도록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대 호텔의 안 주인답게, 부티나는 중년 여인으로 변모(變貌)했다고 

나 할까. 혹여 다음날 저녁에 만날 수 있으면 지난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보았지만, 호

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녀를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4일차: 2월 11일(월요일), 아바시리 쇄빙선 (碎氷船) 탑승 일이다. 호텔 식사 후, 아바시리 항구로 이

동하였다. 9시 15분쯤, 쇄빙선 “오로라”호는 만원(滿員)으로 출항하여 약 15분 뒤, 유빙해역(流氷海

域)으로 들어갔다. 

처음 15분 동안, 엷은 유빙(流氷, drift ice)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더니만, 이내 두꺼운 유빙 판 안으로 

파고들어, 쇄빙기(碎氷機)를 작동시키며 천천히 전진하다가 약 15분 뒤 뱃머리를 돌려 귀항(歸港)길

에 올랐다. 약 1 시간 반 동안의 항해였지만, 관광객들은 2층 갑판 위를 오르내리며 주변 풍광에 탄성

을 발하면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귀항하는 즉시, ‘오호츠크 유빙관’으로 이동하였다. 유빙을 

테마로 한 과학전시관인데, 오호츠크해의 사계절을 360도 파노라마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시설

을 잘 해 놓았다. 

이웃 식당에서 ‘현지식 식사’를 마친 뒤, 12시 40분경, ‘아바시리감옥 박물관 (網走監獄博物館)으로 

향했다. 이 곳은, 1890년도에 북해도 개척을 추진할 때, ‘홋카이도 중앙도로공사’에 투입할 노동력을, 

중범죄 수형 죄수들로 충원시키기로 하고, 이들을 수용하기위해 건설했던 감옥을 옛날 모습대로 복원

시켜 놓은 박물관이었다. 

서남쪽에 위치한 아칸호로 이동하였다. 

아칸(阿寒)호는, 마슈호의 절반정도 크기였다. 주위는 원시림에 둘러싸였고,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겨

울에는, 호수가 결빙되어 스케이트와 스노 모빌을 즐길 수 있다고 하나, 빙판 외에 별로 볼거리가 없

다고 하여, 우리 일행은 호반마을 상가로 이동하여 그곳 특산품인 마유(馬油) 제품 쇼핑을 하기로 했

다. 호반 길에 주차했을 때, 오오우라 (大浦)기사는, 차에서 내린 나를 불러 세워놓고, 버스타이어를 매

만지며 그 우수성을 설명해 주었다. 이 버스의 특수타이어 명칭은, ‘Studdless Tire’였다. 일본의 Dun-

lope, Bridgestone, Yokohama 등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산도 있다고는 하나, 한국산

은 북해도 도로에 맞지 않아서 자기네 국산만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이 북해도 길에 맞지 않다?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대형타이어의 가격은, 개당 일화 36,000엔 (한화 약 40만 원가량)이라

고도 했다. 오오우라 기사는, 삿뽀로에서 빈 차로 5시간이상을 운전해 와서 롯데손님을 모시고 다니

다가, 12일 동안의  출장이 끝나면 다시 빈 차를 몰고, 삿뽀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 운전이 힘들긴 하지만, 이젠 눈얼음길에 익숙해져서 내비(Navi-)의 도움 없이도  정해진 운행

코스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다닌다고 했다. “눈 덮인 고개 길이나 굴곡진 얼음길을 다니자면, 사

고발생이 두렵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북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특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 비상 

신호등 체계가 잘 되어있어 겨울철 악 조건하에서도 미끄러지거나 사고 내는 일 없이 잘 다니고 있다

고 장담했다. 그러고 보니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들은, 대,소형을 불문하고 모두가 특수타이어를 장착

하고 있었다. 체인을 장착한 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노변의 신호등은 사방이 깊은 눈에 덮

여 있어도,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주시하고 다니기만 하면, 차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일정 고도와 간격

을 두고 열 지어 잘 설치해놓았고, 운전석에서 “차량의 위치와 도로 간격이나 진행방향” 을 쉽게 인지

(認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안내원이 미리 연락해둔 상점에 들러 느긋하게 쇼핑을 즐겼다. 모두들, 마유(馬油)로 만든 갖

가지 유명 화장품이나 특산품을 면세 구입하였다. 어둑해져서야 그 날부터 2박하기로 되어있는 아바

시리 코소우(網走湖莊) 호텔로 향했다. 이 호텔은, 우리부부에게 오랜 추억이 깃든 곳이다. 2002년 7

월 중순 5일 동안, Lotte 투어로 아바시리에 갔을 때 숙박한 호텔이었다. 오호츠크 해에 인접한 아바

시리시(網走市) 북쪽 아바시리 호반(網走湖畔)에  위치한, 유서 깊은 온천호텔이었다. 1947년에 건립

되어, 일찍이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소개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7년 전, 7월 17일, 아바시리에 도착

하던 날 밤, 저녁 파티가 열린 ‘바이킹’ 회장(會場)홀에는, 호텔 회장(會長) 노부부(老夫婦)가 나와서, 

우리들 롯데투어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잊지 못할 일은, 그때 회장이 “한국 손님을 맞게 되어 기

쁘다”는 인사말끝에 “아들이 동경대학에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유학 온 여학생과 눈이 맞아 사

귀다가, 이번에 결혼해서 귀가했다”며, 그 자리에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은 며누리 신부를 불러내어 우

리 일행에게 인사시킨 것이다. 우리는, 뜻밖의 경사(慶事)소식과 동포 신부에게 아낌없는 축하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호텔 측은, 홀 한편 테이블에다 특별히 조리한 대게 상을 따로 차려놓았고, 손님들이 “자유롭

게 마음껏” 대게를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맛있는 대게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이다. 한참 

뒤에 보니, 게 킬러 (Crab killer)인 아내의 식탁위에는 게 껍질이 언덕더미처럼 소복하게 쌓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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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으나, 혹독한 사역(使役)환경으로  211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참고로, 그때의 참상을 소개한  영

문 설명서 일부를 인용 한다. 

 “ Work was done by prisoners brought to Abashiri Prison. The prisoners were forced to work 

from early morning to the middle of the night.  Before all the roads were finished, many prisoners 

died as a result of long hours, malnutrition, and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nd extremely 

cold winters.” 

아무튼, 이 죄수들이 만든 홋카이도 도로의 총 길이는 724km, 둔전병(屯田兵)용 가옥 건설이 1474

동, 개간 토지면적이 1700만 평방 미터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 후로 아이누족은, 개척으로 인

한 자연의 파괴로 말미암아 수렵과 어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민족문화의 말살과 일본어 

장려, 일본식 성씨(姓氏)의 강제 등 동화정책으로 일본인화가 강요되었다. 그 결과 아이누민족은 경제

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쇠퇴하였고, 일본인들로부터는 토인(土人). 구토인 (舊土人)이란 호칭으로 불리

면서 천시(賤視)받는 등 사회적 차별까지 받게 되었다. 아이누족이 차츰 비참한 상황에 빠져들자, 일

본 정부는 “북해도 구토인보호법”이란 걸 만들어 법률로 구제책을 강구(1897년 시행 후 1997년 아이

누 신법, 아이누 문화 진흥법의 제정으로 폐지)하였으나, 구제 효과는 별무(別無)였다고 한다. 

* 36년간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 하에서, 비슷한 곤경을 겪어야만 했던 한국인으로서는 뼈아픈 과거사를 

  회상하게 되고 동정하게 된다. 

  

1973년부터 “아바시리 감옥을 문화재로 보전하자”라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감옥 복원 목적의 공익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그 후, 8개 동의 감옥 시설을 현 위치로 이전. 복원하여 일본의 국가 중요문

화재로 지정하였고, 6개동은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등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 온 것이다. 이곳을 

처음 둘러본 것은, 48년 전이었다. 이번에 가보니, 그동안 시설 보완을 잘 해놓았고, 수용자 처우와 노

역 실황을 ‘전자화 영상’으로 방영하고 있는 등으로 모든 게 새로워져서 처음 와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었다. 그 중에서도, 1912년에 복원 건설했다는 옥사(獄舍)는, 방사선상(放射線狀)으로 배치한 5개동 

단층 건물인데, 당초 벨기에의 루뱅(Leuven) 감옥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설명이었다. 방사선 

상의 기점(起點)에는, 8각형의 중앙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감방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천창(天窓)이 있는 복도 양측에는, 226개의 독방과 혼거방이 배열되어 최대 700명의 죄수

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며, 1984년까지의 72년 동안, 옥사(獄舍)로 사용했다고 한다. 혹시 한국인 

피수용자가 있었지 않나 궁금했지만, 외국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니 믿을 수밖에. 

평일인데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중국인 관광 그룹 외에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메만벳츠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JR 아바시리 역에서는 승용차 편으로 7분 내외 

거리, 그 밖에도 대중교통 편이 편리하다. 지역사회에서는 감옥 식당까지 설치해놓고, 죄수들 식단 그

대로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감옥 정문 앞과 감옥 안은, 공원처럼 꾸며놓았다. 박물관, 역사관 등 시설

과 옥사 전 구역을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아베크’ 명소로도 만들어놓았다. 단체 투

어 코스로 만들어놓았다는 우리나라 서대문형무소도, 아바시리 감옥 못지않게 잘 시설해놓았을까 궁

금해졌다. 사전예약제라는데, 개인 투어는 불가한가? 알아봐야겠다. 

명치유신 후 일본의 신정부는, 1891년부터 홋카이도 개척의 첫 단계로, 북해도 중앙도로의 건설 공사

부터 시작했다. 원래, 일본은 아이누민족의 거주지였던 북해도를 에조지(蝦夷地)라고 불렀다. 근세에 

이르러 일본 혼슈(本州)에 사는 일본인들이 에조지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마츠마에 번”(松前藩)의 교

역 지배가 강화되면서 아이누민족은, 차츰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되기 시작했다. 특히 “마츠마에 번”

은, 토지를 화인지(和人地)와 에조지(蝦夷地)로 분할하여 아이누족과의 교역을 하도록 했고, 막부(幕

府)는 한때, 에조지를 직할령(直轄領)으로 편입하기도 하였다. 명치유신 이전인 1850년대의 에조지 

인구는, 약 10만 명 남짓이었는데, 그 중 아이누족은, 1만 6천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일본인은, 주로 

하코다테(函館)와 마츠마에(松前) 등지에 거주했고, 아이누족은 북해도 전역에 산재해 살고 있었다. 

*마츠마에(松前) -- 북해도 오시마(渡島)반도 남서부에 있는 고을(郡). 

 

명치유신을 맞자, 신정부는 1869년 (명치2년), 재빨리 에조지와 화인지를 통합하여 “북해도”라고 이

름 지어, 일본영토에 편입시켰으며, 이 땅을 부국강병(富國强兵). 식산흥업(殖産興業)을 위한 프론티

어(未開의 邊境) 겸 북방 러시아의 진출에 대비한 군사거점 (軍事據點 = 屯田兵 설치)으로 삼기로 하

였다. 일본정부는, 메이지(明治)초기에 명치유신에 반기를 든 사족(士族:사무라이 계급)과 사상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북해도내 세 곳(가라후토, 소라치, 구시로)에다 감옥을 설치하였다. 

1890년대에 이르러, 러시아의 남하 위협이 점증하여 북해도 개발이 시급해지자, 일본은, 전기한 바와 

같이 그 이듬해부터 도내 도로건설에 착수하게 된다.(참고사항; 결국은 1904년 2월 조선 지배. 진출 

문제로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하여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고, 1905년 8월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의 

일본예속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가혹한 동절기 날씨와 혹독한 작업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

명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 실례로, 구시로 감옥에서 1,200여 명의 죄수들을 차출하여 ‘키타미(北

見)’와 ‘아바시리’사이의 163km 도로를 돌관건설(突貫建設)방식으로 진행하여 불과 8개월 만에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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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수애” 사장은 버스가 시계(視界)에서 사라질 때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서있었

다. 

약 1시간 10분 뒤, 메만벳츠 공항에 도착했다. 다른 버스들도 도착해 있었다. KAL기는 11시 55분에 

이륙하여 정확히 14시 55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입국수속을 마친 뒤, 4명의 미녀 안내원들은, 손

님 전원을 모이게 하여 정중하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일행들과 후일을 기약(?)하면서 헤어졌

다. 도착 출구에서, 시간 맞추어 마중 나온 딸 차편으로 편안하게 압구정 집에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

던 길로, 큰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꺼내다가 깜짝 놀랬다. 일상용품사이에 끼어있는 열쇠를 발견했던 

것이다. 분명 객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건데, 나도 모르는 새  언제 큰 가방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일까? 

황망히 서둘다 찾질 못했다고는 하나, 그 당시엔 설마 그 큰 가방 안에 들어갔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

지 못했다.   

아무튼, 수애 사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 즉시 여행사 안내원에게 전화로 알렸더니, 회사에 

연락하여 환불관계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잠시 후 회사에서 일단 환율대로 대불(代拂)해주기로 하였

으니, 열쇠를 갖다 주면 좋겠다기에,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겠다”고 말해 두었다. 수애 사장에게는, 

메일로 “방 열쇠는 찾았고, 아바시리 방문기념으로 갖고 있겠다”고 알려주었다.      

다음날, 2.13 (수요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맏사위 주재로 “막내아들가족 환송 만찬회”가 

열렸다. 온 가족식구들이 모여서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시작부터 “나를 위한 파티” 

로 변질되어 버렸다. 간판은 ‘막내 전송파티’라 달아놓고, 서울가족 사이의 주제는 나를 위한 “생일축

하 파티”였던 것이다. 

*사위에게는, 일거양득(一擧兩得). 일석이조 (一石二鳥)의 음덕(陰德)을 쌓은 것이라  위로해주고 싶었다. 

 

6일차: 2월 14일(목요일). 점심 식사 후, 수서역에 나와서 부산행 SR 열차표를 사려 했으나, 미리 예

약하지 아니한 탓에, 거의 4시간 이상, 대기실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특실 표만은, 역에  나오는 즉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게 실수였다. 밤늦게 귀가한 뒤, 잠자리에 들어 조용히 돌이켜보니, 일주일 동

안 때론 바삐 설쳐댄 여행길이긴 했으나, 그런대로 국내외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 마음 

흐뭇했다. 한 가지 아쉬운 일은, 여행 때마다 빠짐없이 곳곳의 추억을 영상으로 담아오던 아내가, 귀

국 후, 카메라 조작 실수로 거의 다 날려버린 것이었다. 내 핸드폰에 찍힌 10여 장의 사진만 남았다. 

“자축 행”이라면서 “바로 그날”을 잊어버리고 지낸 일도, “여생의 세월을 헤아리지 말고, 전력투구(全

力投球)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숨겨졌으리라 

되짚어보게 되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 대형 슈퍼체인 “CO-OP”에 들렀다. 약 40분 동안, 쇼핑을 마치고 나서 곧장 

호텔로 향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호텔 방을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분명히 방안 탁자 위에 놓아

둔 방 열쇠가 없어진 것이다. 프런트에 내려가서 예비키를 받고서야 문을 잠그고 나올 수가 있었다. 

호텔 방문이 전자화된 카드식이 아니고, 열쇠로만 개폐하는 구식인지라 열쇠 없이는 방 출입을 할 수

가 없었다. 그런데, 그 열쇠란 게 좀 특이했다. 열쇠고리에 딸린 가죽 커버 안에는 “호텔명, 한자 및 영

자와 호실 번호”가 새겨진 동판(銅板)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값이 꽤 나가겠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

까, 프런트에서는 열쇠 분실 시에는, 일화 2,000엔을 변상해야 된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check-out 

때까지 찾아서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쉬고 있는데 누구인가 방문을 두드렸다. 프론트 여직원이었다. “생일축하 카드”

와 함께 자그마한 케이크를 넣어 주는 게 아닌가!  그때 사, 아차 오늘이 내 생일이었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는데, 틀림없이 여행사 측에서 호텔 측에다 투숙 중인 손님들의 생일을 확인하여 알려

주었던 게다. 그나저나 아내는 왜 아침부터 한 마디도 안 했을까? 어째,  바로 그날 아침 일찍부터 열

쇠 찾기며, 외출 준비와 식사하러 가기 외에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바빴다 보니 아예 서로가 날짜

나 시간 흐름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자축한답시고 나온 여행길’에서, 하루 종일 그 날짜를 잊고 있었

다니! “이제부터는  매일이 내 생일이로다!” 어째 좀 빛바랜 호기(豪氣)로 자신을 다독거려 보았다. 

 

5일차: 2월 12일(화요일)  아바시리 – 메만벳츠 – 인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준비를 마쳤다. 조식을 마친 뒤, 프론트에 내려가 체크아웃 하였다. 호텔 상

무 취체역(常務取締役)이라는, 하타노 미키(波多野美紀)여인에게 2,000 엔을 지불했더니, 영수증을 

작성해주면서 열쇠 반환 시에는 언제든지 환불해주겠다고 한다. 그때 마침, 17년 전의 신부였던 여사

장이, 프론트 앞 홀에 나타났다.  우리 일행이 떠난다니까 전송하러 나온 것이다. 전날 저녁 시간에 인

사차 들린 그녀에게, 17년 전 Lotte투어로 왔던 손님이었다고 말했더니 놀라워하며 반기었다.  

아침에 다시 프런트 앞에서 마주치게 되어, 우리말로 인사를 나누었다.  잠시 옛이야기 끝에 열쇠를 

찾지 못해 변상하고 왔다고 말했더니 “손님 중에 열쇠를 잃어버린 분이 있었는데, 귀가해서 보니까 큰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라고 연락한 분이 있었다며 큰 가방을 확인해 보았느냐고 묻기에, 건성으로 “가

방 안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만 말해주었다. 여사장에게 성함을 물었더니 선뜻 명함을 건네주었다. 

헤어진 다음에 살펴보니, 앞면 호텔명은, 열쇠 동판에 새긴 상호(商號)의 한자체와 똑같은 서체로 찍

어놓았다.         

“(호텔) 網走湖莊 ‘오카미’ (일어로 안주인) 專務取締役 淺  利  順  愛”뒷면은, 영어로 “ HOTEL ABA-

SHIRIKOSO  Proprietress  SUE ASARI”라고 인쇄해놓았다. ‘Proprietress’는, 안 주인 (즉 女社長)이

란 뜻이다. 그녀는, 성은 일식으로 남편을 따랐으나, 이름만은 “順愛”란 한국 명을 버리지 안했다. 다

만 발음만 “Sunae”대신 “Su  Ae”로 바꾸어놓았다.  앞면의 한자 “順愛”위에는 일어로 “수애”라고 첨

기(添記)해 놓았다. 귀국길에 오른 우리를 전송하려고, 여사장 이하 프론트 직원들이 호텔 현관 앞에 

도열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271270     제37호 부산법조

청도를 다녀와서  
   중국을 생각하다.

글 홍광식 변호사  

기행문

청도를 다녀와서 중국을 생각하다

 

지난 2018.11.16.(금)~11.17.(토) 부산변호사회와 중국 청도시 율사협회 정례교류회 행사가 있었다. 

09:00 김해공항에 모여 11:05 출발하여 12:00경 산동성 청도(靑島)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 변호사

님들 25분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부산변호사회에서 지난 여름 백두산 여행을 하였으므로 이번 칭다

오율사회와의 교류행사는 1박2일로 행사기간이 단축되었다. 2018.11.17. 13:10 청도를 출발하여 

15:55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전에는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공자 고향인 곡부(曲阜 취부)지방을 다녀오고, 태산을 갔다 오는 등 

여행코스가 다양하였다.   

우리 부산변호사회는 처음 중국 상해율사회와 결연을 맺고 교류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2006년부

터 칭다오시와 결연하여 교류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1)  상하이는 미국 뉴욕을 경쟁 상대로 하는 도시

로 부산과의 교류는 규모에서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칭다오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과는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가 많은 지역이었다.  

개인적으로 칭다오 율사회와의 교류행사에는 처음으로 다녀왔다.  

 

1박2일 여행이라 잠깐 머무르다 오는 길이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다. 요즘 三上旅行이라는 말이 있다. 地上을 거닐기 전에 紙上과 網上을 둘러본다면 짧은 시간에 낯

선 곳을 더 잘 만날 수 있다.  

이번 여행을 전후하여 청도 지상을 거닐기 전에 <지도로 읽는다. 중국도감>(전경아 옮김 이다미디어)

라는 책을 가지고 갔었다. 

다녀온 뒤에 2019년에 박영호씨가 펴낸 <山東이야기>라는 책이 나와 산동성에 관한 여러 가지를 알

려주었다. 

 

지난 2018.11.16. 12:00 무렵 칭다오 공항에 도착하였고 공항에 칭다오 율사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율사분들이 나와 환영하였다. 인상이 좋은 여성변호사가 나왔는데 뒤에 확인한바 이름이 王夢奇였고, 

청도시 율사협회대외교류위원이고 형사위원회 부주임이었다.  

안내를 맡은 관광가이드는 우리 동포 출신 황성일씨 였다. 

 

칭다오를 ‘동방의 스위스’라고 자부하는 도시라고 하더니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시가지가 깨끗하였

고, 부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 어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먼저 청도 律師會館에서 교류행사를 하였는데, 초고층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빌딩이라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같았다. 그 곳에서 청도율사협회와 부산변호사협회사이

에 교류행사의 하나인 세미나가 있었다. 테마는 ‘양국 인신체포구속의 개괄적인 절차 및 피의자(피고

인)의 권리‘였다. 중국 측 율사가 발표를 하였고, 우리 이용민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발표에 앞서 청도시 司法局 王鐳 副局長이 제일 먼저 인사를 하였고 청도시 사법국 法律服務工作處 

處長도 나왔다. 변협사이의 교류인데도 청도시 사법국 당국에서 나와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관이 

우위에 있는 국가체제를 알 수 있었다.   

칭다오 변호사는 PPT 자료 안에 한국영화를 많이 첨부하였는데,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등을 포함하

여 흥미를 돋구었다.  

우리 이용민 변호사는 중국어로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를 유창한 중국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 변호사와는 2017년도에 부산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중국어 수업에서 同門修學한 사이

라서 더욱 자랑스러웠다. 

구속영장기각건수에 대한 통계수치에 관하여는 중국측 율사들이 관심을 표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인적으로 보석신청을 문서로 제출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판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지는 않는가하

고 묻는 율사도 있었다. 

01

1) 부산법조 2007.제24호에 이종룡 변호사님이 2006.11.13. 우호협의서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중국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추진경과보고>라는 제목으로 기록해두었다. 



지난 20세기 중,후반에 걸쳐 노력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적어도 우리 변호사들은 중국율사들

에 비해 銀貧은 면하고 있는 것같다.  

좌석에 술과 음식이 나오고 양측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 순서가 시작되었다. 

술 인심이 좋아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집중 포화가 시작되었고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방어적으로 술을 

마셨다. 

그 사이 이채문 회장이 우리 변호사 중에 최고령자라고 예우를 하느라고 그랬는지 갑자기 필자에게 

건배제의를 하라고 소개하였다. 

중국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는 한시나 고사성어 등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  마침 왕발의 한시 가운데 海内存知己 天涯若比隣-(해내존지기 천애약비린)바다 안에 나를 

알아 줄 벗이 있으니 하늘가에 있어도 이웃과 같다-가 떠올랐다. 3)  

가지고 갔던 책 <지도로 읽는다. 중국도감>(전경아 옮김 이다미디어)의 뒷장에 급히 위 시의 일부를 적

어 준비를 하고 나갔다.  앞서 세미나에서 중국 변호사가 발표할 때 변호사는 상어도 동업자라고 서로 

편리를 보아주는 사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부산과 칭다오에 떨어져 있지만 

동업자끼리 화목하게 지나자 면서 위 한시를 인용하고 건배제의를 하였다. 중국 율사들에게 한시가 

조금 먹혀들었던 것같다. 

사실 2006년과 2017년에 중국어를 두 번 배웠으나 거의 기억나는 단어 조차 별로 없다. 왕발의 한시 

자체를 중국어로 직접 소개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회에 

걸쳐 배웠는데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늙은 원숭이는 재주를 배우지 못한다고 

하고, 앞서 조선시대 사신들이 중국을 가면 言貧, 文貧을 절감한다고 하더니................  

이어서 참석한 우리 여성변호사 4분이 나와 인사를 하였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하였는데, 중국변

호사들의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같았다.  

마침 2017년 중국어 수업을 같이 들었던 이아린 변호사의 중국어 실력이 상당하고, 중국 노래까지 중

국어로 부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아린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권하여 이변호사가 혼자서 유창하

게 노래까지 불러 분위기가 조금 나아 진 것으로 기억된다.  

 

 

 

 

 

 

 

 

 

                                                                          <이아린 변호사와 王夢奇 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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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율사의 발표의 말미에 동해바다에 의사와 변호사가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상어가 나타나 누

구를 구하였을 것인가에 관한 퀴즈를 내었다.  

그 답은 변호사라고 정답을 알려주었다. 상어가 변호사도 다른 사람을 뜯어 먹고 사는 동업자라고 생

각하고 잡아먹지 않고 구해 주었는데 동업자 윤리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전에 들은 변호사에 관한 블랙 유머가 있다. 미국에서 어느 변호사가 배를 타고 가다 바다에 빠졌는

데, 상어가 나타나 등에 태워서 바닷가까지 태워주었다. 그 변호사가 왜 잡아 먹지 않고 이렇게 배려

를 하는가하고 물었더니 동업자끼리는 서로 잡아 먹지 않는 것은 동업자의 의리라고 하더라는 이야기

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뜯어 먹고 사는 동업자라는 취지이다. 

2013년도인가 부산에 왔을 때 본 모습에 비해 중국 율사들도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같다.  

또한, 칭다오 율사들이 우리 부산변호사분들과 사건 수임에 관하여 사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

던 기억이 있다.    

2013년 무렵인가 칭다오 율사분들이 교류행사시 우리 법무법인 국제로 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

었다. 그때 칭다오 율사들이 베이징, 텐진 등 대도시의 율사들이 칭다오 사건을 맡아 오는 경우가 많

은데 부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던 기억이 있다. 

 

 

 

칭다오 율사회관에서 두 시간 가량의 세미나를 마치고 17시 30분 무렵 걸어서 칭다오 콰이퉁 대주점

으로 옮겨 만찬행사가 있었다. 각 테이블별로 대략 3~4명의 우리 변호사, 1명의 중국 변호사, 그리고 

1명의 통역하는 분과 함께하였다. 우리 테이블에는 최진갑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등이 함께 하였다. 

王晋平 칭다오 율사회장과 우리 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의 인사가 하고 만찬이 시작되었다. 

저녁식사는 새우요리, 바지락볶음, 목이버섯볶음 등 16가지의 현지식 요리가 나왔다. 반주는 中國貢

이라는 백주와 칭다오 맥주가 나왔다. 이 지방에 유명한 전통백주 낭야대주瑯琊台酒가 있다고 들었

는데 그 술은 아니었다. 그리고 유심히 보았더니 칭다오율사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우리 변호사들에게

는 中國貢를 권하고 있었다.  가격이 비싼 백주 中國貢은 자신들은 먹지 않고 손님인 우리에게만 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중국에서 율사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2000년 일본변호사회와 교류행사시에 일본 소속변호사들의 월수입이 30만엔이라고 하였던 기억이 

있다. 일본 변호사들의 생활수준도 그 당시 우리나라 변호사들보다 못한 것같았다. 이번에 구체적으

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동양3국에서 우리나라 변호사가 그래도 생활수준이 제일 나은 것같다.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관리들이 중국 사신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한다. 요동반도를 넘어 산해관을 

거쳐 북경가는 길이 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리적 시간적 환경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사신

들 사이에 3貧이라는 말이 있었다. 글재주가 모자라서 빈궁한 일(文貧),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빈궁한 

일(言貧), 돈이 부족해서 빈궁한 일(銀貧)을 이르는 말이었다. 

02

2) 이규일 지음 한시, 마음을 움직이다.(리북출판사.2012년.출간) 중국인에게 인생과 시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 라는 요지이다.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 원자바오 등이 한시나 고사를 인용한 사례를 많이 들고 있다. 

3) 2000년 처음으로 일본과의 교류행사시에 그 행사장에서 우연히 왕발의 한시를 인용한 사실이 있었다. 처음 일본 변호사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때는 아직 피가 뜨거워서 인지 다소  거북한 분위기도 있었다. 2002년 우리 변호사회지 법조지에 실은 <한시 

   에 얽힌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적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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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것을 권유한다. 국가가 가장 앞에 선 채 사람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국민국가’의 질서이다. 대

학생 여러분은 이를 뛰어넘어 사람 보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한시를 아는 체 하여 그런지 칭다오 율사회 부회장이 우리 테이블로 와서 권주를 권하여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턱 수염을 기르고 장비와 같은 인상으로 호탕한 성격이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 칭다오의 

밤은 깊어만 갔다.   

 

숙소는 상그릴라호텔이었다. 만찬행사를 마치고 호텔내에 있는 주점에서 이채문회장을 비롯하여 우

리 젊은 변호사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젊은 분들은 그 뒤에도 시내로 나가 한잔 

더 기울였다고 한다. 2000년도 처음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교류행사시 후쿠오카에 갔을 때에는 

김태우변호사 등과 후쿠오카 시내에 나가 칵테일을 나누었는데, 이제 세월의 눈이 많이 쌓여 젊은이 

들이 불러주지도 않았지만 체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여행계획에 5.4운동 기념 공원 방문이 있었지만 빡빡한 여정에 지쳐 둘러 보지 못하였다. 칭다오가 중

국 5.4운동이 발발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주변나라를 알아야 함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외세

가 우리는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외세를 활용할 수 있

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중국 등 주변국가에 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한다. 먼저 중국율사회와 교류행사를 하고 있는 청도 나아가 산동

성의 역사도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교류행사시 등에 유익할 것같다. 

2017.8월인가 중국어 수업하던 멤버들이 만리장성, 이화원을 비롯하여 베이징 여행을 같이 하여 이

아린 변호사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 적극적이고 붙임성이 있는 줄 알고 있는 터라 공항에 환영하러 나

왔던 여성 율사 王夢奇 씨와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두 사람이 꼭 같은 이어링을 하였고 이아린 변호

사가 나이가 두 살 적은 사실도 확인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2008년도 청도율사회와의 교류행사를 한 내용을 송문일 변호사님께서 기록한 <山東文化紀行>이라

는 글이 부산법조2009년 제26호에 수록되어 있다.  

그때 4박5일 여정으로 산동성 성도 제남시, 공자의 고향 곡부, 그리고 태산을 여행하신 내용을 한시

와 고사까지 곁들여 적은 풍부한 내용의 기행문이다.  

그때 황진호 변호사님께서 원로로써 덕담을 하시고 중국노래 ‘봉헌奉獻’을 중국말로 부르셨고, 그 자

리에 있든 중국 여성변호사 진홍(陳紅)이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나와 황변호사님께 봉헌하였다는 이야

기가 있다. 

2019.11.9.자 부산변호사회 경주 남산 추계수련회에서 황변호사님으로부터 확인한바 지금도 그 노래

의 가사를 중국어로 기억하고 불러주셨다.  

황진호, 송문일, 이인수, 박준석 등 여러 원로 변호사님들께서 중국과의 교류초창기에 숨은 노력을 많

이 하셨음을 알 수 있다. 

YS대통령시절에 통일부총리를 하

신 권오기씨가 지적하신 <국가를 

보지 말라, 풍경을 봐라>라는 말

씀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일본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유념하

고 있었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 

동기이기도 하였다. 젊은 이아린 

변호사님을 비롯한 분들에게 전하

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본을 볼 때 ‘국가’ 이전에 ‘풍

경’을 먼저 봐야 한다. 풍경으로 

그 나라를 보면 나라의 모양은 한

참 뒤에 보이게 된다. 풍경을 보면 

먼저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

들은 국가 형성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사람들이 국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을 잊은 채 국가만을 논하려 

한다. 한 사람만을 통해서는 일본

을 볼 수 없기에 가능한 많은 사람

<칭다오 율사회 부회장과의 권주>
<중국 전성을 읽는 사전> <중국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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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차하면서 산동반도 전역을 세력권에 두게 됐다. 독일은 청도를 아시아 진출을 위한 극동의 근거

지로 살았고, 독일의 영향으로 청도는 빠르게 성장, 발전하였다. 청도의 시가지와 건축물은 마치 작은 

독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이종룡 변호사의 글에 보면 과거 독일의 조차지였던 청도의 과거가 

살아 있는 독일총독관저와 그 부근에 독일식 건물이 보존되어 있어 보고 왔던 것같다. 이러한 구시가

지 곳곳에 남아 있는 서양풍의 건물이나 칭다오맥주는 당시 독일이 남기고 간 유산이다. 청도시는 ‘중

국 속의 유럽’이라는 애칭을 갖게 됐다. 중국인들은 청도시를 ‘홍와녹수남천벽해(紅瓦綠水藍天碧海)’

라고 하는데, 서유럽의 도시처럼 붉은 지붕으로 수를 놓은 청도는 짙푸른 하늘아래 명산 勞山의 울창

한 녹음과 황해의 파란 바다를 끼고 돌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양도시다. 지금 중국인들에게는 

청도시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산동성에는 공자의 고향 곡부(曲阜 취부)가 있다.  맹자의 고향도 이곳 산동성 추성 鄒城이고, 칭다오

에서 곡부는 324km, 추성은 거기서 30분 정도 더 걸린다. 제갈공명을 비롯하여 <손자병법>을 쓴 손

무, 書聖 이라는 추앙을 받는 왕희지, 당나라 서예가 안진경등 중국 역사상 많은 인물을 배출한 산동

성이다. 

송문일 변호사님의 글에 보면 곡부에는 三孔이 있고 공묘 孔廟는 공자의 사당이고, 공부 公府는 공자

자손들의 집이고, 공림 孔林은 공자의 가족묘이다. 

우리가 부산에서 마시는 백주 공부가주<公府家酒>는 공자집안에서 제조권을 소유하고 있다.   

박영호의 책에 <제갈량표 백주전쟁>이란 재미있는 법적 분쟁이야기가 있다. 2009년까지 ‘제갈량’이름

을 붙인 200여개의 백주제조회사가 난립하여 ‘제갈량대전’이라는 상표쟁탈전이 벌어졌다. 제갈량의 

고향 산동 임기시 기남현의 ‘산동제갈량가주공업공사’가 그들만이 제갈량 고향에서 빚는 술임을 법적

으로 보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의 사천성인 익주와 한중을 평정하고 촉한을 세운 업적과 역사를 근거로 원조라고 주장한 ‘사천

성 성도 제갈량’이 라이벌로 ‘산동성 임기 제갈량’과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맞붙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낭야 양도의 옛 성터 유적 발굴팀이 제갈 성씨 

집성촌 내의 제갈량 집안으로 추정되는 거주지에서 대규모 양조시

설 흔적을 확인했다. 2009년9월 북경고등인민법원은 ‘산동제갈량’

이 제갈량가의 양조전통을 있는다고 최종판결을 하였다. ‘산동제갈

량’이 ‘사천제갈량’을 제치고 제갈량 상표독점사용권을 갖게 되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제갈량이라는 인물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 2007년 무렵 광조우에서 광동요리와 광동성 제갈량을 마신 적

이 있었다.  

 

 <산동이야기>에는 산동반도와 연결된 우리 역사에 관련 이야기가 많

이 나와 있다. 앞서 든 진시황이 왔다는 낭야대 이야기, 불로초를 찾아 

나선 서복에 얽힌 여러 곳 - 우리 거제 구조라 등, 의상대사를 흠모한 

이번 칭다오 여행시에 2016.1월에 출판된 <중국도감>(전경아 옮김 이다미디어)을 가지고 갔다. 그 내

용은 확인하였더니 중국계 일본인 막방부 莫 邦富가 지은 <중국 전성을 읽는 사전>(莫 邦富. 中國全

省を 讀む 事典)책의 번역본이다. 

일본은 나름 중국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같다. 일본에서 2001년에 나온 新潮文庫 가운데 莫 

邦富가 지은 <중국전성을 읽는 지도>(莫 邦富. 中國全省を 讀む 地圖.)라는 책이 있다. 앞선 중국도감

은 이 책을 업그래이드 한 책이다. 

2019년도에 박영호씨가 펴낸 <山東이야기>라는 책이 나왔다. 경남고등학교를 나와 산동 웨이하이에

서 중국현지공장을 설립해 니트의류를 만들어 북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인인데 역사에 대해 연구를 많

이 하신 분이다. 서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독자들이 국제사회에서 한 걸음 더 앞장

서게 하려는 의도>라고 펴낸 동기를 적어두었다. 책의 부제로 한 중일 문명교류의 교량 산동, 수천년 

얽힌 善緣과 惡緣-라고 하였다. 우리 부산변호사회의 젊은 변호사님들이 한번 읽어 두면 좋을 내용

이 많이 있다.  

산동성은 태항산의 동쪽이라는 의미이고, 산서는 그 서쪽이다.   

산동이라는 이름은 전국시대에 지어진 것인데, 주나라 시대에 제나라와 노나라가 산동에 있었다고 해

서 齊魯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줄여 魯라고한다. 거리에 다닌 차량의 번호판도 魯로 되어 있다. 성도

는 산동성의 성도省都는 齊南이다. 

청도는 산동반도 연안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긴 해안선을 가진 도시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아

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해안휴양도시로 명성이 높다. 고대에는 낭야瑯琊라는 지명으로 불

렸고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현재 청도시 교남에 있는 낭야대를 세 번이나 다녀간 자취가 남아 있다. 

낭야대 해안은 진나라 때 산동사람 서복이 진시황의 명을 받고 한반도와 일본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세월을 훌쩍 건너 뛰어 청나라 말 무렵에는 독일과 일본이 산동지방 식민지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였

던 곳이다. 중국 근대사에서 주권회복을 위한 5 4운동이 일어난 진원지도 바로 ‘낭야’ 곧 오늘의 청도

이다.  

 

산동성은 개혁, 개방노선이 정해진 1978년, 산동성의 경제력은 뒤쳐진 상태였는데, 1990년대에 들어 

갑자기 스퍼트를 올리는 육상선수처럼 맹렬한 속도로 성장하여 광동성, 장쑤성 다음 가는 경제대성으

로 우뚝 섰다.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계속되어 지금은 광동성, 장쑤성 사람들도 약진에 놀라 그 

비결을 배우러 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동성의 발전 신화는 생산성을 대폭 개선한 농업 외에도 신흥 

세력이 된 지방도시와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뒷받침한 결과이다. 특히 성 전체의 경제발전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있는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웨이팡의 네 지구가 있는 산동반도이다.   

청도는 18세기까지 연안이 들쑥날쑥하다하여 붙여진 ‘교오’로 불리던 膠州灣의 한낱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개화기에 독일인이 산동에 들어오면서부터 교주만의 작은 섬 소청도를 청도라 했고 그 뒤 점

차 지금의 청도시 전체를 청도라고 부른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전후배상으로 요동반도 할

양을 요구하자 독일을 비롯하여 러시아 프랑스의 삼국간섭으로 묵살된다. 독일이 1897년 청도 일대

<산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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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앞서 있다. 중국보다 잘살고 국가 발전 수준도 높다. 그런데 

잊어선 안 될 사실이 있다. 긴 역사 속에서 지금은 지극히 예외적 시기라는 것이다. 수천 년간 중국은 

선진국이었고 우리는 변방이었다. 우리가 중국보다 잘살게 된 것은 근래 30여 년에 불과하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여긴다면 착각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엔 숨은 공신이 있었다. 공산 중국의 건설자 마오쩌둥(毛澤東)이다. 그가 일으킨 

문화대혁명(1966~76)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행운이었다. 중국이 광란에 빠진 사이 우리가 먼저 경

제개발에 착수했다. 그 10여 년이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우위를 낳았다. 그러나 10년 선착(先着) 효과

도 약발을 다해가고 있다. 

덩사오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 왔다.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 토머스 프리드만이 2000년 무렵 지은 책 ‘세계는 평평하다’에 의하면 베이징에 

있는 어느 공장에 미국식 교육을 받은 중국인관리자가 아프리카 속담을 중국말로 옮겨 공장 한가운데

에 붙여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달려야 한다.  

  매일 아침 가젤은 깨어난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잡아 먹힌다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사자도 깨어난다. 

  사자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사자냐 가젤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해가 뜨면, 당신은 뛰어야 한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삼성연구소에서 <중국의 반격>

이라는 책이 나왔다. 그 가운데 중국고속열차의 발전상은 2016년 중

국 낙양여행 시에 직접 타보고 확인하고 왔다. 

 

지난 2016.11월 중국 낙양을 여행하면서 정저우에서 중국고속열차를 

타고 시안으로 돌아왔는데 고속열차가 내부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

고, 속도도 우리 KTX보다 훨씬 빨랐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에서 기획

한 책 ‘중국의 반격’에 ‘세계시장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는 중국 고

속철도’라는 제하에 구체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중국 고속철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일본 가와사키,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툼 등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6년 만인 2010년에 시속 380km로 

내달릴 수 있는 세계 최고 속도급 고속철도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세계 고속철도 제작업계에서 “어떻게 

선묘낭자가 몸을 던졌다는 절벽 - 우리 영주에 있는 부석사와의 관련, 해양왕국을 꿈꾼 신라인 장보

고와 관련 위해시 영성시 석도항에 관한 이야기도 구체적이다. 영성시 석도항은 남양만 평택항과 매

일 페리가 오고 간다. 이 석도항이 1200년 전 장보고 시대 적산포구이다. 석도항에는 해상왕 장보고

시대 그가 세운 절 산동 赤山 法華院이 있고, 석도항 적산진이 신라인의 집단거주지인 신라방 新羅坊

이고, 아직도 적산진 시장 부근에는 장보고 후손들이 張家村이라는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다. 당시 교

역선을 수리하던 영성시 석도 해안에 우리 삼성조선이 들어와 선박용 블록 해양설비를 생산하고 있

다. 박영호씨는 장보고 장군은 일본에서 明神으로 오늘 날까지 추앙되고 있다는 사실도 적어두었다. 

일본의 入唐求法僧 엔닌의 여행기 <入唐求法巡禮記>에서 적산법화원에 장기간 머물면서 “태산과 같

은 장보고의 은혜를 입었다”고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일본 교토에 있는 히에이산(비예산比叡山)에 있는 엔랴쿠지에 장보고를 모시는 사당 赤山宮이 있다. 

엔닌의 지시에 의해 장보고를 흠모하여 지은 사당이다. 

하지만 현재 칭다오는 목가적인 지난 날의 칭다오가 아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실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경영자 30명에 아시아 기업

경영자는 총 세 명이었는데, 그 중 두 명은 소니와 토요타 사장이었고 한명은 하이얼의 CEO 장서민

(張瑞敏 장루이민)이었다. 칭다오에 본사를 둔 거대 가전업체 하이얼은 중국의 파나소닉으로 불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업체가 되었다. 

우리 부산변호사회 회원님들이 청도율사회와의 교류행사시에 청도에 대해 많이 알고 보고 들어야 하

겠다. 

 

 

 

‘좋은 꽃은 오래 피지 않고(好花不常開), 좋은 경기는 오래가지 않는다(好景不常在)’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중국 발음은 ‘하오하부창가이, 하오칭부창자이’이다. 

현재 코트라 중국지부장을 맡고 있고 오랫동안 중국에 근무하였던 박한진씨가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책 <10년후, 중국>에 우리나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고하면서 소

개된 속담이다. 

 

 

 

 

 

 

 

 

 

04

<10년 후, 중국>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2000년 무렵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누리고 있는 좋은 경

기는 한반도가 탄생 이래 최고의 경기일 것이

다. 앞으로 우리 젊은 이들이 중국에 막일 하

러 가는 날이 올 것이다.  미리 대비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었다.

<중국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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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의 한국 행을 막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에서 어선 또는 해상민병과 같은 (민간도 아닌) 민간 행위자들이 해

경과 같은 관용 선박을 영유권 분쟁 중인 해역에 투입해 마치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은 행위를 반

복함으로써 이 지역을 사실상 중국의 주권 지역화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중국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군용기들을 출격시켰다.  급기야 지난 7월 중국 군용기는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해 한국 영공에 근접 비행하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

범했다. 그러다 10월 29일에는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 한국 공군에 사전 통보했다. 중

국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20세기초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일본에 대한 혐오감정이 강하다. 

그 시대에 중국은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주기도 하여 중국

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를 잘 대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편이고, 일본은 일본편이다.  

20세기 이전에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구한말에 중국외교관 황준헌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연작처당燕

雀處堂이라고 표현하였다. 집은 불타고 있는데 참새와 제비는 처마 끝에서 지지배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준헌은 청나라 말기 일본 주재 참사관이었고, 그때 공사가 하여장 何如璋이었다. 하여장이 영국의 

도쿄 임시대리공사 케네디(J Gordon Kennedy)에게 하였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평가가 전해오고 있다. 

 “조선인들은 어린아이 같다. 그들에게 힘을 적절하게 내비치면서 친절하게 달래면 쉽게 따른다” 

불쾌한 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알아야 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교수의 경고 -중국을 알아야 할 의무-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중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신문을 읽거나 중국어로 

편지를 쓰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

는 컬럼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빈약한 한국 서점의 중국어 원서 섹션>이라는 제목의 컬럼에

서 중국에 관한 대단히 유익한 내용이 있다. 

그게 가능해? 짝퉁 아니야?”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했다.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고속철도 공사에 매진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는 무조건 고속전

철을 깔았다. 2010년 말에는 1000km가 넘는 우한(武漢)-광저우(廣州)노선을 개통했고, 2011년 상

반기에는 정저우(鄭州)-시안노선, 상하이-베이징 노선을 각각 개통했다. 여기에 헤이룽장(黑龍江)하

얼빈에서 창춘(長春), 선양(瀋陽)까지 연결했고, 곧 베이징까지 이어졌다. 

지금 중국 고속철도의 길이는 1만8000km정도다. 전 세계 고속철도의 절반이상이 중국에 깔려 있다. 

얼마 전에 페루의 리마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연결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洋洋고

속철도를 중국이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러한 저력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창주 씨가 지은 ‘일대일로의 모든 것’(서해문집 출판사)에 의하면 지난 낙양 여행에서 우리 일행이 

탔던 고속철이 바로 중국횡단철도(TCR)이었다. 

장쑤성(江蘇省) 렌윈강(連雲港)에서 출발하여 황투공원과 허시후이랑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노선이었다.  

중국 장쑤성 바다가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중국횡단철도(TCR)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

획의 대표적인 로선의 하나였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뒤 정치적으로도 우리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과의 상황을 지적한 기사가 나와 요약하여 본다. 

 

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결정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당한 보복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참여, 사드 추

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不)’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한·중 양국이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한 이후 학술교류는 정상화했으나 관광·문화 분야

에서 여전히 ‘한한령(限韓令)’이 풀릴 기미가 없다.  

    

미국 로체스터대학 음대 오케스트라가 12월에 중국 순회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인 유학생 단원 

3명에 대한 비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공연을 연기했다. 음대학장은 “중국 측 파트너가 ‘한국인 단

원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도 비자 발

급에 필요한 공식 초청장이 오지 않아 2년을 준비한 중국 공연을 접어야 했다.  

    

BTS를 비롯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나 가수의 중국 공연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한국 여행 상품에 ‘인

터넷 광고, 크루즈 이용, 전세기 이용, 롯데면세점 포함 금지’를 조건으로 내세워 유커(중국인 단체 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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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인 다양성과 점증하는 문화적인 역동성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은 중국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보다 면밀하게 중국의 추세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정부 부처나 기업은 특정 중국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면에서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이 중국의 지적·문화적 발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내가 이미 목격한 

것은 많은 한국인이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경제 토론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현실이

다. 중국 스스로가 생각하는 세계 속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해가 없다. 

 

중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주요 

저자들로부터 차단된다면 한국인들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국의 여러 세력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게 된다. 두 나라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놓고 보면 결코 ‘모르는 게 약(藥)’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해를 줄이고, 이미 엄청난 규모이긴 하지만 중국이 세계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선 중국에 대해 이해하고 중국의 사안

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달리 길이 없다.  

문득 우리 법무법인의 젊은 변호사들 가운데 행서체 한자로 된 계약서를 읽지 못할뿐더러 의미를 해

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란 기억이 난다. 그러고 보니 신문이나 방송, 거리의 간판, 자주 접하는 책 

등 우리 곁에서 한자가 사라져 버렸다. 한자를 아는 사람도 줄어들고, 대학 국어학이나 고전교재조차

도 팔리지 않고 한자가 섞인 문장을 한글만으로 고쳐달라고 출판사가 집필자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라

그 요지를 인용하여 본다. 

나는 지난 주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을 찾았다.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중국어 원서가 어떤 

게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였다. 중국 문화대혁명 50주년인 5월 16일 이후 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

東)이 남긴 유산(legacy)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다양한 각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인터넷 기반 토

론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단행본 문헌이 필요했다. 

 

그 대형 서점은 최근 외국서적부를 리모델링했다. 몇 달 전에 나는 중국어 원서 섹션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굿 뉴스였다. 사실 중국어를 읽을 수 있는 한국인 수가 꽤 된다. 또 많은 한국인이 현대 중국

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서울에 사는 중국인 인구도 늘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교

환학생, 장기 체류자도 많다. 

 

하지만 서점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어처구니없었다. 내가 이제까지 목격한 도서 컬렉션 중 최악이었

다. 중국어 책 섹션은 일본 원서 섹션의 한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 중국어 섹션이라는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점원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중국어 섹션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중국어 책이 놓인 책꽂이 선반은 달랑 7개였다. 그 중 두 개를 중국어 학습 교과서가 차지했다. 

 

나머지 5개 선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나 JK 롤링 같은 유명 작가가 쓴 책의 중국어 

번역판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기, 그리고 중문판 성경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입문서·

실용서도 눈에 띄었다. 

 

중국 소설은 단 한 권도 없었다. 현대 중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를 다루는 최근에 나온 책 또한 

없었다. 

 

선반에 꽂힌 책만으로 판단한다면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흥미를 끌 만한 책은 없다. 그러

한 인상은 현실을 심하게 오도한다. 중국의 작가들과 지성인들은 현대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를 다루는 진지한 책들을 줄기차게 출간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CASS)만 해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분량의 연구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그

중 많은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들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 없다. 

 

현대 중국 책을 무시하거나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힘이나 논리와도 동떨어

졌다.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 문제는 한국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높은 지적 수준에서 중국에 접근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나라 이상의 나라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다섯 명 중 한 사람이 중국인이다.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중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신문을 읽

거나 중국어로 편지를 쓰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 필요한 것

은 ‘중국’ 전문가뿐만 아니라 쓰촨(四川)성·광둥(廣東)성·상하이(上海)·우한(武

漢) 전문가다. 이들 성(省)과 도시는 한국에 세계의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중요하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중

국인들이 하는 일에 항상 동의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중국이 엄청난 문

제들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한국이 중국과 협업하고 중국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첫걸음은 인식의 전환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량

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적·문화적 교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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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날 열강이 대립하면서 청일,러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

는 두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갈등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과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낭

만적인 환상도 또는 강대국에 대한 원망도 우리의 현실인식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대국들

이 주도하는 질서에 아무런 능동적 노력 없이 무조건적인 반발과 종속의 극단으로만 치닫는 우를 범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익이 걸린 사항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돼 올바른 대응을 하

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외세를 물리칠 힘을 보유해야 한다. 외

세를 물리칠 힘이 부족하다면 외세를 활용할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 그러한 지혜를 가진 지

도자가 가장 필요한 때이고, 국민 모두가 단결해 주변 강국들의 힘겨루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노력을 펼쳐야 할 때이다. 

공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는 페리클레스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파스는 2차대전을 도발한 책임이 있는 독일에 ‘전후에 독일은 응당 분단의 비극을 

감내하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의 위대함보다 세계적인 개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을지 몰라도 전쟁을 도발한 책임은 없다.  

오늘 날의 우리나라는 국토분단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세계적인 개인만 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 많다. 둥지가 깨어지면 어찌 그 안의 알은 온전할 수 있을런지(破巢之下. 파소지하. 安有完卵.안유

완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나라는 작지만, 모든 방면에서 나름대로 역사를 창조할 만한 많은 큰 인물이 있

어야 하고, 자라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

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고 우리끼리의 싸움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었던가. 

국토는 분단되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정치는 목전의 작은 이익만 쫓고, 학문은 관념의 미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맹자께서 일찍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모욕당한 뒤에 남들이 모욕하고,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뜨린 뒤에 남들이 

무너뜨리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망친 뒤에 남들이 망치는 법이다. 

20세기 중국도 국망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때 북경대학생들 사이에 유포되었던 <책을 읽되 나라를 구

하여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讀書不忘救國)>는 말이 있다. 

우리들도 주업인 변론을 하면서도 나라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

하고 우리 나라,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할 방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한말 매천(梅泉) 황현(黃玹)선생의 절명시도 생각난다.  

 

가을 등잔아래 책을 덮고 천고의 옛일을 생각한다(秋燈掩卷懷千古), 

세상에서 글 배운 자의 노릇이 어렵구나 (難作人間識字人)

고 한다. 

월탄 박종화선생이 지은 장편소설 ‘세종대왕’에 중국어를 알아야하는 이유에 관하여 세종께서 신하들

에게 이야기 하신 내용이 있다. 

 

 

 

 

 

 

 

그뒤 세종대왕의 정책에 따라 중국어를 터득한 성삼문이 중국사신 예겸과의 대화한 내용도 적혀있다. 

성삼문선생이 중국어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중국사신이 놀라 물어보자 성삼문이 이

렇게 대답하였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한글만 알면 되고 한자를 몰라도 된다는 의도는 아니였다. 

한글전도사로 통하는 일본인 노마 히데키 교수가 지은 책 '한글의 탄생'을 읽은 적이 있다. 15세기 세

종과 조선의 지식인들은 '말해진 언어'로서만 존재했던 한국어를 '쓰여진 언어'로서의 한국어로 이 세

상에 출현시켜 훗날 '한글'이라 불리는 이 문자는 동아시아 수천 년의 문자사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불

가사의한 驚異라 했다. 그리고 15세기 정음학이 도달했던 결정적 높이는 사실상 현대 언어학의 수준

이라면서 한글을 극찬했다. '바른 음'이라는 뜻의 정음(正音)이 말해주듯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목

적은 표의문자인 한자의 대체(代替)가 아니라 표음문자인 정음과의 공존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한 기본으로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부산변호사님들도 이 나라 이사회에서 나름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고 여론주도층이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지역을 중시하는 슬로건이 있

다. 부산지역에 살고 있지만 사고의 지평을 넓혀 우리나라 전체, 나아가 주변 나라들이 돌아가는 상황

을 주시하고 나름대로 이바지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히 부산지역에 

사는 우리 부산변호사님들은 청도율사회와의 교류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가서는 율사들과 같은 지도층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옛날 당나라 때 남만에서 사신이 글을 가지고 온 일이 있었다. 조정에서 소위 글하는 

신하들은 한 사람도 남만 글을 풀이해 읽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에 벼슬하지 아니한 

방랑시인 이태백이 능히 남만 글자를 풀이했다. 경들은 진정한 나라의 일하는 사람

이 되려면 이러한 외국 글자도 풀이할 줄 알아야 한다. 다만 사역원의 통사나 역관에

게만 맡길 것이 아니다

우리 전하께서 집현전 학사들에게 특명을 내리시어 중국말을 하라 하시었습니다. 중

국의 시인들과 시문을 논하게 된다면 통역하는 통사만 가지고는 깊은 뜻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해서 우리들에게 특명을 내리시어 공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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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렌트카와 캐빈을 
        이용한 자유 여행

글 이태원 변호사  

1. 워킹홀리데이로 선호하는 호주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인해서 좋은 여행지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내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호주에는 백호주의가 있어서 혹시나 여행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래서 호주는 여행을 가고 싶으면서도 지금까지 순위가 자꾸 밀려왔는

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로 여행을 하여보니 호주는 참 좋은 여행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

었다. 우선 백호주의라는 인종차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사람을 내가 못만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여행객

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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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들어가려면 일렉트릭비자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해서 쉽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몇 불

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 거의 무비자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리고 호주비자를 받으면서 젊었을 

때 한 번 일찍 트라이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도 이름이 올라

가기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호주이기 때문이다.  

 

 

워킹홀리데이란 해외에서 여행 중인 젊은이가 방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제도

다. 보통 관광 비자로는 방문국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친선을 위해 특

별히 설치된 예외적인 제도로 연령은 대게 18~25세, 6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직 젊음

이 있다면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하기를 권하고 싶다. 호주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만30세까지 워

킹홀러데이가 가능하다. 진작 어린 나이에 자유로운 대지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호주의 문화를 체험

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로 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다. 일생에 한 번쯤은 가 볼만한 워킹홀리데이는 젊은이라도 지원 제한 나이가 있으므로 기회를 잃

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2. 렌트카와 유심칩 

호주에는 가볼만한 여럿 도시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대표적인 여행지를 다녀오기로 하니 시드니와 

멜버른이 선택되었다. 시드니행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렌트카를 예약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호주

는 좌측통행이므로 호주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려면 좌측통행에 경험이 있는 것이 좋다. 렌트카는 공

항에서 바로 차를 찾을 수 있는 유명 메이커를 선택하면 쉽고 편하기는 하지만 요금이 비싸다는 단

점이 있다. 그래서 공항에서 너무 멀지는 않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렌트카 업체에 예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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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없는 렌트카 업체는 픽업서비스를 해주기는 하지만 공항에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해서 만날 

장소를 약속받아야 한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찾아 나오자마자 출입문 바로 옆에 보다폰 가게가 있는 것을 보고 바

로 그곳으로 갔다. 렌트카 업체에 픽업서비스를 약속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려면 유심칩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심칩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갈 수도 있으나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

나 저렴하다. 호주의 유심업체는 옵터스(OPTUS) 보다폰(VODAPHONE) 텔레스트라(TELESTRA) 등 

크게 3군데인데 옵터스가 가장 무선 연락망이 넓고 그 다음으로는 보다폰이다. 마침 찾아간 곳이 

보다폰인데 특별세일을 하고 있었다. 호주의 중심인 울랄라나 오지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시드니에

서 멜버른을 다녀올 정도였기 때문에 선택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판매원이 30일동안 25기가정도

의 데이타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 등 12개국으로 무료전화를 50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권했

고 그것을 AUD 20(우리 돈 17,000원 정도)에 구입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재벌기업 핸드폰을 내밀자 판매원이 유심칩을 끼워주면서 호주 유심칩의 새

로운 전화번호를 주고 원래 있던 내 유심칩은 보관을 하라면서 돌려주었다. 유심칩을 끼우면 약정

한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전화번호는 호주 것으로 바뀌지만 한국에서 오는 카톡

은 데이터니까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에서는 약정 데이터를 끄고 절약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써도 절반밖에 쓰지를 못하고 돌아왔을 정도로 충분했다. 유심칩 구매는 

렌트카 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렌트카 차종을 선택할 때에 옵션으로 네비게이션이 있는 차를 렌트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여행기

간동안 매일 네비게이션 요금이 추가되므로 장기간 렌트를 할 경우 별도의 네비게이션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오래전부터 톰톰을 구입해서 유럽여행에 매번 써먹었지만 호주대륙에 사용을 하려면 호

주맵을 따로 다운받아야 한다. 몇 번이나 더 갈지도 모르는데 맵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인터

넷을 뒤져서 찾아보았다. 물론 익히 알고 있는 구글맵도 우리나라에서만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

가 곤란할 뿐이고 외국에서는 네비게이션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데 구글맵보다도 더 유용한 

어플이 있다고 해서 다운받아 실제로 사용해보니 좋았던 것이 바로 Waze 어플이었다. 실제로 멀리 

앞에서 교통사고로 지체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와서 미리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기도 했고 바로 앞

에서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나와서 미리 속도를 줄일 수도 있었다.  

 

 

렌트카업체에 도착해 보증금 250불을 주고 독일 오펠사의 차를 받았다. 갖고 간 자석식 거치대를 

설치해 휴대폰을 장착하고 Waze 어플에서 호텔을 검색했더니 길이 제대로 안내가 되었다. 마침내 

호텔에 도착해 안내데스크에 이른 아침 비행기로 왔다고 얘기하고 조기 체크인을 부탁했더니 아직 

마련된 방이 없다고 했다. 호텔에 주차비를 선불하고 차를 맡기고 나서 근처 지하철로 갔다. 초행길

에 복잡한 시내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시드니 주차비까지 지불하며 힘들게 운전하기 보다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유롭게 걸어서 다녀보기 위해서다. 호주 여행의 또 하나의 장점은 북반구

대 남반구로 우리와 계절이 반대일 뿐이고 경도는 거의 같아서 시차가 없다. 그래서 시차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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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 길을 나서도 되는 점이 좋았다. 

 

3. 오팔카드로 시드니 시내와 맨리비치 여행 

 

 

마침 휴일에 시드니에 도착하였기에 하루 종일 마음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2.7불만 지불하

면 되었다. 물론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시내호텔까지 공항을 벗어나는데도 교통카드비 18불 

정도는 따로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공항매점에서는 20불 오팔카드만 판다. 시드니는 항구를 따라 

해안으로 이동하는 페리가 요긴한 교통수단으로 발달하여 당연히 페리 이용도 포함되는 요금제다. 

그래서 지하철에 붙은 슈퍼마켓에서 가장 적은 요금인 10불에 오팔카드를 사서 기차는 물론 비싼 

페리도 마음대로 탈 수 있었다. 다음날부터는 렌트카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팔카드를 쓸 일이 없었

고 오팔카드에는 여전히 6.3불이 남아있었다. 예전에는 오팔카드에 남은 금액을 환전해주기도 했다

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한국에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지하철을 타고 제일 먼저 서큘러키(Circular Quay)에서 내렸다. 호주의 명물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

하기 위해서다.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보고 서큘러키 부두에서 페리를 타려는데 오팔카드에 남은 금

액이 모자란다는 표시가 나온다. 옆에 있던 직원이 이 페리는 사설 페리이기 때문에 7불이 넘는 요

금을 별도로 내야한다고 말하며 저기에 있는 일반 공용페리를 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덕분에 시

간상 다른 배를 기다릴 수는 없었기에 왓슨스 베이(Watsons Bay)로 가려던 계획이 수정되어 돈 한 

푼 안들이고 그 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맨리(Manly)비치로 여행하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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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리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예쁜 카페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서큘러키로 돌아와서 버스를 타

고 하이드파크로 갔다. 하이드파크를 누비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한 동안 벤치에 앉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달링하브(Darling Harbour)까지 거리풍경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서 갔다. 

달링하브에는 예전에 발전소와 조선소가 있어 퇴락한 부두였지만 지금은 재개발과 대대적인 보수

를 시작해 시드니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구역이 되었다. 시드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흥지

로 쇼핑센터, 박물관, 아쿠아리움 등이 들어서 있다. 달링하브를 가로지르는 피어몬드 브릿지(Pyr-

mont Bridge)를 지나며 보니 다양한 형상의 배들이 한가롭게 정박되어 있고 커다란 관람차가 눈에 

띄어 언뜻 보면 놀이공원에 들어온 듯하다.  

 

달링하브는 노을이 지는 항구를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아

서 현지인도 즐겨 찾는다. 안내 책자에서 보았던 달링하버의 맛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겸해서 맥

주를 마시고 주변 풍경에 동화되어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돌아올 때는 달링하브에서 다

시 페리를 탔는데 서큘러키까지 부두 하나 거르지 않고 다 들르는 바람에 붉게 물드는 저녁노을 아

래에서 그 유명한 하브 브릿지를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4. 블루마운틴 

 

 

 

 

 

 

 

 

 

 

 

 

 

 

 

 

 

다음날은 렌트카를 이용해 빠뜨릴 수 없는 시드니의 명소를 마저 둘러보았다. 마침내 시드니를 떠

나 멜버른으로 향할 때가 되어서 가는 길에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을 거치기로 했다. 핸드폰 

네비 어플에 카툼바(Katoomba)를 찍고 시드니 시내를 빠져나왔다. 질주하던 차량이 다시 정체에 

빠지기를 몇 번 하더니 시원스레 달리기 시작해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니 블루마운틴이 가까워진

다. 해발 1000m가 넘는다는 마을의 풍경도 달라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고 광활한 숲에 마치 푸

른 빛이 감도는 듯하다. 바로 블루마운틴이라고 하는 이유인데 블루마운틴을 덮고 있는 유칼립투스

부산지방변호사회     291부산지방변호사회     291

라는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대기중에 발산되면서 태양광선에 의해 반사되며 생기는 미세하고 푸

른 안개 때문이다. 

 

블루마운틴의 다음 매력은 붉은색을 띈 사암 절벽이다. 사암은 의외로 부드러운 암석으로 침식을 

당하면 거대한 돌판처럼 부서져 수직벽면을 형성하게 되고 부서진 조각들은 계곡의 낮은 곳에 모여 

식물이 자라나는 토양을 형성하여 울창한 숲이 만들어진다. 블루마운틴은 바로 전형적인 사암지역

으로 호주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린다. 블루마운틴은 가파른 계곡과 아름다운 폭포들이 곳곳에 숨

어있어 절경을 이루는데 블루마운틴의 한쪽에 보이는 3개의 봉우리 즉, 세자매봉이 이곳의 백미다. 

세자매봉에는 스토리텔링까지 있다. 마을에 아주 예쁜 세 자매가 살았는데 그곳 왕이 그 세 자매를 

모두 아내로 삼으려 하자 아버지가 주술사를 찾아가서 애원하니 주술사가 세 자매를 다 바위로 만

들었는데 왕이 주술사를 죽여 버려서 지금까지도 다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쁜 바위로 남아있다고 

한다 

 

블루마운틴에는 시닉월드(Scenic World)라고 설치된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손쉽게 주변 경관을 관

람할 수 있다. 물론 블루마운틴이 한눈에 보이는 에코포인트에서 시작해 천연그대로 트레킹을 하기

도 하지만 멀리 외국이다보니 놀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중간중간 짬짬이 트레킹을 하는 편이 좋다. 

85불정도에 전체를 이용하는 관람시설은 스카이웨이, 케이블카와 레일웨이로 이루어져있다.  

스카이웨이가 운행이 될 때 특히 세자매봉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유리밑으로도 블루마운틴의 계

곡 모습을 볼 수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서도 블루마운틴을 감상할 수 있는데 약간 스릴이 있게 만들

어 놓았다. 레일웨이는 경사가 52도나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궤도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880년대에 석탄과 탄광광부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을 관광열차로 바꾼 것

이다. 블루마운틴의 깊은 숲속 길을 따라 케이블카와 레일웨이 타는 곳을 오갈 수 있었는데 맑은 공

기를 마시며 짧은 트레킹을 하고 옛날 탄광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볼거리까지 만날 수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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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빈에서 생활하며 쉬어가기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는 878Km로 보통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자동차로 간다면 9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루만에 가기는 곤란하고 중간에 하루 정도 쉬면서 간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로 가

는 대신에 이틀 정도 쉬면서 가기로 하고 캐빈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해 보기로 했다. 시드니나 멜버

른 같은 대도시에서는 호텔에 숙소를 잡을 수밖에 없지만 야외로 나가서까지 호텔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캐빈을 숙소로 정하면 부엌을 비롯해 가스렌지 냉장고 식탁 조리기구 등 온갖 생활시설이 골

고루 갖춰져 있어 마치 가정집을 렌트해서 쓰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다. 현지 주민들이 늘상 하는 

것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나만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주의 유명한 캐빈 제공업체로는 빅포, 홀리데이파크 등이 있다. 체인형식로 되어 있어 조그만 소

도시 근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원래는 캠핑카를 몰고 호주대륙을 누비는 꿈을 꿨지만 일반 자동

차를 모는 대신에 캐빈을 찾아 하루나 이틀씩 쉬면서 여행을 한다면 캠핑카로 여행을 하는 것과 다

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비록 돈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나 몸은 훨씬 편하면서도 캠핑카로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캐빈에서 묵을 때는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간을 가지

는 것이 좋다. 호주의 마트는 울워쓰가 유명하다. 울워쓰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현지인이 일상 

먹는 것을 그대로 다 맛볼 수 있다. 호주에서 장을 보면서 신선한 고기나 우유같은 낙농제품이 아주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느꼈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각종 과일도 지천이다. 우리가 요리할 

때 편하게 쓰는 가위는 없지만 포크 나이프는 물론 식칼도 종류별로 다 있으므로 직접 고기를 사서 

요리하면 좋다. 스테이크도 그렇지만 설로인 같은 것은 특히 할인을 할 때는 한 덩어리가 우리 돈 5

천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먹는 고기도 아니고 현지에서 그대로 먹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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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맛도 단연 좋다.  

 

렌트카를 가지고 현지인처럼 생활하면 주유소를 자주 찾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셀프서비스가 

많이 있으므로 호주에서도 셀프 그대로 하면 된다. 주유를 하고나서 몇 번 주유기인지 주유기에 있

는 번호를 말하고 돈을 지불하면 된다. 울워쓰 매장에서 장을 볼 때 보통 30불 이상이 되면 주유할

인권까지 주므로 그것까지 챙겨서 주유하면 더 좋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주차를 할 때는 주차

위반을 하면 벌금이 많으므로 주차표지판의 사인을 잘 보고 따라서 하면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지, 

몇시간 동안 허용이 되는지, 일주일에 몇 일이 그러한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용구역인지 등

이 표시된 것을 잘 읽고 주차미터에 계산한 돈을 넣고 주차표를 받아서 데시보드위에 놓아두면 된다. 

 

6. 멜버른, 그레이트 오션로드 

 

멜버른은 시드니와는 같은 대도시이면서도 사뭇 다른 분위기다. 멜버른이 속하는 주의 이름도 빅토

리아주로서 무언가 빅토리아 여왕에서 따온 듯한 느낌을 강하게 준다.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은 장

장 64년간 재위하며 대영제국의 영광을 이끌었는데 그녀의 재위기간 동안, 아프리카와 인도, 아시

아,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친 영국의 해외 식민지는 영국 본토의 100배가 넘었다. 그녀는 1837년 6

월에 당시 10대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어린 시절 멜버른(1779~1848) 수상의 도움을 받아 국

사를 해결해나갔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범죄자들을 이주시킨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문화적인 바

탕이 멜버른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멜버른이 있어 호주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다. 

 

 

 

 

 

 

 

 

 

 

 

 

 

 

 

 

멜버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에 있는 피츠로이가든(Fitzroy Gardens)으로 갔다. 피츠로

이가든에는 호주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임스 쿡 선장의 오두막이 있다. 오두막은 

원래 영국에 있던 것을 옮겨지었다. 쿡 선장에 대하여 최근 마오리족은 대륙을 발견을 한 것이 아니

라 침략을 했으며 마오리족 원주민을 학살했던 야만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쿡 선장의 오두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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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나서 세인트패트릭 대성당과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어쨌든 멜버른은 1835년 이주민이 원주

민으로부터 땅을 사고 가게와 집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남겨진 문화 유산과 역사적인 기념물에서 

초기 정착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멜버른에는 무료 트램 구역이 있다. 그 구역안에서는 트램을 몇 번을 타더라도 무료이고 교통카드

도 따로 필요하지 않아 교통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않은 관광객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

료 트램에 올라 고풍스러운 도시를 돌면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우리는 무료 트램을 

타고 맨 먼저 플란더스역 앞으로 갔다. 교통의 요지답게 많은 트램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북적

이는 번화가에서 각양각색의 트램을 배경으로 한참 사진을 찍었다. 노란색 외관과 아치형 입구가 

인상적인 역앞으로 길게 뻗은 도로에는 부티크나 의류점, 상점가들이 가득 들어차 젊은이들에게 최

신 유행을 소개하고 있었다. 

 

다시 트램을 타고 약간 북쪽에 있는 퀸빅토리아마켓(Queen Victoria Market)을 찾아 갔다. 우리나

라의 재래식 시장과 비슷한 곳이다. 도심에 가까운 이곳에서는 야채, 과일 및 육류 외에도 의류, 화

장품, 악세서리, 수공예품, 잡화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들이 빼곡히 밀집해 있어 현

재 멜버른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멜버른은 호주에서 

레스토랑의 수도로 

통하는데 이곳에

서 각자 좋아하는 

음식점을 골라 취

향대로 먹을 수 있

다. 그래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차

이나타운으로 갔

다. 맛있는 딤섬

을 먹기 위해서

다. 다채로운 문

화를 경험하며 차이나타운의 거

리를 누빈 끝에 멋있게 보이는 레스토랑을 발견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레

이트 오션로드(Great Ocean Road)로 출발하기 위해 다시 트램을 타고 숙소로 돌와왔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순위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기에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멜버른에서 가더라도 거리가 멀어서 족히 3시간이상 걸리는데 늦으면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는 게 좋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빅토리아주 멜버른 남서쪽 토키(Tor-

quay)에서 시작하여 아폴로만, 포트캠벨 국립공원을 지나 와남불 (Warrambool)까지 약 200km에 

이르는 해안 도로를 말한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해안을 따라서 기암괴석, 숲으로 둘러싸인 구릉

과 절벽으로 멋진 풍광을 볼 수 있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드라이브 코스중 하나다. 원래는 1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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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귀향으로 남아도는 유휴인력을 이용해 고용창출과 관광산업을 일으

키기 위해 그레이트 오션로드 건설의 공공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의 압권은 도로가 아니라 당연히 12사도 해양 국립공원(Twelve Apostles Marine 

National Park)에 도착하면 볼 수 있는 12사도 바위이다. 바람과 파도에 의해 끊임 없이 침식되어 

해안가 절벽의 한 귀퉁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다 보니 섬이 아닌 섬으로 남아 줄을 서 있게 된 12

개의 바위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12사도에 비견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12사도

라고 불렀던 바위 중에 이미 몇몇은 그 후 계속된 그 동안의 침식작용으로 벌써 자취를 감추었고 이

제 남아있는 바위는 8개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바위를 중심으로 더 없이 맑은 푸른 하늘과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도

와 황금 빛깔의 고운 모래사장이 어우러져 자연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

다. 정말로 한 번 쯤은 꼭 가볼만 하다는 느낌을 자연스레 선사해 주어서 그곳에 머무는 시간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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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형모 변호사 2)  

1. 혼자서 자유 여행을 하는 두려움의 극복 

이미 혼자서 자유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도 같이 갈 친구가 없어 3)  혼자서 쿤밍(昆明), 따

리, 리쟝 등을 여행하기로 하였으나 두려움이나 걱정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여

행에 대한 희망 내지 기대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운명이라면 집안에서 누워 자다가도 대들보

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은 집에 있어도 집을 떠나도 어쨌든 여행이라는 생각을 하

면서 비행기 표를 1개월쯤 전에 예약하여 소련 캄차카반도 여행에서 돌아온 5일 후에 또 출

발하였다. 

 

2. 따리(大理)에서의 여행 

가. 쟝샤오쉬에(張曉雪) 모녀와의 만남과 동행 

(1) 원래는 숙소를 예약한 대로 쿤밍의 쿤밍칭청(傾城) 국제청년여사(國際靑年旅舍)에서 이

틀을 묵으면서 서산, 원통사, 윈난 민족촌 등을 구경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항주에서 이미 해

1) 휴업중 
2) 나는 평소에도 메모를 하지 않는 성격이고 여행할 때는 메모를 하려고 하여도 쉽지도 않아 메모를 하지 않다가 여행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여러 가지 기억하고 싶거나 마음에 작은 깨우침을 느낀 일이 있자 메모를 일부 하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잊음이 심해서 이미 지나간 기간의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다. 8. 18. 출발하여 9. 9. 귀국하였다. 
3) 거창에 살고 있는 중학교 동창인 친구 두 명과 만났을 때 내가 다음에 중국에 여행갈 때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을 서로 간에 하였으나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들만 생각하다 보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4) 나일년 아문재대리 
5)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원칙적으로 중국어 발음으로 적기로 하나, 湖는 중국발음은 ‘후’이지만 우리는 ‘호’가 익숙하여 호라고 표기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본 바와 같이 마스터카드로 결제가 될 줄 알았으나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도착한 당일

(8. 19. 새벽)만 238위엔(元)에 숙박하고 그날 아침식사 후 쿤밍의 서부기차객운참(西部汽車

客運站)에서 바로 따리로 출발하였다. 시외버스를 타는 시간이 길어서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사 먹어 라고 도중에 차가 정차하였는데 기사가 차 문을 잠겨놓아 일을 다 본 사람도 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여 내가 한국 사람임을 밝히고 

같은 차를 탔던 모녀 중 아가씨에게 몇 분이나 정차하는지 물어 보니 15분이라고 하였다. 그

것이 인연이 되어 내가 샤관(下關)에 도착하여 따리 고성(古城)으로 가는 버스를 바꾸어 탈 

때도 그들이 휴대폰으로 알아보고 같이 타고 가게 되었고, 또 고성에서 숙소를 구할 때도 값

싼 숙소를 구한다고 몇 군데 알아본 후 백족(白族) 민박집(庭院)인 푸춘허(復春和)의 1층에는 

그들이, 2층(구석방)에는 내가 투숙하게 되었다. 따리 고성은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의 길들

이 교차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의 숙소는 양런지에(洋人街)에 연결된 골목길 안에 

있었다.  

 

(2) 방에 짐을 푼 후에 그들과 같이 거리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한 상점의 입구에 ‘그 해에 우

리는 따리에 있었다(那一年 我們在大理)’ 4) 라고 쓰인 긴 판자가 세로로 걸려 있었다. 그 모

녀도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고 나도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 같

이 거리 구경을 하다가 그들이 어느 여행사에 들어가 여행상품을 교섭하여 할인받아 계약하

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려냐고 물으면서 얼하이(洱海)5) 호(湖) 주변을 돌면서 사진을 찍는다

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또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진 찍는 것은 당연

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나도 별다른 계획이 없어 그들과 같은 상품을 선택하였다. 그

때 딸의 이름은 쟝샤오쉬에이고 그 모친은 성이 뤼(呂) 씨인 것을 알았다.  

 

다음날(8. 20.) 아침 일찍 아침은 죽을 먹고 여행사의 차가 오기로 하였다는 곳에서 차를 기

다려 타니 우리 외에 부부와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타고 있어 모두 6명이 일행이 되어 

얼하이 호 주변을 돌면서 곳곳에 설치된 사진을 찍는 탁자, 그네, 배 등의 장치가 된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승용차의 기사가 사진작가인지는 몰라도 이런 저런 포즈를 취해라

고 조언(지시에 가까웠다)을 하면 나를 제외한 그들은 그에 따라 포즈를 취하였다. 그러나 나

는 내가 생각하는 독행만리(獨行萬里), 편주사해(片舟四海), 연권태극(練拳太極), 상선약수

(上善若水) 등을 나타낼 생각으로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되는 포즈를 취하였다. 그러

나 그 상품이 사진 찍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여성들은 포즈를 바꾸고 또 장소

2019년 따리(大理) · 리쟝(麗江) 등  

자유 여행기 
1)

기행문

2019년 따리(大理)•리쟝(麗江) 등 자유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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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꾸어 계속하여 사진을 찍었으나 나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만 찍으려고 해도 기사가 자

꾸 찍어 라고 하여 뒤에는 그의 조언에 따라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구경한 곳 중에는 백족

(白族)의 훌륭한 전통 건축물이 많다는 시조우(喜州)에 들러서 구경을 하기도 하였고 얼하이 

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목운농장(沐雲農場)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그곳에는 형형

색색의 꽃들이 아주 많았다. 승용차 기사가 찍은 나의 사진은 위 아가씨가 자기의 휴대폰으

로 전송받아 나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송하여 주었다.6) 

숙소로 돌아와서 나는 쉬고 있는데 위 모녀는 다른 곳에 숙소를 구하고 위 장 씨 학생은 8. 

23. 개학을 하여 그 다음날 돌아간다고 하였다. 

 

 

 

 

 

 

 

 

 

 

 

 

 

 

 

 

 

 

 

 

 

 

 

 

 

 

 

 

 

나. 따리 꾸청(古城) 및 창산(蒼山), 솽랑(雙廊) 등 구경   

(1) 그 다음날(21.)은 나 혼자서 따리 고성의 바둑판같은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거리도 

익히고 거리안내 지도를 보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천주교 교당에도 들어가 보니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잘 꾸며져 있었다. 그 다음날(22.)은 남문(南門) 7) 의 유객중심(遊客中心)에서 버

스를 타고 위 얼하이 호의 동쪽인 솽랑에 가서 구경을 하였다. 이곳에는 이전에 수많은 호텔, 

여관 등으로 인하여 호수가 오염되자 수질정화를  위해 모든 숙소들이 철폐되었다가 다시 시

설 개선에 따라 영업이 재개되었다고 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큰 도로를 따라 관광자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일주문에는 蒼洱風光第一鎭(창이풍광제일진)이라고 씌어져 있었다. 

큰 도로를 따라 구경을 하던 중 얼하이 호변(湖邊)을 보려고  어느 골목길에 들어가서 호수를 

보니 별로 볼만 하지 않아 되돌아 나오다가 ‘夢之院 客棧(몽지원 객잔)’이라고  붓글씨로 상

호를 써 붙인 여관이 문도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여주인이 나와서 맞이하였다. 1박에 얼

마 하냐고 물으니 100위엔 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따리 고성보다 싸서 싼 것 좋아하는 내가 

얼떨결에 8) 2, 3일 후에 여기에 와서 자겠다고 하고 나왔다.9) 

솽랑에서 다시 고성으로 돌아와서 고성 안의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불교도인 나는 지도상에 

보이는 보현사(普賢寺)를 가보고 싶어 물어서 가던 중 위얼위엔(玉洱園)이라는 공원에 가니 

넓고 나무도 많았는데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건강춤을 배우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서양인 한 

사람이 긴 장대를 들고 무술 비슷한 것을 연습하고 있었다. 묻고 물어서 보현사를 찾았으나 

시간이 늦어 문이 닫혀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또 교회도 보았으나 역시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문묘 앞의 거리에는 각 민족들의 행사나 삶의 모습을 찍은 사진전들

이 전시되어 있어서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사진작가를 하고 있는 동생에게 참고가 될

까하여 그 상당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2) 따리에는 자연경관으로서는 창산과 얼하이가 대표적인데10) 얼하이는 대강 보았으니 오

 7) 고성에서 푸싱루(復興路)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먼저 오화루(五華樓)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문헌명방(文獻名邦)이라는 누각이 나오는데 이  
     누각을 남문이라고 함.  
 8) 쿤밍에서는 238 위엔이었는데 따리에서는 120 위엔 하니 싸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투숙하기로 결정하였고, 솽랑에서는 100 위엔 하니 더욱 
     싸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되었다. 마치 크게 할인 판매하는 경우 실제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사는 것과 같이.  
 9) 시간이 촉박하여 다음에 솽랑에 와서 하루 묵으면서 구경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0) 이에 대해서는 ‘창산은 붓으로 색칠을 하지 않아도 천년의 그림이고, 얼하이는 줄이 없어도 만고의 거문고다(蒼山不墨 千秋畫, 洱海無弦 萬古琴;  
     창산불묵 천추화, 이해무현 만고금)’라고 칭송하였다.

6) 이 글을 다 써갈 때쯤 WeChat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해에 우리는 따리에 있었다.’는 말이 마치 우리들에 대한 것과 같다는 것에 서로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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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23.)은 창산을 보려고 남문에서 도로변에 있는 작은 遊客中心(유객중심)11) 에서 정가가 

335 원으로 적혀 있는 창산세마담(蒼山洗馬潭) 삭도(索道)표를 290 원을 주고 샀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염가(廉價)로 박리다매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혹시 잘

못된 표를 산 것은 아닌지 다소 불안하였다. 표를 산 후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가는 버스(표 

값에 포함되어 있음)를 기다리는 대합실 안의 찻집 벽에 ‘한 잔의 차는 인생의 오르내림을 품

평하고, 일상의 마음은 온갖 세상을 만들어 낸다.’ 12) 라는 멋있는 글이 적혀 있었다. 위 버스

를 타고 가는 도중, 어느 곳에서 내려 어디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는지 등을 몰라 불안하여 같

은 차를 탄, 초등학교 6학년쯤과 3학년쯤으로 보이는 두 딸을 대동한 유(劉)씨 부부에게 부

탁하여 같이 움직이게 되었다. 케이블카를 타는 곳에서는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복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나는 준비한 얇은 긴 팔의 옷만 입었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춥지 않을까 

하여 다소 불안하였다. 숙소에 더 두꺼운 옷이 있고 그것을 배낭 안에 충분히 넣어올 수 있는

데도 가져오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창산에 올랐으나 어제 온 비 때문에 안개가 눈앞을 가

려 전망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제 비가 와서 청명한 날씨에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한 내가 얼마나 판단력이 부족한지 다소 한심하였다. 내려오는 길에 따리의 시가지를 볼 수

는 있었으나 높은 빌딩이 없는 것 외에는 회색의 건물들이 즐비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

다, 내려오는 길의 마지막에 위 유씨 가족은 먼저 가고 나는 많은 무협소설을 쓴 김용(金庸)

에 관련된 천룡팔부(天龍八部) 성(城)이라는 곳도 구경하였다. 성문 같은 누각의 출입문 좌우

에는 飛雪連天射白鹿, 笑書神俠倚碧鴛  13) 이란 두 개의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김용의 

소설들 제목의 각 첫 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한다. 

 

어제 못 들어가 본 보현사에도 들어가 보았다. 들어가는 문의 좌우 주련에는 ‘부처님 명호는 

들뜬 티끌세상의 망념들을 쓸어 없애고, 종소리는 어리석고 화내는 마음을 천둥같이 깨우친

다.’ 14)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다는 나는 염불소리와 종소리를 많이도 들었건

만 망념을 쓸어 없애거나 치심과 진심을 깨우치지를 못 했으니 부끄럽다. 

따리에 온 첫날 홍차를 사서 끓여 먹고 있는데 앞으로의 여행기간이 많이 남은 것을 감안하

여 다시 홍차를 사러 차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여주인과 흥정을 하고 보니 수중에 가진 돈이 

120위엔 밖에 없어서 그 돈만큼의 양만 달라고 하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한국인이 중국

말을 잘 한다며, 차를 타 주면서 앉아서 마시라고 하여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내가 태극권도 좀 한다고 하니 자신도 할 줄 안다고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여 24식 태극권

을 반 정도 해 보였다. 그 여성은 기특하다 싶었는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여가

가 있으면 들르라고 하였다. 그 상점을 나와서 숙소로 가는 길에 마스크를 사려고 약방에 들

려 약사에게 ‘마스크’를 사려고 한다고 말했으나 마스크란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한국인이라

고 말한 후 몸짓 손짓을 하여 겨우 마스크를 샀다. 사고 난 후에도 그 약사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손에 든 접고 펴는 부채의 글자를 보니 초서가 아닌데도 잘 읽을 수가 없

어 물어보니 道法自然(도법자연)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 이것은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앞에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15) 는 말이 있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 부채를 나에

게 선물로 주었다.  

 

다. 계족산(鷄足山)과 숭성사(崇聖寺) 및 삼탑(三塔) 구경 

(1) 오늘(24.)은 대리 고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족산이 있는데 계족산은 중국의 여러 

불교성지 중의 하나라고 하여 가보기로 하였다. 따리의 행정관청, 여러 버스정류장들, 기차

역 등이 있는, 고성에서 14 킬로미터 떨어진 샤관의 따리치쳐커윈동쨘(大理汽車客運東站)에 

가서 32위엔을 주고 버스를 타고 계족산의 종점 못 미쳐서 문표(門票; 입장권)를 사고 종점

에서 내려 구경을 하게 되었다. 절이 많아(이 글을 쓰면서 안내지도 상에 있는 절의 수가 12 

개다) 어디로 가서 어느 절을 구경하여야 할지 몰라 그냥 사람들을 따라 가는데 조금 들어가

니 허운사(虛雲寺)와 만수암(萬壽庵)라는 팻말이 보였다. 나는 허운대사 16) 가 자신의 삶의 

역정을 자술한 책 ‘공허한 구름’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은 일이 있어서 다른 절들은 나중

에 보고 우선 아래쪽에 있는 허운사부터 보려고 찾아가는데 먼저 만수암이 나와서 그곳에 들

렀다. 그곳은 비구니 절이었는데 그 절에는 많은 포교용 불교 소책자와 CD가 많아서 너무 두

껍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제외하고 몇 권의 책자와 몇 개의 CD를 가져왔다. 나오면서 벽에 

보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 거룩한 도이다(知恩報恩是聖道; 지은보은시성도)’라고 

큰 글로 적혀 있는데 불교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바를 한 마디로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되었다. 

허운사는 만수암보다 제법 위에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편액에는 허운선사(虛雲禪寺)로 되

어 있고, 명나라 때 창건된 절로서 원래는 대각사(大覺寺)였는데 문혁(文革; 문화대혁명) 때 

훼손된 것을 1998년에 중건하면서 위와 같이 이름을 바꾸었다고 위 절을 소개하는 판각에 

적혀 있었다. 대웅보전의 현판 밑에는 慈悲喜捨(자비희사)라고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와 닿았다. 불교인이 실천하거나 수행할 것이 바로 자비희사가 아니겠는가! 

위 대웅보전의 기둥에 걸린 글귀들은 퇴색하여 읽기가 어려웠으나 재신부(財神府)의 기둥에, 

‘재물로 몸(자신)을 일으키면 재물은 언제나 넉넉하고, 백성의 이로움에 따르면 백성이 그것

11) 이곳에서 70 미터쯤 떨어진 곳에 좀 더 큰 유객중심도 있다. 
12) 一杯茶 品人生沈浮, 平常心 造萬千世界(일배차 품인생침부, 평상심 조만천세계) 
13) 비설연천사백록, 소서신협기벽원. 
14) 佛號蕩盡浮塵念(불호탕진부진념), 鐘聲震醒痴嗔心(종성진성치진심).

15)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16) 1840년에 출생하여 1959년에 입적한, 120 세까지 장수한 근현대 중국의 고승인데, 여시아문에서 번역•출판된 이 분의 법어집으로, ‘참선요지’,  
      ‘방편개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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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거워한다.’ 17) 라는 글이 걸려 있는데 절약하는 것만 능사로 알고 인색한 나에게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경구였다. 18)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있는 금정사(金頂寺)와 금을 도색한 높은 탑을 구경하였으나 안

개인지 구름인지가 끼어 완전히 환하게 보기가 어려웠는데 내려오면서 뒤를 바라보니 금탑

이 환히 보여서 다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타고 온 버스를 내린 곳에 와서 오랫동안 돌아갈 

차를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차는 하루에 몇 번만 오는 차로서 

이미 막차가 갔다고 하면서 저기 삔촨(賓川)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샤관으로 

가는 버스를 타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 조언대로 하여 무사히 따리 고성의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올 4월에 선거(仙居)에 여행가서 중국인인 노인 한 분과 나보다 몇 살 적어 보이는 

아주머니와 어울려 같이 다니면서 신선거(神仙居)를 구경하였으나, 그 뒷날은 나 혼자 경성

암 경구(景星岩 景區)에 갔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였는데도 세심하지 못하고 데면데

면한 내가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머리가 안 좋으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나에

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길거리에서 두부 3장을 기름에 채소도 조금 섞어

서 튀겨서 둥근 종이컵에 넣어 주는 것을 10위엔에 샀는데 너무 느끼하고 구린 듯한 냄새가 

나서 먹기가 어려웠으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억지로 조금 먹

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 놓았다. 

 

(2) 오늘(25.)은 리쟝으로 갈 날이어서 전날 밤에 짐을 꾸려놓고, 06:40에 숙소에서 멀지 않

은 도로변의 정차장(人民路口)에 나가서 숭성사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07: 

20이 넘어서 겨우 와서 타고 갔다. 입장료 외에 구내 순환관람차표를 사서 대웅전 쪽으로 가

서 대웅보전과 조사전(여기에는 달마대사부터 6조 혜능대사까지의 彫像(조상)이 모셔져 있

음), 고승전(여기에는 대리국을 다스렸던 段(단)씨인 역대 왕들로서 후에 출가하여 수도한 고

승들의 조상이 모셔져 있었음) 등을 둘러보고 다시 출구로 내려가는 구내 순환열차를 타고 

삼탑에서 내려 사진을 찍었다. 삼탑의 물에 비친 모습이 일품이란 말을 들었기에 주변에 저

수지 등이 있는가 둘러보아도 없어서 실망스러웠다. 위 절의 건물들 주련에 좋은 것으로 느

껴지는 글들이 많았으나 초서이거나 글자가 어려워 해득이 안 되어 안타까웠다.    

 

3. 리쟝(麗江)에서의 여행 

가. 숙소 선택과 리쟝 고성, 옥룡설산 등에서의 구경 

(1) 숙소에서 퇴방하고 샤관의 따리치쳐커윈베이쨘(大理汽車客運北站)으로 가서 79 위엔을 

주고 리장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3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리쟝커윈쨘(麗江客運站)에 도착

하였다. 나는 당뇨가 있어서 방에서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하는 등 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을 

쓰는 청년여사(靑年旅舍)에 투숙하기는 곤란하여 여행할 그 곳에 가서 숙소를 찾아서 둘러보

고 정하려고 책을 보고 미리 투숙할 여관을 결정하지 않았다.  

 

 

 

 

 

 

 

 

 

 

 

 

 

 

 

 

건물 밖의 도로변에 앉았으나, 어디로 가서 숙소를 잡아야 할지 막막하였다.  도로변에 앉아

서 혈당을 재어보니 저혈당이어서 장시간 차를 타는 관계로 미리 사둔 고구마 구운 것과 밀

가루반죽을 납작하게 눌러 구운 것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한 후 그곳 시내버스정거장에 있는 

차노선 번호와 그 차가 서는 곳의 이름을 살펴보고 11번 버스를 탔다. 타고 가는 도중 충의

시장(忠義; 중국 발음은 중이시창이다)에서 내려 주변에 보이는 쥬디엔(酒店)에 들어가 방값

을 물어보니 1박에 300원 이상이었다. 다시 이리저리 다니다가 여행사가 보여서 들어가서 

이 부근에 헐한 숙소가 있는지 물으니 저쪽 신호등 있는 십자교차로를 건너서 물어보라고 가

르쳐 주기에 짐들을 끌고 지고 그곳으로 가서 첫 번째로 보이는 여관에 들어가 물으니 고등

학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1박에 60원이라고 하기에 잘못 들었는가 하여 다시 물어본 후 

먼저 방(201호이나 실제로는 3층이었다)을 보자고 하여 보니 만족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우

17) 以財發身則財恒足矣(이재발신즉재항족의), 因民所利而民歡樂之(인민소리이민환락지) 
18) 이번 여행 기간이 재법 길어서 경비가 비교적 많이 소요될 것이어서 퇴직하여 연금생활자인 나는 방문하는 많은 절마다 빠짐없이 보시를 하지는  
      못했고, 하더라도 5 내지 20 위엔 정도만 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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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일을 계약하니 200원을 달라고 하면서 180 원은 방값이고 20원은 야진(押金; 보증금)이

라고 하는 말을 야진으로 별도로 200 원을 달라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나는 짐도 있고 하여 

도망을 가려고 하여도 도망갈 수 없다고 하니 그녀가 웃으면서 200원을 받은 후 방값 180 위

엔, 야진 20위엔으로 된 내용의 영수증(收據)을 써 주었다. 싼 방을 구하여 기분이 아주 좋았

다. 그 당시 내가 가진 돈이 1,000 원 정도였는데 500 원은 수시로 쓸 돈으로서 소지하고 나

머지 500원은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주면서 520원의 야진으로 된 영수

증을 새로 써 받았다. 19)  결국 이 집에서 9. 3.까지 10일을 계속하여 묵게 되었다. 외출을 하

면서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하여 보니 상호가 푸샹푸 쥬디엔(府上府 酒店)이었다. 목부풍운(木

府風雲)20) 이라는 중국 연속극을 집에서 재미있게 본 것을 생각하고 거리로 나가서 목부로 

가는 길을 물어 리쟝 고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고 거리의 조명도 어두워 처음 다니는 

미로 같은 고성 길거리21)를 헤매게 되었다. 여행안내센터(旅客中心)가 보여 그곳에 가서 내 

숙소의 명함을 보여주며 물어보니 리쟝 고성의 지도를 한 장 주면서 이 길로 따라서 여기까

지 가라고 하였으나 방향 감각도 없고 내 숙소 있는 곳의 지명도 몰라 한참 밤거리를 헤매다

가 젊은 남녀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잘 몰라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더니 저쪽으로 900 미터쯤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방향도 알 수 없는 밤거리를 계속 헤맸다. 부득이 택시를 

타고, 숙소의 명함이 잘 찾기지 않아 방값의 영수증을 보여 주어도 그 기사도 잘 몰라 다른 

곳에 전화를 하여 알아보고야 숙소에 도착하였는데 택시비는 8 위엔이었다. 돈의 효용이 이

렇게 크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2) 리쟝에서 2일째인 날(26.) 아침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야채볶음과 마파두부와 

밥을 시켜 먹고 모두 얼마냐고 하면서 50 위엔을 주니 종업원 아가씨가 43위엔이라면서 7 

위엔을 내어준다. 내가 주문할 때 본 식단표(菜單; 차이단)와 다른 것 같아서 주문표를 보니 

야채가 18원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20 위엔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단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것

에서 18 위엔인 것을 그도 확인하고 다시 2 위엔을 거슬러 받았다. 이 와중에 젓가락만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내가 작은 숟가락을 가지고와 식사 때 사용한 숟가락을 그 식당의 탁자 위

에 놓아두고 나온 것을 저녁에 가서 되찾았다. 그 뒤에도 아침이나 저녁을 자주 그 식당에서 

먹다 보니 잘못 얘기한 아가씨와 친하게 되어 내가 계속 야채와 두부와 밥만 먹으니 어느 날 

소고기국과 같이 먹어보라고 하여, 맞은편 벽에 소고기의 우수성을 제법 많은 분량으로 적어 

놓았고 거기에 무슬린(穆斯林)과 칭쩐(淸眞; 이슬람교를 지칭하는 중국말이다)이란 말이 들

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식당 주인이 회교도일 것이라고 짐작되었고 22) 식단에도 돼지고기는 없

었다. 권하는 대로 소고기국과 밥을 먹으니 양도 많이 주고 고기도 부드러워 자주 먹었다.  

오늘은 어제 밤에 받은 고성지도에서 추천하는 고성 여행경로를 따라 구경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리쟝 고성 역사문화전시관에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1940년부터 2000년까지의 

리쟝의 변화상이 사진으로 전시되고 간단한 설명도 있었다. 나 외에는 구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나올 때 보니 방명록이 있어 나는 성명과 날짜를 적고 주소는 한국 부산이라고 적

었다. 다니다가 삼안정(三眼井)이란 곳이 있어서 보니 그곳은 동네 우물로서 물이 흘러나오

는 곳은 하나인데 그 물의 흐름을 상 ∙ 중 ∙ 하 세 구역으로 나누어 제일 위는 식수로 하는 곳, 

중간은 채소 등을 씻는 곳, 마지막은 빨래를 하는 곳으로 규약을 정하여 현재에도 이를 지키

고 있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용방법인데 삼안정은 리쟝 곳곳에 있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리쟝 고성의 길은 따리와는 달리 좀 복잡한 관계로 이곳에서는 골목길 안내 표지

와 화장실이 따리보다(따리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았다) 훨씬 많아 여행객에게 편리하였

다.  

드디어 목부를 찾아 문표를 60세 이상의 노인 대접을 받아 정가의 반값인 20원에 사서 구경

하게 되었다.23)  목부의 앞에는 일주문에 忠義(충의)라고 새겨져 있다. 목부 안에는 의사청

(議事廳), 만권루(萬卷樓), 옥음루(玉音樓), 호법전(護法殿) 등의 여러 채의 웅장한 건물들과 

여러 가지 돌 조각(彫刻), 수석(壽石) 등이 많았고 또 벽에 많은 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자

신은 없지만 대략 이런 의미라고 이해되는 글도 있었다. ‘글은 의문이 있는 곳에서 역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파도에 꽃이 떨어지니 천 개의 붉은 색 조각이 되었다.’ 24) , ‘글이 막힐 때 

저절로 신묘함이 있고, 한 치의 마음에 막힘이 없으니 땅과 하늘이 넓다.’ 25)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어려운 한자도 있었고 초서나 전서로 쓰인 것도 있어서 그 모두를 해독할 수

는 없었다. 

 

 

 

 

 

 

 

 

19) 나는 법률가이어서 현금 등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있다가 방안에서 분실하면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일일이 가진  
     돈을 주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번잡하여 맡기지 않고 지내왔는데 이 방법이 금전을 보관시키는 좋은 방법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20) 지쟝의 지배자인 목씨에 의해 해를 입은 다른 집안의 숙부가 어린 조카딸을 목부의 하녀로 들여 보내 목부의 신망을 얻어 복수를 하려 하였으나 이  
     소녀가 마음이 착하고 총명하여 목부의 장남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위기에 처한 목부를 구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이야기인데 그 여주인공 아러츄 
     (阿勒邱)의 배역을 우리나라의 추자현(현재는 중국인과 결혼하여 중국국적일 것으로 생각됨)이 맡아서 함. 
21) 따리 고성은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의 길들이 곧게 배치되어 있으나 지쟝의 고성은 옛날의 크고 작은 동네 골목길들이 복잡하게 교차하여 다소 헷갈 
     리게 되어 있다. 

22)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숙소를 찍은 사진을 보니 위 식당도 일부 나와 살펴보니 그 출입구 위에 ‘淸眞美食’(청진미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3) 중국에는 60세부터 69세까지는 문표(입장료)는 반표(半票)(70세 이상은 면제되는 곳도 많음)이다. 그러나 별도로 받는 케이블카(삭도)비나 버스비는 
     반표가 없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24) 書從疑處飜成悟(서종의처번성오), 波心花落紅千片(파심화락홍천편). 
25) 文到窮時自有神(문도궁시자유신), 寸心無碍地天寬(촌심무애지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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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부를 구경한 후 사방가(四方街, 쓰팡지에) 26)에 가보니 널찍한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주

변에 있는 나무밑의 사각 둘레 시멘트 위와 먹거리 상점 등에서 쉬고 있었다. 나는 저혈당인 

것 같아 사람이 드문 한쪽으로 가서 혈당을 재어보니 저혈당이어서 가지고 다니는 초코렛을 

먹은 후 아까 목부로 오는 도중에 삼안정과 충의항(忠義巷) 사이에서 보아둔 붓글씨 족자 판

매점과 여성들의 목도리를 파는 곳으로 가서 100 위엔에 목도리 2 개를 사고, 족자 판매점에 

가서 200 위엔을 주고 족자 2 개를 샀다. 하나는 제갈량의 계자서(誡子書)이고 하나는 유우

석의 누실명(陋室銘)인데 모두 내가 좋아하는 글이다. 27)   

숙소로 돌아오면서 충의시장에서 작은 차 주전자를 15 위엔 주고 샀는데 안에 작은 구멍들

이 뚫린, 찻잎을 넣는 원통(圓筒)이 있어서 계속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우려먹기 좋도록 되

어 있었다. 숙소에는 커피포트는 있으나 차를 우려낼 마땅한 도구가 없었다. 또 어제처럼 길

을 읽고 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도록 숙소 주변의 현저한 건물 2 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

었다. 택시기사들도 작은 여관은 명함을 주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저한 건물의 

사진을 보여 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3) 다음날 고성 지도에 보니 삼안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마용담사(白馬龍潭寺)라는 절이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가기 위해 어제 지나가 본 광비루(光碧路)를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 입

구 벽에 한글로 ‘한국인 게스트하우스, 심우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았다. 여

주인이 한국인이었고 남편은 중국인이었는데 모두 친절하였다. 여주인이 마당에 있는 의자

에 앉으라고 권한 후 커피를 한 잔 타주기에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심우각(尋牛閣)

은 심우송(尋牛頌)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였다. 벽에 방값이 적혀 있기에 보니 

1박에 300 원 정도였다. 나는 싸게 주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리 비싸냐고 하니 고성 안에는 

건물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기에(은연중에 한국인이 오면 할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고성 안과 밖의 숙박비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른 곳에 숙박하지만 

리쟝 여행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테니 놀러 오라고 하였다. 28)  나는 부산

에 산다고 하니 자신은 중국에서 살기 전에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에 살던 집이 있는 듯이 얘

기를 하였다. 커피를 마시면서 백마용담사가 어디쯤 있냐고 하니 바로 앞에 있다고 하였다. 

나는 중국사람들은 상당히 먼 거리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탓에 백마용담사

가 제법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는 ‘이 분도 중국사람이 다 되어 이렇게 말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절이 바로 그 여관의 지척에  있었다. 백

마용담사라고 쓰여 진 절은 비구니 절이었는데, 그 입구의 주련(柱聯)에는 ‘본래의 바람인 자

비는 조건이 없고, 아미타 부처님은 염불하는 사람을 구하여 건너 준다.’ 29)는 글이 적혀 있

었다. 위 절 바로 옆에는 티벹의 절이 있었는데 들어가니 위쪽에서 스님이 환영하듯이 웃어

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려는데 모자와 신을 벗고 참배하라는 취지의 글

이 있었는데 나는 이 말을 법당 안으로 들어간 후 예불을 할 때 신발을 벗으라는 것으로 이해

하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은 후 예불을 하려고 할 때 스님이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

가지 않았다며 크게 꾸짖고 나가라고 하여서 나왔다. 나는 법당 30)  안으로 들어가기 전(前)

에 신발을 벗어 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다소 불만이었으나 31)  지금 생각하니 법당 밖에 그

러한 글귀를 적어놓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고 들어가라는 취지일 것이니 내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된다. 

 

(4) 나는 흑룡담이 고성에서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심우각 여주인으로부터 그곳의 

풍취가 좋은데 여기서 걸어도 3 ㎞ 남짓하고 걸어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들은 것에 따

라 오늘(27.)은 흑룡담에 가보기로 하였다. 찾아가는 길에 대수차(大水車; 두 개의 큰 물레방

아)를 보고, 흑룡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리저리 다니다가 공원의 바위나 비석 등에 새겨진 

글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그러한 글들은 리쟝의 풍광을 읊은 것들이 많았는데 멋있다

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산이 평평한 들판에 이르러 (산이) 끝나고, 강이 굽은 언덕을 도니 (굽

이굽이 끊겨진 강이) 많도다.’  32)  ‘맑은 이슬이 내릴 때 꽃은 선정에 들고, 달빛이 옅어진 곳

에 해가 빛을 낸다.’ 33)  ‘백리에 걸쳐져 있는 시내의 연기는 (가가호호) 집을 따라 있고, 여러 

산봉우리의 눈 그림자는 구름 속에 들어가 없어졌도다.’ 34)등이 있다. 멋있는 것으로 느껴지

나 해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제법 있었다. 흑룡담 가는 길을 찾지 못하여 결국 교통초소 

같은 곳에서 물어보니 내가 서있는 그곳이 바로 흑룡담 가는 길목이고 시냇물이 흘러오는 도

로변을 따라 계속 가면 흑룡담이 나온다고 하였다. 흑룡담의 풍광은 주변의 산과 나무 그리

고 건물이 하늘의 구름과 함께 그 그림자가 푸른 호수에 잠겨 과연 장관이었다. 그런데 삼안

정이 물의 흐름을 3 단계로 나누는 것과 같이 흑룡담은 계곡의 물이 흘러오는 것을 중간 중

간에서 작은 둑으로 나누거나 다리를 놓아 나누어 구분되게 하여 놓았는데 그 분역(分域)이 

대략 5, 6 군데나 되었다. 그러나 물은 그리 맑지가 않았다. 나는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 보았

는데 마지막에는 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속인지 보이지 않았다. 중간의 호반의 나무 그늘에서 

전신에 짙은 붉은 옷을 입은 노인 두 분이 태극권을 하고 있어서 한참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

었다. 

 

26) 사방가는 사방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 거리라는 의미로서 속하고진, 샹거리라 등에도 있었다.  
27) 이 인연으로 그 뒤 내가 리쟝에서 사진 찍은 글귀들 중 읽기가 어려운 것은 이 붓글씨를 쓴 분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이 분은 나시(納西) 족(族) 
     인데 리쟝의 토박이인지 내가 아는 글자의 발음을 보통화의 발음과 조금 다르게 발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28) 리쟝 고성에는 서로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많은 여행객들이 붐볐지만, 내가 중국에서 이미 10일 정도 체류하면서 한국인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하여 
      그 뒤에도 몇 번 위 심우각에 갔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이 잠겨 있어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하여 다소 걱정도 되었다.

29) 本願慈悲 無條件, 彌陀救渡 念佛人(본원자비 무조건, 미타구도 염불인), 
30) 중국에는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31) 내부가 니스 등이 칠해진 마루 바닥이 아니고 조금 허술하게 보였고, 다른 곳의 티벹 사원들에서는 신발을 벗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32) 山到平原盡 江廻曲岸多(산도평원진 강회곡안다), 
33) 淸露零時 花入定, 夜光寒處 日生輝(청로령시 화입정, 야광한처 일생휘), 
34) 百里溪煙 隨戶有, 諸峰雪影 入雲無(백리계연 수호유, 제봉설영 입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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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1박 2일의 샹거리라(香格里拉) 여행에 들 경비 마련을 위해 오늘

(28.) 중국은행(中國銀行)을 지도로 보고 찾아가니 숙소에서 가까웠다. 500 위엔을 마스터 

카드로 인출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것이 대출형식이었다. 국내에서 한국 돈으로 예금잔고에

서 인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사자산(獅子山) 정상에 있어 고성 안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고루(萬古樓)를 구경하기로 하고, 가는 길에 곳곳에서 찍

은 한문 글귀 중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을 붓글씨 족자를 산 상점으로 가서 가르침을 청

하였다.  

반표 값인 17.5 위엔을 주고 만고루에 올라 제일 높은 층에서 사방을 내려다보니 나시족의 

집들이 빽빽이 이어져 있는데 가슴이 탁 트인다. 만고루에는 이러한 심경을 ‘누각에 올라 눈

으로 아래를 보고 마음을 풀어 놓으니 고요함에 들어 도를 깨우치고, 북 소리 듣고 가슴을 여

니 힘(기운, 기개)이 나고 뜻(의지)을 분발시킨다.’ 35)라고 써 놓았다. 또 ’만고루 정상에 잘 

올라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나무(숲)가 봄빛을 펼쳐 놓았고 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36)

란 글도 있다. 저런 집들이 대부분이 옛날에 지어졌을 것인데 인구가 얼마나 되었기에 이렇

게 많은 집들이 지어 졌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고루에서 숙소를 가려고 위 산을 내려가는데 

포장이 되어 있거나 잘 정비된 길은 둘러가는 것 같아서 질러가려고 풀숲에 난 좁고 작은 소

로를 따라 가니 그 길은 민가구역 위에서 없어져 버렸다. 역시 모르는 길은 남들이 많이 다니

는 길로 다니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작은 수고를 덜 생각에서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겠다. 문표를 사서 입장한 곳으로 다시 나와서 내려오면서 군고구만 3 개와 인절

미 비슷한 것 1 개를 샀다. 구경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고 또 많이 걸어서 저혈당이 되는 경우에는 초콜릿을 먹기도 하지만 자연식이 좋다고 

생각하여 산 것이다.  

(6) 리쟝 고성에서 아직 구경하지 못한 곳도 많겠지만 오늘(29.)은 옥룡설산(玉龍雪山; 위롱

쉬에샨)에 가려고 하는데 내 숙소에서 가까운 충의시장 정류장에서 옥룡설산 가는 버스가 있

는 것을 보아서 그곳에 가서 15 위엔을 주고 시내버스(옥룡설산 전용선 버스)를 타고 30㎞ 

떨어진 곳에 있는 버스 종점으로 가게 되었다. 종점에 상당히 못 미친 곳(景區入口)에서 먼저 

문표를 반표값인 50 위엔에 샀다. 종점인 감해자(甘海子)에서 버스를 내려 조금 들어가니 여

유복무중심(旅遊服務中心)이 있었는데 여기서 케이블카 표를 팔았다. 37)  위 문표를 사면 옥

룡설산 내의 여러 곳을 갈 수 있지만 우선 가장 높은 빙천공원으로 가려고 왕복 케이블카비 

120 위엔,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가는 셔틀버스비 20 위엔 합계 140 위엔을 주고 샀다. 케이

블카 타는 곳인가 하여 나가니 바로 케이블카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좌우로 왕복하면서 상당히 높이 올라가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탔다. 위 

삭도는 중간에 내려서 다시 타고 하는 등으로 긴 거리(2,911 미터)를 이동하였다. 케이블카

를 내려 밖으로 나오니, 너른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지점의 높이가 4,506 미터라고 표

지석에 쓰여 있었다. 나무가 없는 돌산 기슭에 시설된 잔도(棧道)를 따라 옥룡설산 정상에 가

려는 생각으로 올라가는데 숨이 가쁘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 고산병 증상인 것 같았다. 그

래서 창산에 오를 때 혹시나 필요할까 하여 샀으나 사용하지 않은 산소통을 열어 흡입하는 

등 하면서 쉬다가 ‘내 힘닿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하고 다시 오르니 첫 번째 전망대에 이르

렀다. 그곳에는 그곳의 높이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이 건강상 좋다는 안내 글이 

쓰여 있었다. 그곳에서 한참 쉬니 산소를 흡입하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았다. 가볍지만 배낭

도 메고 오르니 산소의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되는데 반해 고산이라 공기 중의 산소가 적어 

고산병 증상이 생기는 것 같으나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여 많이 쉬고 천천히 오르니 어지러운 

증상도 없어졌다. 고산에 오를 때는 자기 힘에 맞추어 천천히 쉬어가면서 오르는 것이 요령

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여 제일 위에 있는 전망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로는 잔도가 없었

다. 기분이 아주 흐뭇하였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벼서 그곳의 높이(4,680 미터)와 옥

룡설산에 대한 설명 등을 쓴 큰 표지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많아 순서를 기

다려야 할 정도였다. 내려올 때는 별로 쉬지 않아도 숨이 가쁘거나 어지럽지 않았다. 

 

다시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8 명씩 타게 되었는데 내가 탄 것에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 모두 여성이었다.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내가 꽃들 속에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내 중

국어 발음이나 문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한국

인이라고 말하고 나 혼자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여성이라고 한 후 내가 현재 꽃들 속

35) 登樓放眼舒心參禪證道, 聞鼓開懷作氣勵志(등루방안서심참선증도, 문고개회작기려지). 
36) 好登頂萬古樓高看, 樹鋪春色鳥吐花聲(호등정만고루고간, 수포춘색조토화성).

37) 내가 가진 여행안내책자(인조이 중국, 넥서스 2018년판. 이하 책이라고 한 것은 이 책을 지칭함)에는 옥룡설산에는 가장 높은 빙천공원(氷川公園,  
      삥촨 공위엔) 외에도 운삼평(雲杉坪), 모우평(牦牛坪), 백수하(白水河, 藍月谷이라고도 함) 등이 있다고 한다. 문표를 사면 이 곳들을 모두 볼 수  
      있으나(단 삭도비는 별도임) 이동 거리가 있어 다시 버스를 타더라도 하루만에 모두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위 책은 문표값 등 변경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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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하니 그제야 알아듣고 그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나에게 

웨이신(微信)이 있냐고 묻기에 그것은 없고 위챗(WeChat)은 있다고 하니 나의 휴대폰과 연

결을 시도하였다. 38)그러나 국제간의 연결이어서 그런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 여성이 자

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기에 나도 나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한국의 

국가번호는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 여성은 이름이 류치(劉綺)였다. 흐뭇하고 즐겁게 옥룡설

산의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와서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숙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버

스 터미널(麗江 客運站)에 가서 샹거리라, 루구후(瀘沽湖), 샤관, 솽랑 등으로 가는 버스의 시

각과 요금 등을 살펴보고 그 대략을 메모하였다.     

   

(7)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경과를 메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30일에 구경한 내용을 

메모해 두지도 않았고 또 내 휴대폰의 용량이 적어서인지 현재 사용가능한 저장공간이 1 GB 

이하인데 다른 앱의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자꾸 떠서 30일에 휴대폰의 ‘갤

러리’의 ‘사진’ 부분에 든 여행 사진 중 30일에 찍은 것과 옥룡설산에 가서 찍은 것 등을 지웠

다. 이렇게 하여도 휴대폰의 ‘갤러리’에 든 내용 중 ‘앨범’ 부분에 든 것은 그대로 남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웠으나 지우고 나니 ‘앨범’ 부분에도 그 사진들이 없어졌다. 아!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30일에는 어느 곳을 구경하였는지 통 기억에 없고 또 30일과 31일은 메모도 하

지 않아 적을 내용이 없다. 다만 지운 이후에 찍은 사진은 남아 있어 이 사진을 보고 31일에 

구경한 기억과 감상(感想)을 되살려 본다.  

9. 31.은 나시족이 목부에 자리 잡기 이전에 살았다는 슈허(束河)고진(古鎭)에 갔다. 리쟝에

서 슈허고진으로도 시내버스가 다녔는데 종점 좀 못간 정거장에서 내려서 찾아가야 한다고 

책에 쓰여 있어서 그 정류장에서 내려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부와 그 딸인 아가씨가 위 

고진을 찾아가는 것 같아 물으니 그렇다고 하여 나도 동행하게 되었다. 그 아가씨도 길을 몰

라 휴대폰으로 길을 찾아 갔다. 그 아가씨는 성이 왕(王)씨이고 감숙성에 산다고 한 것 같았

으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위 고진에 도착한 후에는 그들과 헤어져 구경을 다녔다. 책에는 

단체 여행객이 아니면 입장료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모든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받았

는데 나는 역시 반값만 내었다. 받은 문표에 사방청음(四方聽音)에서 몇 회에 걸쳐 가무의 공

연이 있다고 적혀 있어서 가까운 주변을 둘러본 후 위 장소로 가서 가무의 공연을 보았다. 그 

공연하는 곳 앞에는 대략 가로 세로 70 내지 80 미터쯤 되어 보이는, 관객이 모이는 광장이 

있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위 공터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들의 밑에 나무 둘레로 사각형으

로 설치된 앉는 곳에 앉아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위 무대 가까운 

곳에 모여서(그들과 나무 밑에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들로 인해 나무 밑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의 시야가 가려서 다소 불편하였다. 위 

공연을 본 후에는 위 고진 안을 발길 가는대로 돌아다니게 되어 ‘하리꾸(哈里谷)이란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부근에 옷을 대여하는 곳이 있는지 제법 많은 쌍의 청춘 남녀들이 인공 연

못가에서 39)붉은 결혼복을 입고 포옹을 하는 등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

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곳의 시냇물은 아주 맑았다. 또 한 곳은 비화촉수(飛花觸水; 날리는 

꽃이 물을 만지다)라는 곳인데  물이 상당히 넓게 고여 길게 흘러가는 것을 세 구역으로 나누

었고, 그 주변에는 붉은 꽃의 화분들이 아주 많이 연이어 배치되어 장관을 이루었다. 이곳에 

대해서는 ‘개구리의 울음이 북을 쳐 연주하듯 한 연못이었는데 지금은 술집들이 빙 둘러 있

어 여행객들이 술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만약 4월의 가래나무 꽃이 피고 봄바람이 넘

실거릴 때는 그대는 곧바로 무수한 꽃잎들이 낮은 허공으로부터 행복하게 파도 속으로 날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한밤중에 술이 거나할 때 꽃 같은 미녀도 연못 속에 

몸을 날려 뛰어들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비화촉수다!’라고 재미있게 설명해 놓

았다. 슈허(束河)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하였는지는 모르나 위 설명을 보니 그 말이 꽃들이 떨

어진 하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묶어 두려는 심정에서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였

다. 위 고진의 한 곳에는 한자를 병기(倂記)하지 않고 네모진 말뚝에 나시족의 동파(東巴)문

자를 적어 놓기도 하였다. 자기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인지 모르겠다. 구경을 마치고 이번에

는 혼자서 길을 찾아 버스 내린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한두 번 헷갈리기도 하였으나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돌아와서 남자 주인에게 샹거리라 가는

데 여행사 상품을 알아보니 비싼 것과 싼 것이 있어 

싼 것을 알아 봐 달라고 하니 주인이 그 여

행사로 전화를 하더니 나는 나이가 많

아 여행사를 통해서는 여행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시외버스를 타고 알

아서 여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40)그래서 커위짠에 가서 내

일 갈 표를 예매하였다.  

  

 

 

38) 귀국하여 내가 아는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에이신이 바로 위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9) 이 한 쪽에는 나시족이 숭상한다는 큰 개구리 한 마리와 작은 개구리 여러 마리가 만들어져 배치되어 있었다. 
40) 그 전에 다른 여행사에서도 저렴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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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샹거리라(香格里拉)에서의 여행 

(1) 9. 1.에 버스를 타고 샹거리라로 가는데 가는 길의 상당 부분이 협곡 사이로 시내물이 흐

르는 계곡이어서 여기가 호도협(虎跳峽)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으나 일부는 겹치는가 모르겠

으나 책과 비교해 보니 아닌 것 같다.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시냇물이 완전히 흙탕

물이었다. 역시 물은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물이 최고다. 가는 도중 소변

이 마려웠는데 한 곳에서 10분간 정차한다고 하였다. 화장실에 가니 1 위엔을 받았는데 대소

변이 급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감지덕지일 것이다.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화장실은 대소변 보는 곳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로 골을 만들고 앞

은 개방되어 있고 옆만 칸막이가 된 상황이어서 쭈그려 대변을 보는 사람이 훤히 보였다. 4 

시간 정도 걸려서 샹거리라에 도착하였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 숙소(國紅酒店)를 알아보니 1

인실은 50 위엔, 2인실은 80 위엔이라고 하는데 1인실은 방밖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

여야 해서 화장실이 방안에 있는 2인실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설은 리쟝의 

숙소보다 못하고 뜨거운 물도 그냥 따뜻한 정도여서 샤워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간 첫날 오후에 갈단 송찬림사(噶丹 松贊林寺)에 가려고 그곳으로 가는 버스(3번)를 탔고 가

는데 도중에 왼편 창밖으로 황금빛 지붕과 그 위에 뾰족한 원기둥의 큰 건물이 보여 그것이 

위 절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서 그곳으로 가보니 수리 중이었고 

건물 이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 사람도 드물어 겨우 만난 사람에게 물어 보니 

그곳은 박물관이라고 하였다. 다시 조금 전에 탔던 버스와 같은 버스를 타고(차비가 1 위엔

이어서 다행이다) 송찬림사라고 하여 내렸는데 그곳은 절 입구가 아니고 그 절로 가는 입장

권을 파는 곳이었다. 반값인 36 위엔(이에는 위 절까지 실어다 주는 버스 값도 포함되어 있

다)을 주고 위 절에 가서 구경을 하였다. 산 언덕위에 있는 위 절이 사진으로 본 포탈라궁과 

비슷하였는데 그래서 작은 포탈라궁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그 절 안에는 불교에 관련된 많은 

선물용 소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 또 집사람이 좋아할지도 알 수 없어 

리쟝에 돌아가서 다른 것을 사기로 하고 그 절 안에서는 사지 않았다. 그러나 밖으로 나와 내

려오는 길 중간에 또 선물 파는 곳이 있어서(여기에서도 스님이 판매하였다) 여기의 것은 크

기가 좀 작기는 하지만 안에서 파는 가격의 반 정도여서 여기서 법륜과 경통(經筒)이 연결된 

것 하나와 작은 흰 색의 돌(옥돌?) 같은 것에 여러 개의 열매 묶음 같은 것이 양각(陽刻)되어 

있는 열쇠고리 하나를 나에게 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샀다.(집에 가서는 집사람에게 주

었다) 

아직 해가 질 시각이 남아 있어서 샹거리라 고성으로 가는 길이나 알아 놓으려고 1층 접객실

에 앉아 있는 여성(처음 입실할 때 교섭한 여성이 아닌 것 같기도 하였다)에게 물어보려고 하

는데, 그녀가 먼저 나도 본 방금 올라간 사람과 같이 고성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지 않

겠냐고 하는 듯힌 말을 하였으나 안 한다고 하고, 고성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며 어디서 내려

야 하는지를 물으니 바로 여관 앞에 있는 정류소에서 7번 버스를 타고 남문에서 내리라고 하

였다. 7번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기사에게 남문에 가느냐고 물으니 남문은 가지 않는다고 

하므로 그러면 고성에 가려면 어디서 내리면 되냐고 하니 동문에 내려 주겠다고 하였다.  기

사가 내려준 곳은 인민법원이라는 정거장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되돌아가니 바로 동문이 있

었다. 그 문에는 ‘두커종 동먼(獨克宗 東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어서 고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7번 버스가 되돌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선로로 가서 그 버스를 

탈 생각으로 걸어서 아까 타고 온 방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혈당을 재어 보니 300

이어서 계속 걸어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7번을 타기로 하였다. 가다가 십자 교차로가 나오면 

감(感)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도로변의 버스운행 알림표를 보고 위 버스 번호가 안 보이면 다

른 곳으로 가는 등으로 계속 걸어가서 결국 걸어서 숙소까지 돌아갔다. 운동을 톡톡히 하였

다. 리쟝에서도 밤에는 추워서 옷을 입고 자기도 하였지만 여기는 리쟝보다 더 북쪽인데다 

고원지대라서 그런지 더 추워서 히터나 침대에 전열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아도 잘 몰라서 그

런지 찾지를 못하였다. 리장에서보다는 더 두터운 옷을 입고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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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소에서 내일 샹거리라 부근의 구경할 곳을 책을 보고 살펴보는데, 고성에 대해서는 구

경할만한 장소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서, 먼저 고성에 가서 아무데나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

경을 하고, 그런 후에 푸다춰(普達措) 국가공원과 나파하이(納帕海) 중에서 나파하이를 구경

하기로 하였다. 나파하이는 7~9월에는 호수로 되었다가 10월부터는 습지와 초지로 변하는

데 10월이면 두루미 등의 다양한 철새들이 온다고 한다. 나는 철새에는 관심이 없으나 그곳

에 가면 초원에서 말을 탈 수 있다고 하여 내몽고에서 말을 조금 밖에 못 타본 것이 한이 되

어 말타는 것에 관심이 많아 그곳에 가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제 본 고성의 동문으로 들어가니 성문의 누각에는 샹거리라(香格里拉)라가 아닌 ‘두커종

(獨克宗)’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티벳어로서 돌 위에 지은 백색 성루, 또는 달빛 머금

은 성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더 들어가니 귀산공원(龜山公園)이란 광장에서 각각 복장이 다

른 사람들이 모여 소수민족들의 단합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의 안

내판을 보니 대불사(大佛寺)란 곳이 있어서 찾아 가려고 하여도 어려워서 물어서 찾아가니 

바로 위 공원에서 본 산위의 금빛 지붕의 건물이 그 절이었다. 절 안으로 들어가 참배를 하고

(이 절도 티벹 절이나 모두 신발을 벋지 않았고 또 벗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와서 그 건물 옆

에 있는 높고 금빛 찬란한 원통에 가보니 그것은 경통(經筒)이라는 것으로서 그 원통의 

표면에는 불상과 천신, 산, 티벳어로 쓴 경문, 다양한 옷차림과 동작을 하는 많은 사

람들, 티벳 사람들이 신성시하거나 길상(吉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연꽃, 매듭, 화병, 법륜 

등이 양각(陽刻)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는 갓을 쓴 사람도 있었는데 아마

도 우리민족의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서너 사람이 경통 둘레 곳곳에 설치된 줄을 당겨 경

통을 돌리려고 했으나 힘이 부족하여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가세하여 같이 줄을 당

기니 천천히 돌기 시작하였다. 

위 절을 내려와서 더 이상 고성을 구경하지 않고(위 고성은 30 분이면 다 둘러 본다고 하는

데 이것이 조금 후회스럽다) 나파하이로 가는 차를 알아보니 12로(路) 시내버스(公交車)가 

거기로 간다고 한다. 차가 자주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탔는데 차비는 2 위엔이었다. 

이 버스에는 승객이라고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2 명밖에 없었다. 버스 차창으로 보니 그곳은 

넓은 호수이면서 일부는 푸른 초지도 있고 얕은 늪지도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중간에 말

타는 곳으로 보이는 곳에 말들이 매여 있는 것이 보였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내리지 못

하고 계속 버스를 타고 있으니  버스기사가 나파하이를 구경하려면 여기서 내려 도로를 따라 

가면서 구경하라고 하여서 얼떨결에 내렸다. 나를 제외한 구경꾼은 가끔 승용차를 타고 가다

가 사진을 찍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다. 나는 외로운 유랑객이 되어 버스가 지나간 도로변

을 따라 걸아가면서 구경을 하였는데, 그 호수 주변에는 빙 둘러 가면서 마을과 산, 그리고 

하늘에는 흰 구름들이 있어 그것들이 호수 물에 잠긴 그림자가 실제의 그것보다 더 멋있게 

보였다. 또 지금은 철이 아니어서 새들이 별로 없었으나 한 군데 가니 흰 두루미와 청둥오리 

같은 새가 물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소변이 마려웠으나 도

로변에 곳곳에 청정한 수자원 보호라는 글이  보여 감히 길가에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참고 

한참을 가다보니 길옆에 돼지우리가 있고 돼지도 보여 이곳에 돼지도 키우고 대지의 분뇨도 

배출되는데 사람의 소량의 소변이 배출된다 하여 어떠랴 하는 생각에서 그 돼지우리 쪽으로 

가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았다.  

도로변을 따라 3 ㎞쯤 걸어가도 보이는 풍경은 비슷하고 배도 고프고 하여 몇 채의 새로 짓

는 집이 있는 곳에서 가지고온 고구마와 인절미 같은 것을 먹었다. 되돌아오는 12로 버스가 

한번 보였으나 그 뒤로는 한 시간 정도가 되어도 되돌아오는 버스가 없어서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17: 20 발 리장 가는 차표를 사놓아서 그때까지 시외버스 주차장에 돌아가

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최초 버스를 탄 곳까지는 아무리 해도 걸어서 갈 수는 없겠

지만 한 곳에서 우두커니 버스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걸어서 처음 내린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다시 한 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 명의 젊은 남녀가 호수 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도로

변에는 그들의 차로 보이는 승용차가 2 대 정도 있었다). 그들의 일행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

자만 도로 중앙에 서 있었다. 답답한 나는 그 사람에게 고성으로 가는 12로 버스가 언제쯤 오

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성으로 돌아가서 리쟝으로 가는 버스 탈 

시각이 많이 남지 않은 곤란한 사정을 말하니 자신들이 내가 처음에 버스에서 내린 곳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더니 그들의 승용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서로 얘기도 하다 보니 좋은 인상

이 들었는지 샹거리라 고성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당연히 나는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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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버스를 내린 곳을 지나서 더 가다가 그들이 혹시 말을 탈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사실

은 나도 말을 타는 것이 나파하이에 온 주 목적이나 어디서 어떤 절차로 타는지를 모르는 상

황이어서 오늘은 말 타는 것은 운이 없어 못하고 만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아주 좋다고 하

면서 그들과 같이 말 타는 것에 동참하였다. 말을 타려는 그들의 일행이 뒤에 온 차에 탄 사

람들을 포함하여 모두 7 명이었는데 여성도 4 명이 있었다. 내가 타는 말은 내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말고삐를 잡고 끌었다. 그들 덕분에 80 위엔에 말을 약 30 분가량 탔

다. 초원으로 나가서 타게 되었는데 일부는 물이 올라오는 곳도 있어서 위 할머니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 일정한 거리를 간 후에는 되돌아 갈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부 말은 마부들

이 끌고 되돌아가서 다른 말을 끌고 왔다.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 말 주인이 달라서 균등

한 돈 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되돌아 갈 때는 한 청년이 혼자

서 말을 타고 가니 여자 3명과 다른 남자 1명도 혼자서 말을 타고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자

신도 없고 혹시 낙마하여 다치거나 옷을 더럽히기라도 하면 곤란하여 그런 모험을 하지 못했

다. 말타기를 마친 후 그들 중 3 명이 차 한 대에 나를 태우고 나의 숙소에까지 태워 주겠다

고 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내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로부터 친절하게 도움을 

받은 일들을 얘기 하면서 그 중 나를 적극 도와주는 사람의 성을 물으니 ‘캉’이라고 하였으나 

그  성의 글자를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 옆자리의 사람이 ‘캉롱요우회이(亢龍有悔)’

의 캉이라고 하여 비로소 그의 성이 亢(중국 발음은 캉, 한국발음은 항)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위 ‘캉’씨가 마음에 들어 위 문장이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

안하여, ‘높은 지위의 사람이 너무 교만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지만 지위가 높은 것 자체는 나

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내 중국어 실력이 그 정도가 못되어 41)그냥 묵묵

히 있었다. 앞으로 좀더 중국어 실력을 닦아 그런 표현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

겠다. 

그들이 내 숙소에까지 태워다 주어서 나는 숙소에 맡겨 둔 짐을 챙겨 버스터미널로 가니 15

시 10분 전인데 15시 버스로 바꿀 수 있다고 하여 마음을 졸이면서 5 위엔을 더 주고 바꾸어 

겨우 탔다. 그러나 그 종업원들은 버스가 발차 시간이 되었다 하여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지 느긋하였다.   

위 버스표를 바꾸면서 5 위엔을 더 준 것이 알고 보니 그 버스는 고속버스이어서 그런 것을 

리쟝에 도착하였을 때 알게 되었다. 그 터미널은 내 숙소 가까이 있는 리쟝커윈짠이 아니었

고 숙소에서 상당히 먼 까오콰이커윈짠(高快客運站)이었다. 아무튼 오늘은 너무 운이 좋아 

기분이 아주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운이 좋아 다른 화(禍)가 뒤따를까 봐 걱정도 조금 되

었다.  

 

 

 

 

 

 

 

 

 

다. 루구후(瀘沽湖) 여행  

(1) 샹거리라에서 돌아온 다음날(9. 3.)은 비가 와서 방에서 자다 말다 하다가 오후에는 비가 

좀 그쳐서 다시 고성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길 안내판을 보니 보현사(普賢寺)라는 절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물어물어 찾아갔으나 이미 해가 져서인지 문이 잠겨 있었다. 

숙소로 돌아가면서 내일 루구후로 갈 때 먹을 생각에서 인절미 비슷한 떡과 바나나를 샀다.  

어제(9. 3.)까지 방값을 주었고, 오늘은 퇴방(退房)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05: 30경 일어나서 

짐을 꾸리는데, 차 끓이는 주전자, 여행경비에 보태어 쓰라고 30만 원을 송금한 4촌 여동생

의 선물과 아내에게 줄 선물, 더워서 따리에서 산 중절모, 비가 와서 새로 산 신발 대신 헌 신

발 등을 챙겨서 짐을 꾸리니 여행을 올 때보다 짐이 많이 늘어났다. 이번에도 혹시나 하여 팬

티, 내복, 양말 등을 여러 개, 짧은 팔의 티셔츠 3 개, 긴 팔의 티셔츠 1 개, 잠바 1 개 바지 1

개(입고 출발한 것 제외) 등을 챙겨왔으나, 이번 여행에서는 한 숙소에서 여러 날 묵다 보니 

팬티와 내의, 짧은 티셔츠는 세탁비누를 사용하여 손으로 씻어 말려서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종류의 옷이나 양말을 이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 바지도 입고 온 것이 구겨지지도 

않고 때도 타지 않아 앞으로 귀국할 때까지 입어도 충분할 것 같다.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좋

지만 가능성이 아주 적은 그 ‘만약’ 때문에 실제로는 불필요한 짐을 많이 준비해 오는 것은 결

국 고생을 자초하는 것임을 절감하였다.  

짐을 꾸린 후에는 티벹의 유명한 불교학자이고 수행자인  소걀 린포체가 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한 ‘西藏生死書 一日日課(서장생사서 1일1과)’를 단어를 찾아 가면서 읽다가 보니 07: 

30경이 되어서야 숙소를 나서게 되었다. 짐 두개를 미리 양해를 받은 대로 위 부상부 주점에 

9. 6.까지 보관을 부탁하고, 어제 들어가 보지 못한 보현사에 가보려고 가는데 어제도 찾는

41) 내가 이미 또는 뒤에도 중국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농담도 하였지만 내 발음이나 문장이 정확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짐작으로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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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힘이 들었지만 오늘도 헷갈려 물어보려고 하여도 비가 조금 오는 이른 아침이라 물어볼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혹시 보여도 그 사람도 여행객이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힘들

게 겨우 찾아갔으나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 08:00까지 기다려 볼까 하다가 예매한 버스

표가 09:00여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포기하고 배낭을 지고 터미널로 

바로 갔다. 터미널에서 짐을 검색대에 통과시키기 위해 등에 지고 있던 배낭을 벗다가 위 배

낭이 충의시장에서 산 비닐봉지에 든 콩국을 들고 있던 손을 쳐서 콩국을 검색대 옆의 바닥

에 쏟았다. 42)너무나 당황하여 손에 든 여권과 버스표를 흘리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검

색을 마친 후 대합실에 들어가서 한숨 돌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여권과 버스표가 

안 보여 호주머니를 뒤져 찾아보아도 없었다. 크게 당황하는 순간 검색대에 근무하던 아가씨

가 이것이 당신 것이냐고 하면서 가져다주었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만약 

찾지 못하였다면 어느 지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해외 영사관에 가서 다시 임시 여권을 발급받

아야 되기 때문에 루구후 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로 발급받아야 되

며 시일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 볼 일도 보고 인슐린 주사도 맞고 하여 버스를 탈 준비를 마치고 무사

히 버스를 타고 루구후를 향해 가는데, 내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았다. 머리가 허연 노인이 

주제를 모른다고 할까 봐 얘기를 걸지 못하고 여행안내 책만 보았다. 중간에 식사시간을 주

었을 때 상점에서 오이를 사면서 중국말을 하니 내가 중국말도 제법 하는 한국 사람인 것을 

다른 승객들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승객들이 나에게 말을 걸게 되어서 대화도 조금하였다. 

다시 승차를 하였을 때 내가 안전띠 매는 것을 잊고 있자 그 여성이 안전띠를 챙겨주어 고맙

다고 인사를 하게 되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여성이 보여주는 신

분증을 보니 이름이 차오광슈(曹光秀)였는데 아마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인 것 같았다. 종점 못가서 문표(노인표 35 위엔)를 살 때와 종점에 내려서 되돌아 갈 버스표

를 예매할 때 나를 도와주었다. 장거리 여행에 무료하지 않게 얘기도 나누고 친절히 나를 도

와 준 고마운 분이다.  

  

(2) 차표를 사고 나니 다른 승객들은 모두 일행들과 영업하는 승용차나 마중나온 차를 타고 

가버리고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나는 내린 곳인 따루어쉐이춘(大落水村)에서 리거(里格)라

는 곳으로 가서 묵고 구경할 생각이었는데, 책에는 리거러 가는 미니버스가 있다고 하였으

나,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타는지 등을 알 수가 없었다. 위 도와준 분의 말이 몇 사

람이 어울려서 80 위엔을 주면 영업용 승용차를 탈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같이 타고 갈 사람도 

없어서 고민인데 젊은 어느 승용차 기사가 나에게 접근하여 흥정을 하더니 40 위엔에 타라

고 하여서 그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족(彝族)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여

러 가지를 물어 보기도 하고 한국의 동전이 있는지 물어서 손가방을 뒤져 보니 100 원짜리 

동전이 2 개 잡혀서 주었다. 리거에 내려서 몇 군데 숙소를 살펴보고 가장 싼 곳인 彩霞漫天

餐廳(채하만천찬청)이란 곳에서 60 위엔에 2 일간 묵기로 하고 야진 없이 120 위엔을 지불

하였다. 43) 아직 해가 질 때가 아니어서 리거 반도(半島) 주변을 둘러보고 난 후 리거의 동네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 루구후 주변에 있는 따루어쉐이춘, 리거, 니싸이(尼賽), 샤오

루어쉐이춘(小落水村) 중 아직 가보지 못한 니싸이 등 다른 마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아 

두었다. 위 숙소에서 저녁을 시켜 먹는데 야채 종류가 아주 싸서 각 10 위엔 하는 토마토, 배

추, 두부와 밥을 주문하여 먹었다. 밥은 따로 값을 받지 않고 모두 30 위엔만 받았다. 식사를 

하고 나서 주인 남자와 얘기를 하였는데 주인은 67세로서 뱀띠라고 하였다. 위 주인은 여관

의 돈 받는 테이블에서 일을 보고 있었고, 주방에서 일하는 남자는 그 사람의 아들로 보이는

데 눈치를 보니 그 아들에게는 여관 관리의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듯하여 내가 중국말로 표

현을 할 수가 없어 다리를 질질 끌며 걷기 힘든 모습을 보이며,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 되

면 돈이 있어도 여행을 할 수 없으니 나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십시오.” 하고 말을 하니 당신 

말이 맞소 하고 대답을 하였다. 

 

(3) 리거가 특히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다음날(9. 5.)에는 어제 봐 둔, 산 중텩의 도로

를 따라 니싸이쪽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굽이굽이 산골짜기를 따라 난 지그재그의 도로이다 

보니 빤히 보이는 곳을 가는데도 그 직선거리의 3 배정도를 걸어야 도달할 수 있었다. 40 분 

정도 걸어 니싸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도로변에 몇 포기의 코스모스가 피어 있엇다. 그것을 

보니 내 고향 북천에도 지금쯤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을 것을 생각하니 자주 보는 평범한 꽃

이지만 더욱 반가워 사진을 찍었다.  

니싸이는 모두 10 호(戶)정도 밖에 안 되는 마을인데 지금 또 큰 건물을 짓는 공사가 2, 3 군

데에 진행되고 있었다. 조용한 시골에 상업화가 진행되는 이러한 변화가 꼭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마을에는 정인수(情人樹)라고 불리는 나무 2 그루가 서로 어깨를 기대고 같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간격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

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청춘 남녀가 여기에 와서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고 그곳에 있는 설명문

에 쓰여 있었다. 그 내용 중에는 ‘원컨대 하늘에서는 비익조(比翼鳥)가 되고, 땅에서는 연리지

가 되어 지이다(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재천원작비익조, 재지원위연리지).’ 44)  

42) 배낭에 든 수건을 꺼내어 쏟아진 콩국을 닦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다행히 검색대에서 일보는 아가씨가 그냥 두라고 하였다.  43) 위 숙소에도 위층에는 비쌌으나 리장에서도 60 위엔에 묵었다고 하니 1층에 60 위엔짜리 방이 있다고 하여 목게되었다. 아마 식사도 당연히 이곳에서 
      할 것이고 이곳에서 안마도(주인이 몇 번이나 안마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방안의 전등 스위치 바로 옆에도 안마하는 곳의 연략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싸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부근에 80 위엔짜리 방도 있기는 있었다. 
44)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이 날개와 눈이 각각 하나뿐이어서 서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상상의 새이고, 연리지에서 理는 나무의 결(무늬)을 뜻 
     하는데 연리지는 한 나무의 가지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나무결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말한다. 이 문장은 원래 백거이의 장한가(長恨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임을 귀국 후에나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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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절과 함께 여기서 사랑을 고백한 남녀들이 정이 더욱 깊어져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지

기를 바란다는 말도 있었다. 좋은 말인 동시에 청춘 남녀들에 대한 좋은 관광 유인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관광의 진흥을 위해 이러한 노력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되

었다. 연인들 누구나가 바라는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 말에 너무 심

취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불만스럽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불행을 키우는 일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보다는 나도 결점이 많으니 비록 자신의 배우자가 결점이 있더라

도 그 결점을 받아들이고 그 결점까지도 사랑하는 자세가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까 한다. 우

리는 이상을 향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상에 못 미치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니싸이 가는 길의 언덕에서 보니 멀리 산등성이에 지붕이 황금빛으로 보이는 절 같은 건물이 

있어 불교신도인 내가 루구후에 와서는 한 군데도 절에 가보지 않아서 그곳에 가보려고 니싸

이 마을을 지나 위 건물이 있는 곳으로 또 걸어서 갔다. 이 길은 굴곡이 많지 않아 1 ㎞ 정도 

걸으니 도착했다. 그 절 같은 건물은 대비해라경당(大悲海螺經堂)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는

데, 그 건물 안에서는 티벹어로 불경을 염송하는 것 같은 소리가 음향기기를 통해 계속 흘러

나왔다. 참배를 하고 밖으로 나오니 음료와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 2 명이 나와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나를 보고 음료가 필요하지 않는지 물었다. 스님은 없는지 보이지는 않았다.  

 

(4) 다시 숙소로 되돌아가는 길에 다시 니싸이에 이르러 시간도 넉넉하여 삭도를 타고 거무

뉘션(格姆女神) 동굴에 올라가 보기로 하였다. 책에는 110 위엔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는 왕복 리프트비가 70원이었다. 리프트의 삭도 길이는 1,500미터이고 타는 곳에서 내리는 

곳의 고도 차이는 645 미터라고 한다.45) 리프트를 내려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멀리 니싸

이와 샤오루어쉐이춘, 리거 등이 맑고 환하게 보였다. 이것만으로도 여기에 올라온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다시 잔도의 수많은 계단을 따라 좌로 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올라가 여신

동(女神洞)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위 동굴 안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물이 되어 떨어져서 

그런지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다. 위 동굴 안에는 작은 동굴들로 연결되는 여러 갈래의 길들

이 있어서 희미한 빛이 나는 선(線)으로 길을 나타내었으나 발 디딜 곳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

아 혹시 추락하거나 넘어질까 봐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작은 플래시를 가져와서 아주 도움

을 많이 받았다. 티벹에서는 훌륭한 스승의 인도를 강조하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구간에는 가파르고 좁아서 손으로 계단을 짚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도 바닥에 

대고 올라가야 하는 곳도 있었는데, 여기에 올 때는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

기도 하였다. 몇 군데 사람 모양의 조상(彫像)이 있었으나 어느 분이 거무뉘선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곳에는 천제(天梯)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은 바

로 여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었다. ‘모양이 있는 하늘의 계단은 신혼방에 들어가고, 모양

이 없는 하늘의 계단은 천당에 들어간다는 전해오는 말이 있다. 옛날에 총명하여 능히 여신

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모쒀(摩梭. 루구후 주변에 사는 소수민족)인(人)이 있었는데, 그는 

“차라리 자신이 고통을 받을지언정 남을 근심스럽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도리를 깨달았다. 

이것은 곧 무형의 천제의 내용이고 여신의 사람됨에 대한 준칙(準則)이다. 이 사람은 이 도리

를 실천함으로써 세상과 남들을 이롭게 하여 뒤에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는 보살이고 여신이

다. 라고 칭송받았다.’ 또 곤인곡(困人谷)이라는 글도 우리나라의 흥부와 놀부의 얘기와 비슷

한 취지와 내용으로 사람의 과욕을 경계시키는 좋은 내용이었다. 리프트를 타고 위 산을 내

려올 때 루구후로 오는 버스 속에서 나를 본 청년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스쳐 올라가면서 인

사를 하여 반가웠다. 위 산을 내려와서 리거로 되돌아 갈 때는 산 중턱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

다가 리거 반도가 보이는 곳부터는 낮은 산길을 따라 왔는데 호수변의 늪지를 지나기도 하였

다. 숙소로 돌아오니 주인이 내일 오후에 버스정류장에 실어다 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

을 숙소 주인이 손님에 대한 써비스로 공짜로 태워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그 말을 오해한 듯하여 다시 확인하여 물으니 다른 사람과 동

승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80 위엔이지만 나는 혼자이니 40 위엔만 달라는 것이었다. 여객운

송을 업으로 하지도 않는 분이 그 업을 하는 사람과 똑 같은 요금을 자기 여관에 숙박한 손님

에게 받는다고 생각하니 다소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말하는 사람은 

45) 위 책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정보가 많았는데, 고도 차이가 1,000 미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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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히(일반적인 뜻으로만) 말했으나 듣는 사람은 다른 뜻(일반적인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

으로 알아듣는다.’ 46) 라는 말과 같이 ‘아! 내가 남의 말을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이 분은 

장사를 하여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므로 유료가 당연한데도) 내 편한 대

로 지레 짐작하였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5) 리거에서 이틀을 묵은 후 아침을 먹고 주인에게 大落水村의 버스터미널로 빨리 갈수록 

좋다고 애기하니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나를 태우고 위 버스터미널로 태워다 주

었다. 약속한 대로 40 위엔을 지불하였다. 위 차를 타고 가면서 주인이 내가 말한 대로 자신

이 만약 한국에 여행을 간다면 당신이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고 하므로, 내가 만약 그때 부

산에 있다면 무료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자신이 한국에 가면 여자를 한 사람 

붙여 줄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이것은 농담으로 하는 것이어서 나도 농담으로 “그것은 한번 

찾아보아야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여자는 예쁘고 또한 젊은 사

람일 것이니까.”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껄껄 웃었다. 

09:30경 위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내가 예매한 표는 14:30 발 차여서 빨리 가는 차로 바꾸

어 달라고 하니 벽에 붙여놓은 버스 상황표에 없는 12:30 차표로 바꾸어 주었다. 아직 시간

이 많이 남아서 거리를 걷다 보니 호수 가운데 있는 섬 등으로 가는 배들이 있는 부두에 닿았

다. 그곳에 있는 중국 루구후라고 쓴 큰 바위 앞에서 위 바위와 나를 함께 넣어 사진을 찍은 

후, 그곳 호반(湖畔)에 죽 뻗어있는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주위의 풍경을 구경하였다. 호수

의 물이 맑고 투명하였는데 호수물에는 낙화인 것으로 보이는 흰 꽃이 많이 떠있어 자세히 

보니 그 줄기가 호수 바닥에 내려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초의 꽃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로의 끝에 조금 못 미친 곳에 있는 음료판매점의 상호가 ‘糊塗歲月(호도세월)’이라

고 되어 있는데 청나라 때 졍빤챠오(鄭板橋)라는 분의 ‘難得糊塗(난득호도)’라는 글을 본 적

이 있어 차를 팔면 한 잔 사먹을까 하여 그 매점 안으로 들어갔으나 차는 팔지 않고 술과 커

피 등만 팔았다.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총명하기도 어렵지만 어

리석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니 그들도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었다.47) 터미널 가까운 곳에 있

는 표지판에 보니 일존사(日尊寺)라는 절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적혀 있어서 아직 시

간이 있어서 거기에 가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물어 보아도 찾을 수가 없고 승

차시간도 촉박하여 포기하고 말았다. 

터미널에 돌아와 타고 갈 버스를 보니 소형으로서 좌석이 12 번까지 있고 승차 정원은 19 명

이었다. 내가 처음에 샀던 버스표는 중형 고1급(中型 高一級)으로서 80 위엔을 주었는데, 이 

버스는 그것보다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48) 표를 바꾸어 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된 일

이냐고 물으니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승차하고 차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그들도 80 위

엔을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한 승객에게 차비를 얼마 주었는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다

른 승객에게 물어 보니 80 위엔을 주었다고 하였다. 나는 사무실벽에 적힌 버스 상황표의 휴

대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차액을 내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니 그 사람이 여기에 참고적일 

뿐(僅供參考)이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정기적인 버스는 출발 시각과 요금이 적혀 

있으나 그 외의 것은 적어 놓았던 요금을 가려 놓았고, 또 참고일 뿐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였

으나, 다소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기분이 들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고 적응

하는 수밖에 없었다. 위 사무원은 질문을 하여도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면서 질문을 하나 

이상 하면 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동네가 원래는 순박한 시골이었을 것이나, 상업화 되면

서 돈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그 밖의 것은 뒤로 밀려난 느낌이 들었다. 다소 성신(誠信)하

지 못하고 또 자기의 직업을 존중(敬業; 경업)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위 버스의

에어콘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손을 대어보아도 알 수 없었으나 앞 사람이 조금 열어 놓은 창문

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시원하여 다소 좋지 않은 기분을 삭혀주었고 무사히 리쟝에 도착하였다.  

 

4. 다시 솽랑으로 

가.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1) 루구후에서 리쟝으로 돌아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으나 숙소에서 조금 있으니 비가 그쳤다. 

다시 1박 하기로 하고 보현사와 심우각에 가볼 생각으로 고성 안으로 들어갔으나, 기억력이 

좋지 않고 미로가 많아 거리 표지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보현사는 종교 건물이어서 그런지 

표지판에 안 적혀 있고 그 부근의 담벽에 적혀 있었다) 찾지를 못해 고생을 하다가 겨우 찾았

으나 역시 시각이 늦어서 그런지 문이 잠겨 있었다. 다시 심우각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위 보

현사가 있는 곳의 길이 처음에 내가 가보아 잘 아는 길이 아니어서 한참을 헤매게 되어 그 덕

에 안 가본 거리도 구경하였다. 겨우 심우각을 찾았으나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문이 잠겨 있

었다.  

 

(2) 내가 지난번에 솽랑에 갔을 때 몽지원의 여주인에게 2, 3일 후 여기에 와서 묵겠다고 말

을 하였는데 이것은 예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정임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고, 나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중국에 다니면서 민간외교를 한다는 생각

을 하면서 여행하기 때문에 리장에서 바로 쿤밍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편리하였으나 위 루

46) 說者無心, 聽者有意(설자무심 청자유의). 
47) 이번 여행에서 상해 푸동 공항의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산 것이 돌아가신 지셴린(季羨林) 교수님의 ‘과호저일생((過好這一生)’이란 책을 샀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는 10장의 그림과 한두 줄의 글이 있는데 두 곳에서 진정한 호도와 가짜 호도에 대해서 언급했다. 

48) 이것은 61 위엔인 小型 中級이라고 생각되었고 중형 고급은 71 위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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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후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일부러 솽량으로 가는 버스표를 사게 되었다.49) 게시한 버스 상

황표에 있는 09:10 차표를 달라고 하니 그 차가 없고 10:10 차가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차는 

없다고 하였다. 나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차표를 샀다. 그것은 이미 보현사에 

세 번이나 갔으나 들어가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리장에서 다시 1 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보

현사에 갔다가 10:10 차를 타면 적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 사수(四修)만에 보현사에 들어가다 

(1) 9. 7. 아침에 다시 짐을 꾸려 놓고 08:40경 보현사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는

데, 나보다 먼저 온 모자(母子)도 기다리다가 목부를 먼저 보고 온다고 가버렸다. 나는 숙소

로 돌아가 짐을 챙겨서 다시 터미널까지 가야 하므로 내심 초조하였으나 마지막 기회이어서 

참고 기다리니  09:20경에야 속인(俗人) 2 사람이 와서 문을 열었다. 한국에서는 절에는 스

님이 주석하고 또 문도 안에서 여는데 위와 같은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스님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고 위 두 사람만 일을 보았다. 부처님께 참

배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주련 등에 좋은 글귀도 보이지 않고 다만 포교용 책자가 있어 얇

은 것만 골라 몇 권을 얻었다. 그래도 사수를 한 보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보현사 문을 나

설 때 버스 출발시각이 많이 남지 않아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숙소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짐을 꾸리면서 더워서 입고 있던 우의 비슷한 바람막이 상의를 벗어 놓고 챙기지 

못하고 짐을 끌고 지고 위 숙소를 나왔다. 터미널에 도착하였을 때야 비로소 위 옷을 가져오

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되돌아 갈 수가 없었다. 10시 5분경 개찰을 하

려고 개찰구로 가니 직원이 10시 반에 오라고 하였다. 미리 이러한 사정을 알려 주었으면 숙

소로 되돌아가서 옷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중간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옷은 1만 5천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인연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안하였다. 10시 

반이 되어 승차를 하였으나 그 시각이 출발 시각이 아니어서 10:47분경에야 출발하였다. 이

와 같이 원래의 발차 시각보다 많이 지연 출발하자 근검절약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가르친 

아버님의 훈육 덕분(?)에 구두쇠가 된 업습(業習) 탓으로 두고 온 옷 생각이 다시 났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목숨도 경우에 따라 잃는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방하착(放下着) 하라는 말

을 떠올렸다. 솽랑으로 가는 길이 편도 2차선의 도로였는데 그래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가

는 도중 알고 보니 위 버스의 종점이 솽량이 아니고 빈추안(賓川)이어서 혹시 내가 자거나 어

두워서 솽랑에 도착한 줄을 모르고 지나칠까 봐 마음을 제법 졸이기도 하였다.    

 

(2) 솽랑에 무사히 도착하여 10 여일 전에 들렀던 멍지위엔 객잔으로 가려고 짐을 끌고 지고 

가니 거리가 멀어(1㎞ 정도) 상당히 힘들었다. 위 객잔에 도착하여 여주인을 보고 10 여일 전

에 왔던 사람인데 알겠느냐고 하니 알아보았다. 100위엔에 하루를 묵기로 한 후 짐을 끌고 

오면서 고생하였다고 하니 버스터미널에 전화를 하여 내일은 13:30에 와서 짐과 사람을 터

미널까지 실어다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내일 14시에 출발하는 쿤밍가는 

버스표는 이미 사두었다.) 위 객잔은 백족의 객잔이어서 정원에 꽃도 많았다. 또 방 앞의 복

도에 햇볕이 잘 들어 팬티와 상의 남방을 빨아서 널어놓으니 저녁에 들어왔을 때 다 말라 있

었다. 위 객잔의 접객실의 벽에는 ‘은 빛의 창산은 일부러 거문고를 숨긴지 오래되고, 푸른 

(얼하이의) 물은 하늘에 맞닿아 그 경치가 기이하다.’ 50) 라는 글귀가 주인의 선조들의 큰 사

진의 양쪽에 쓰여 있었다. 이 집은 마당에 물로 붓글씨를 쓰는 종이와 붓을 준비해 두고 또 

위와 같은 글을 보니 이 객잔을 연 분이 유식한 분이었던 것 같다. 도착한 날 오후에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보았던 중심가의 거리를 거닐면서 조금 자세히 구경하였다. 또 옥기도(玉幾島)

란 곳에 입장료 5 위엔을 주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였으나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 전혀 섬 같

지가 않았다. 

 

(3) 솽랑에서 하루 밤을 지낸 후 오늘(9. 8.)은 배를 타고 남조풍정도(南詔風情島)를 가보게 

되었다. 섬의 바닷가를 따라 걸어서 둘러보는 데 30 분 정도 하니까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다. 

위 섬의 중앙에는 남조를  외적으로부터 지켜내거나 잘 다스린 사람들의 조상(彫像)이 모셔

져 있었다. 그 중에는 대리국을 멸망시킨 원(元) 세조(世祖) 쿠빌라이도 있어서 기이한 느낌

이 있었는데 분할된 중국을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여기에 모셨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곳에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부모 밑의 자식들도 수십 또는 수백 

세대가 지나면 흩어져 따로 따로 살게 되고 그러면 피는 같아도 친밀감이 덜할 수 있고 이러

한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면 다른 민족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국가

는 행정 통치를 위한 조직인데 민족이든 국가이든 지배계급들이 그들의 이념을 그 구성원들

의 단결을 위해 그들에게 교육하여 주입시키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 세조가 

남조국(대리국)을 멸망시켰지만 남조풍정도에 모셔진 것이 깊은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고 생각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진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개인으로서의 인간 자체에 착안하면 그들 모두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세계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 섬 중앙 부근에는 백의

(白衣)의 큰 관세음보살 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관세음보살 

49) 중국을 여행하면 곳곳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고 하여 12 개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誠信(성신)에 관하여는 一言九鼎 重于泰山 
     (일언구정 중우태산; 한 마디 말은 구정과 같아 태산보다도 무겁다)라고 설명한 것을 보았다. 

50) 銀蒼有意 藏琴古, 碧水連天 景色奇(은창유의 장금고, 벽수연천 경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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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잘 나왔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상을 나의 뒤에 위치시키고 나를 넣어서 같이 사진을 찍

었으나 나는 사진에 찍혔으나 관세음보살 상은 찍히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도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인연 없는 중생에게는 사진에 나오지 않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숙소로 

돌아오니 여주인이 아직 시간 여유가 많으니 숙소에 붙여 놓은 관광 지도에 표시된 곳을 따

라 호수 주변을 더 구경해 보라고 권하여 혼자서 도로를 따라 계속 걸어가 대건방촌(大建旁

村)을 지나 장육촌(長育村)이란 곳까지 갔다가 계속 가보아도 호수변의 풍경이 비슷할 것 같

아 숙소 쪽으로 되돌아가 점심을 먹고 예매한 버스를 타기 위해 주인이 말한 오토바이를 타

고 터미널로 갔다.  

터미널에 앉아서 30분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아 무료하여 나와 마찬가지로 쿤밍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는 남자 청년 1 명 및 아가씨 2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은 내가 어디서 중국어를 배웠는지 내가 며칠 동안 어떤 곳을 여행하였는지 등을 물었

다.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니 혼자서 대단하다며 엄지를 세웠다. 그 아가씨 중 덩(鄧)씨라

는 한 명이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여 흔쾌히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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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쿤밍에서의 밤 새움, 여행에 대한 나의 부족한 점  

가. 쿤밍 공항에서의 밤 새움과 귀국 

(1) 쿤밍으로 가는 버스를 2시가 아닌 3시에야 타고 가는데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밤 

9시 반에야 도착하였다. 나는 그곳에 내려 바로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탈 생각이었다.51) 그래서 주변에 있던 승객운송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려고 하느냐고 묻기에 ‘지창(機場)’이라고 하였고 나 외에 부부로 보이는 분도 지창에 간다고 

하여 같이 타게 되었는데 위 솽랑에서 같이 애기를 나눈 젊은이가 위 부부에게 이 사람이 한

국인인데 공항에 잘 도착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 두 분은 공항 부근의 예

약한 호텔에서 내렸고 위 두 분이 3인에 대해 약정된 100 위엔을 주었고, 기사가 당신을 공

항에 내려다 줄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그 승

용차를 타고 캄캄 어두운 밤길에 공항으로 다시 출발할 때 나는 돈을 절약하는 것보다 안전

하고 확실하게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사에게 저 두 분이 준 것 외에 

내가 따로 30 위엔을 더 드릴 테니 잘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기사가 택시 기사가 아니

어서 공황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한번 되돌아 나오기도 하였으나 무사히 공항에 도착하였다. 

쿤밍 공항이 생각보다 아주 컸다. 이미 밤이 깊어 많은 사람들이 티켓팅하거나 짐을 탁송하

는 일을 보는 곳의 앞에 있는 나무로 된 긴 타원형 의자 위에서 누워 자고 있어서 나도 자리

를 잡아 누워 잤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서 보니 근무자가 지금은 여기서 자면 안 된

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바닥에 누워 자려고 하였으나 바닥이 대리

석이라 아주 차가워 잠자기가 불편하였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 가보니 바닥에 넓게 모포 같

은 것이 깔린 곳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누워 자기에 나도 그곳에서 누워 잤다. 

  

(2) 쿤밍에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상해 푸동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내 옆의 리옌(李

艶)이라는 중국 여성의 도움으로 건륭황제 때의 궁중 여인들의 얘기인 중국 연속극을 검색하

여 재미있게 보았다. 이 여성은 푸동 공항에서 다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어(이 때

는 좌석이 떨어져 있었음) 또 만나게 되었는데 제주도는 구경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부

산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내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을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아마 형제나 친척이 부

산에 사는 모양이다.’고 생각하였다.  

 

나. 여행에 대해 앞으로 참고할 점 

중국 사람도 혼자 여행하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인데, 나는 이번에 가는 날과 오는 날을 포함

하여 22 일간의 상당히 긴 여행을 하면서도 만족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다음

에 여행을 하면 이런 점에 마음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 첫째, 여행은 사전에 

시간 안배를 잘 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곳을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 느긋하게 머물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또 그들과 대화도 나누

는 것이 여행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52) 둘째, 그 여행지를 떠나기 전에 미리 

그 곳의 구경할 곳 등의 정보를 잘 알아 두고, 뒤에 “아! 여기를 구경하여야 했는데 못했다.”

라는 일이 없도록 한다. 셋째, 되도록 친구와 같이 여행하면서 얘기도 나눔으로써 외로움도 

잊고 재미도 더욱 있으며,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53) 다만 나는 혼자서 자유 여행을 2 주, 3 주 두 번 하였지만 위험한 일은 없었다. 넷째, 

남의 나라를 여행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

을 고치려고 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고 가능한 그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과 관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적응한다는 생각을 가지자. 자기 집안에서도 불만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물며 남의 나

라에서야 더 말해 무엇 하랴!  

51) 객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공항에 가는 경우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다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불편이 있고 쿤밍에는 숙박비가  
      비싸서 이러한 번잡함과 경비 절약을 위한 선택이었다.

52) 일정을 잘 안배하였더라면 계족산에서 1 박을 하면서 여러 절들을 구경하고, 또 옥룡설산도 1박 하면서 운삼평, 모우평, 남월곡 등을 구경하고, 또  
     샹거리라에서도 하루 더 묵으면서 고성 등을 여유 있게 구경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53) 예컨대 리쟝에서 솽랑으로 떠날 때 다시 숙소로 가서 옷을 가져오는 경우 같이 온 친구가 있으면 짐을 봐달라고 하고 두고 갈 수 있으나, 혼자라서  
     또 짐을 끌고 지고 가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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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사진 
                  기수연, 김경호, 김용대, 김재홍, 김상국, 김태형, 문대홍, 박동주 

                  박소민, 박우진, 빈정민, 송현우, 이남열, 이덕욱, 이미주, 이상경 

                  이태원, 조묘진, 진경배 변호사  

 
345       독후감  
                  문대홍 변호사 

 
357       영화동호회  
                  편세린, 이일권, 이정훈, 이한동, 박동주 변호사   
 

364       사진으로 보는 2019년 
 
375       편집후기  
                  이덕욱 홍보위원장

동호회 및  

2019 부산지방변호사회

Club & 

Busan Bar Association

釜 山  
法 潮
VOL. 37 
Jan. 2020 

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     333

부변사진관

Photo Gallery

뚤람벤 새벽바다 탐험_기수연  



부변사진관

Photo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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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천_김경호 

부산 거제동 카페, 가을_김용대  

부산대교 250 상공_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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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Photo Gallery

코스모스_김태형  

비상_문대홍  
몽골게르촌의 밤_김상국  

홋카이도의 여름, 가무이곶_박동주  



부산지방변호사회     339338     제37호 부산법조

부변사진관

Photo Gallery

동궁과 월지_박소민  

제주 성산_박우진  

가을의 간절곳_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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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Photo Gallery

질주_이남열  

노을진 강변_송현우  



부변사진관

Photo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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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_이덕욱 

제주 성산_이미주 

쇠소깍의 가을_이상경  

시드니하버브리지_이태원  



글 문대홍 변호사  

1. 들어가며 

슈퍼차이나는 KBS에서 2015.경에 총 7편의 다큐멘타리를 통하여 분야별로 중국의 부상을 보여준 프로그램을 책

으로 엮은 것입니다. 나는 중국법·문화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 평소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독서동호회

에서 활동을 하면서 책을 추천 및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과거에 흥미롭게 읽었던 위 책을 독서

동호회 추천도서로 선정하였고 이웃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발표도 하

게 되었습니다. 위 책은 아래와 같이 제1장은 세계 최고의 소비력 13억 인구의 힘, 제2장은 짝퉁을 넘어 세계 1위

로 중국 기업의 힘, 제3장 지구촌을 삼킨다 차이나머니 파워, 제4장 막강한 군사력으로 패권을 노린다. 팍스시니카, 

제5장 땅이 지닌 잠재력 대륙의 힘, 제6장 문화강국을 향한 전략, 소프트파워, 제7장 중국식의 강력한 지도력 공산

당 리더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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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사진관

Photo Gallery

캐나다 퀘백_조묘진  

낙조(落照)_진경배  

독후감

Book Report



2. 제1장 세계 최고의 소비력, 13억 인구의 힘 

1)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2014. 11. 11. 싱글데이 이벤트 행사 당일 단 38분만에 1조 

7,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날 하루 매출은 10조원을 넘어서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를 합한 것보다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13억 5천만명(미국인구의 네배, 유럽연합의 두배)

이라는 인구의 소비력과 더불어 노동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4년 국경절 연휴동안 중국인이 먹고 마시는 데 쓴 돈만 175조원으로 당시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절

반을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신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1위만 하여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거대한 수출시장이 된 ‘이우’, 점포만 4만 6,000개, 취급하는 상품종류는 30만여가지에 달하고, 메

이드인 차이나의 메카로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소상품의 80~90%를 차지합니다. “이우에 (물

건이) 없으면 세계에도 없다“, 이우 시장을 국제적인 규모로 이끈 것은 이우 박람회의 역할이 컸다고 

할 것입니다.   

 

3) 중국 식습관의 변화가 세계 곡물가격을 올린다.  

아르헨티나 팜파스 대초원에서 일하는 목동을 ’가우초‘라고 하는 데,  최근 20~30년간 목초지는 급격

히 콩 재배지로 변하였고, 비옥했던 토지는 제초제, 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되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가우

초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신 콩밭은 계속 늘어나 한 해 5,400만톤의 콩을 생산하고, 생산된 콩은 대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 돼지고기 사료로 쓰입니다.  

중국인은 돼지고기 요리를 즐겨 먹는 데 요리 종류 만 1,500가지가 넘고, 돼지는 곡물 먹는 하마라고 불

릴 정도로 많은 곡물을 먹어치우는 동물입니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는 목축업보다 돈이 더되는 콩을 

재배하여 중국으로 인해 세계 3위의 콩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4) 사라지는 윈난 성 차밭 

중국음식이 비교적 기름기가 많음에도 중국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차 때문입니다. 그

러나 경제성장이 입맛을 바꾸어서  커피를 선호하여 윈난 성에는 차 재배를 포기하고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 두배의 이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는 이

곳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전 세계의 자사 커피 체인점에서 윈난 산 커피를 팔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5) 중국 관광객이 국내 상권을 바꾼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관심사는 바로 쇼핑인데, 삼다도라는 제주도에 많은 것은 돌, 바람, 여자가 

아니라 돌, 바람, 요즘은 많이 뜸해졌지만 중국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4년 한해동안 중국인이 14조 

2,000억원을 쇼핑에 사용하여 강남의 명동, 청담동, 가로수길은 중국인으로 넘쳐나고 있고, 중국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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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의 발길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는 한국 관광산업 전체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끊

임없이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발길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날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제2장  짝퉁을 넘어 세계 1위로, 중국기업의 힘 

1) 알리바바, 세계를 놀라게 한 전자상거래 업체, 창업자 마윈  

사람의 불안을 기회로 바꾼 ‘알리페이’,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도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한 온라인 간

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서 알리페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제시

스템이 물품 배송기간동안 구매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물건 수령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자들에게 신뢰를 준 것입니다. 요즘은 이 방식이 많은 나라

에 퍼져있지만 중국 대학생에게 중국에서 만든 것 중에 가장 자랑스로운 것을 꼽으라면 ‘알리페이’를 많

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2) 샤오미, 짝퉁기업에서 거대기업으로 

샤오미는 모든 제품을 인테넷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그 방식도 전투적입니다. 일정 물량을 제한된 시간

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메신져 등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hunger 마케팅), 짝퉁은 창조를 위한 모방이

며, 모방은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중국은 짝퉁에 

관대한 편이고, 샤오미는 애플의 짝퉁이라 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운영체제인 ’미유아이‘를 개발하였습

니다.  

 

3) 하이얼, 백색가전 세계 1위 

하이얼은 세계냉장고 판매량 1위 업체입니다. 추후 회장이 된 공장장 장루이민은 저질제품 박람회를 개

최하여 400대의 냉장고 중 76대의 냉장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가의 냉장고를 쓰레기라

고 말하며 망치로 부셔버렸습니다.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 3대 제로원칙(무결점, 무부채, 시장과의 거

리를 제로)을 세우고,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 ‘고객은 항상 옳다’는 마켓팅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한 고객이 배수관이 자주 막힌다고 항의하여 확인해보니 옷이 아닌 고구마 등의 농산물을 세탁기에 돌

려 씻어서 찌꺼기가 쌓여 배수구가 막혔을 때도 장루이민 회장은 고객의 잘못된 세탁기 사용법을 탓하

지 않고 고구마를 씻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고구마 세탁기를 개발하였고, 장루이민의 이러한 고집은 

포브스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소형가

전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신의 한수의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4) 왕빈그룹, 플라스틱 액자 공장의 진화 

단순한 액자에서 벗어나 명화를 넣어 파는 그림액자를 개발하였습니다. 명화를 기계로 찍는 대신 미술

학도가 직접 그린 명화 액자로 진화를 시켜서 높은 품격과 가치를 지니게 했습니다. 또한 홍목(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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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비싼 원목중의 하나, 수령이 적어도 500~800년 정도 된 것을 사용함)으로 중국 전통가구를 만

들어 그 가격이 수억 원대를 호가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5) 유쿠 투도우, 중국의 유튜브로서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임 

동영상 사이트를 넘어서 한국의 인기 아이돌 가수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한국과 공동으로 제작해서, 

콘텐츠를 구매해 올리던 틀에서 벗어나 콘텐트 제작사로 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춘에서 꿈을 꾸는 미래의 도전자들  

중관춘은 1980년대 초 전자상가 거리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2만여 기업이 입주해 있고 연간 총 매출은 

45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 창업을 하여 제2의 알리

바바와 샤오미를 꿈꾸고 있는 곳입니다.  

 

 

 

 

 

 

 

 

 

 

 

 

 

 

 

4. 제3장 지구촌을 집어 삼킨다, 차이나머니 파워 

1) 중국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지구 촌 곳곳에서 세계의 광물과 기업, 부동산 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구 

같은 필수 사회간접자본까지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쫓아 세계로 향하는 차이나 머니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에도 손길을 뻗치기 시

작하였고, 한국 온라인 게임시장, 의료업계 시장에 손을 뻗히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금융계에도 관심을 

가져 중국 공상은행은 우리은행 매각에 관심이 있으며, 푸싱 그룹은 LIG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 등 세계 특히 한국에 눈을 돌리는 차이나 머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미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차이나머니의 힘 

미국 금융시장 붕괴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고, 추가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돈

줄을 풀고 경제위기의 확산을 막아내었습니다.  

2014년 미국 주택 구입자금중 4분의 1 이 차이나머니이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데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364조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 전부를 한번에 매각한다면 미국 금융시장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중국이 보유하

고 있는 미국 국채가 미사일처럼 서로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세계 자원이 있는 곳에 차이나머니가 있다 

구리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핵심 재료인 바, 잠비아의 폐광에 눈독을 들여 투자하고 구리를 중국으로 

송출하였고, 20조원을 투자해 페루 구리 및 철광산의 무차별적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리

카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노동력을 착취,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비일비재하게 일으켰으며, 잠비아 노동

자들이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몇 번이나 발생했지만 잠비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

을 무마시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4) 유럽의 물류를 장악한 차이나머니 

아테네 항은 중국제품이 유럽국가로 가는 물류의 중심지인 바, 아테네 항 3개의 화물 부두 중 2곳의 운

영권이 중국 국영 해운회사인 ‘코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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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장 막강한 군사력으로 패권을 노린다, 팍스 시니카(China의 라틴어) 
1) 1980년대 집권한 덩샤오핑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경제발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외부로의 적극적

인 진출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우선하여 외교정책은 ‘도광양회’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

을 기름)의 뜻을 폈고, 도광양회는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치며 계승되었으며, 후진타오는 한걸음 더 나

가 ‘화평굴기’(경제적으로 일어서며 주변국과 평화의 기조를 유지), 시진핑은 ‘주동작위’(세계의 규칙에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뜻)를 외치며 중국의 부활을 기치로 내걸면서 “세계규칙의 추종자에서 세

계 규칙의 제정자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대비하여 남중국해에 공을 들여서, 한반도를 겨냥하는 북해함대, 

대만을 상대하는 동해함대, 남중국해를 관리하는 남해함대를 가지고 있고 그 중 광둥성의 해안을 따라 

주둔하는 남해함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3)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인공섬을 만들어 군대를 주둔시키고,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분쟁, 필리핀과는 스프래틀리 군도(풍부한 석유매장), 베트남과는 파라셀제도(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미국을 위협하는 레이더 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젠-31 전투기, 대기권 밖에서 음속의 10

배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WU-14전투기,  사정거리 3,000키로미터인 미사일 둥펑-21, 사정거리 1만 

5,000키로미터인 둥펑-41, 사정거리 8,000키로미터인 쥐랑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

도 미사일이고, 잠수함 수는 미국과 대등합니다.   

 

5) 중국은 인도양, 아프리카로도 진출하여 유럽국가처럼 원조를 해주면서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원조를 해주나, 경제적 원조 뒤에는 군사적 야심이 숨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6) 인류역사상 최대규모인 니카라과 운하가 건설중 

280Km 길이에 넓이가 인근 파나마운하보다 두배나 되며, 대서양에서 시작하여 태평양까지 연결하며 

알려진 건설비용만 50조원 달합니다. 홍콩에 있는 작은 회사를 통하여 중국 정부가 투자한 것으로 보이

는데 운하를 장악해야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제5장 땅이 지닌 잠재력, 대륙의 힘 

1) 전기자동차의 핵심광물인 희토류  

전기자동차의 핵심은 축전지인데, 축전지 생산에는 비철금속 광물인 ‘희토류’가 사용됩니다. ‘희토류’는 

LCD, LED나 풍력,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이고, 현대산업 뿐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에 필요한 매

우 중요한 광물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 8,900만톤, 전세계 23%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

할 정도로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희토류’는 채굴부터 추출· 분리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자원입니다.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장쩌민은 “희토류 개발을 잘 추진하여 자

원의 우위를 경제적 우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고,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선박이 충돌

하는 사건으로 중국 선장이 일본에 억류된 적이 있었는 데 중국은 희토류 금수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백기를 들었는 데 ‘희토류’는 전자제품 선진국인 일본에서 없으면 안되는 주요한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2)‘팔각향’은 별모양으로 생겼고 독특한 향기를 내서 중국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되고, 인플루엔자의 치

료제인 타미플루의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바, 팔각향은 전 세계의 8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은 자원에서도 어마 어마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광물

은 무려 10종이나 되고, 석유매장량은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4) 하나로 이어지는 대륙 

중국은 전체 1만 8,000㎞ 의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연안지역을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

니다. 그 중 하나가 대형 교량을 건설해 경제권을 직접 연결하는 것인데, 2011년에 개통된 자오저우만 

대교는 총연장 35㎞로 1조 7,50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토목공사이고, 강주아오 대교는 총연장 50㎞

로 홍콩과 마카오, 주하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홍콩의 금융, 대륙의 제조업, 마카오의 관광

을 하나로 묶겠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대형 교량 건설을 꾀하게 했습니다. 랴오닝성 뤼순과 산둥성 펑

라이를 연결하는 보하이만 해저터널이 완공된다면 2,000㎞의 거리를 단 120㎞로 단축하게 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자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양쯔강은 400개가 넘는 지류를 거느린 거대한 강으로서, 중국인구의 3분의 1을 품고 있는 대륙의 젖

줄입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강을 가로막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싼샤댐을 건설하고, 싼샤댐 완공으로 

5,000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바다에서 2,000㎞ 이상 떨어져 있는 충칭까지 뱃길 운행이 가능해졌습니

다.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곳에 웬만한 바다 항구와 맞먹을 정도의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가 운영되

고 있는데, 연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성장으로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항구 가

운데 7개가 중국 연안에 몰려 있어 무역 대국인 중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는 하나의 띠와 하나의 길을 의미하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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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띠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하는데, 중국 내륙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중

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와 독일까지 잇는 프로젝트인 바 철도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지칭하는데, 600년전 명나라의 정화가 일곱 차례에 걸쳐 남해 대원정을 했듯

이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바닷길은 남중국해에서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이릅니다. 중국은 일대일

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서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상상을 초월한 투자로 이어지므로 과잉투자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일대일로’는 육지와 해

상의 다양한 권리 확보와 교통기반 건설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권을 서로 연결하고 정책소

통, 무역 신장, 자금 융통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7) 중국의 고속철도는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음 

중국은 2013년 한 해만 고속철도 건설에 약 120조 7,500억 원을 투자하였고, 고속철 연장은 세계 1위

입니다. 철도 산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고 철강, 

시멘트, 건설 등 관련산업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양대 철도 기업인 중국 남차와 북차는 이미 세계 고속철 시장의 점유율 49%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4년에는 6개 대륙에 모두 진출했으며 브라질 동부에서 페루 서부를 잇는 남미대륙횡단

철도 건설 계약도 이미 체결한 상태입니다. 고속철도 산업을 2004년도에 시작했다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성과인데,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쌓은 기술력, 유럽이나 일본보

다 저렴한 가격경쟁력, 중국 정부의 강력한 후원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7. 제6장 문화 강국을 향한 전략, 소프트파워 

1) 중국은 2004년부터 전 세계에 ‘공자 학원’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처음은 서울이었고, 공자 아

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공자 학원은 유교 교육과는 무관하게 온전히 어학 교육 기관으로 출발하

였습니다. 이 후 중국은 불과 10년 사이 126개국에 1,300여곳이 넘는 ‘공자 학원’과 ‘공자 학당’을 설립

하였습니다.   

일차적인 목표는 중국어 강습 위주이나, 언어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철학, 사상을 접하게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철학, 현재의 삶을 알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 정부는 공자 학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즉 자국의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사

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CCTV는 중국의 국영방송으로서 현재 7개 채널에서 6개 언어로 24시간 

해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중국인의 가치관을 알리고 중국 문화를 전파하며 중국

은 미디어를 통한 세계 지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CCTV는 171개국에 무려 시청자만 3억명을 가지고 있

고 CCTV를 통해 세계여론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려는 미디어 전략을 하나씩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CCTV 아메리카가 있고, CCTV 아프리카는 현지인을 대거 고용해 아프리카를 소재로 한 프

로그램을 제작하여 아프리카 50여 개국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는데, 다른 국제 방송처럼 서구의 시각에서 마음대로 재단한 아프리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

문입니다. 유럽의 비서구 국가에 대한 우월감 대신 중국과 아프리카가 다르지 않는 각자의 정체성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3) 프랑스 파리의 로프트 갤러리에는 중국 화가의 값비싼 작품 한 점이 걸려있는데 바로 쩡판스의 작품

입니다. 쩡판스는 낙찰가 기준으로 세계 500대 미술가중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가인데, 쩡판스 

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시장에서 중국 화가들의 활약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500대 미술가 중 절반이 

넘는 263명이 중국 화가이며, 상위 50명 중에서도 중국화가가 21명이나 됩니다. 

 

8. 제7장 중국식의 강력한 지도력, 공산당 리더쉽 

1) 중국 공산당은 국가 조직에서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군대와 행정부가 당 아래에 속해있고, 당 조직 400만개가 대륙 전체에 뻗어 있습니다. 매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장에는 중국 인민대표 3,000명이 모여드는 데, 사실상 모든 결정은 당 중앙이 내리고 전국인

민대표회의는 이를 속전속결로 처리합니다.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정치 시스템은 중국 공산당의 특징인 

데, 서열 1위 시진핑을 주석으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권력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

은 중국 공산당이고, 공산당의 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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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위에 있기도 하는 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

표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판사가 첫 번째로 충성해야 하는 대상은 중국 공산당이고 그 다음이 정

부, 인민이며 역설적이게도 법이 마지막을 차지합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공산당의 주요 기관은 북경에 

있는 중난하이에 모여있습니다.  

중난하이는 중국의 정치일번지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이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중난하이 정치 시스템

의 특징은 ‘신속성’과 ‘추진력’으로서 이는 공산당 권력의 고도로 중앙집중화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

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산당은 중국 경제를 짧은 기간 내에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2) 붉은 전화기로 연결된 300명의 권력자 

붉은 전화기는 중국 전역의 당 고위간부, 국영기업 사장 등 권력자 300명을 연결하는 직통전화로 알려

져 있는 데, 두 대의 붉은 전화기중 하나는 높은 급의 사람과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낮은 급의 사람과 

연결됩니다. 높은 급과 연결되는 1호기는 여느 전화기와는 달리 번호판이 없고, 수화기를 드는 순간 교

환원이 받아 원하는 사람과 연결하며, 암호 설정 버튼도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화기를 통한 통

신 자체가 보안이 되어 있으며 내부에 도청방지 장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대는 군용보안전화로 통신내용을 암호화하였지만 1호기와 달리 번호판이 있어서 중국 군대의 

누구와도 통화가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인 8,700만 공산당원을 움직입니다.  

붉은 전화기는 권력의 상징인데, 중앙정부 부부장 이상의 고위 간부에게만 주어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

지 않는 사람은 애당초 이 전화기를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의 사장들은 붉

은 전화기를 하사 받기를 원하고, 붉은 전화기를 가졌다는 것은 중국 권력의 핵심에 가까워졌음을 의미

합니다. 붉은 전화가의 벨이 울리면 천지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수화기 저편의 권

력자가 하는 말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3) 공산당은 엄격한 절차로 검증된 사람만을 당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원후보자는 학교 성적, 인간관계, 사회생활 능력이 좋아야 하는데, 3년 동안 당에 헌신하는 과정도 필

요합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당원으로서 실적을 검증받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자신이 공산당원이라

는 것만으로 뿌듯해 하며 당원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공산당 지도부가 되는 

길은 더 멀고 험난한데, 공산당의 간부는 700만 명이며 이들은 우리나라의 읍, 면에 해당하는 향, 진에

서 시작하여 현급, 시급, 성급 순으로 단계적으로 점점 더 큰 지역을 다스리는 경험을 거친 후에야 중앙 

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중앙간부가 될 확률은 1만 4,000분의 1로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

요합니다.  

 

4)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가 되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으며 당에 대한 충

성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모두 인구 1,000만의 도시를 통치한 경험이 있는 데, 중국

의 톱지도자가 될 때는 이미 상당히 강하고, 잘 훈련되어 있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우 잘 알

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지도자 중 바보는 없습니다. 시진핑은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하여, 그로

부터 40년이 지난 2013년 주석에 오르기 까지 그가 거친 직책만 16개이고 통지한 지역 인구는 1억 

5,000만 명에 이릅니다. 깜짝 정치스타로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지난한 시간동안 풍부

한 경험을 쌓은 인물인 바,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처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의 힘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5) 장쩌민이 주장한 대중을 끌어안은 삼개대표론(당이 자본가도 대표한다는 이론, 기업가를 당으로 포

용한 획기적 조치)은 선진 생산력(자본가), 선진 문화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 농민)의 근본 

이익을 위해 개인 기업가의 입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나 농민이 아닌 자본가, 기업가, 자영업

자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삼개대표론은 공산당이 민영기업을 품어 그 지위를 승격시킨 반면 민영

기업이 위험세력으로 떠오르는 것을 애당초 무력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묘

하게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6) 대학생 촌관제도   

대학생을 농촌의 관리자로 보내 해당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촌관은 가장 작은 단위

의 리더로서 공산당은 현재 촌관 21만명을 중국 구석구석 산골오지까지 파견하여, 촌관은 촌의 당서기

나 직선으로 선출된 촌장 밑에서 마을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

고 있습니다. 대학생 촌관 제도는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농촌까지 공산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어느 농촌마을의 촌관 경쟁률은 200대 1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7) 상하이 중화법률사무소도 변호사만 100명 넘게 있는 대형 로펌이지만 이곳에서도 수시로 모임을 열

어 당의 쇄신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학습, 토론하며 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대학생 

때 공산당에 입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8) 중국 공산당은 기업인, 전문직을 두루 포함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 중국 공산당이 풀어야 할 과제 

① 공산정권을 반대하는 홍콩 

 2014년 9월 ‘우산혁명’당시 홍콩시민은 온전한 서구식 보통선거인 직선제를 요구하였지만 중국 정부

는 용인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하고, 홍콩정부는 최루탄, 최루액, 살수차까지 동원해 진압하였고, 시

민들은 우산을 이용해 최루액을 막아내면서 저항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범죄인인도법 반대를 외치면서 

‘우산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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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나친 권력집중이 가져온 부패 

-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는 대기업과 검은 유착을 하여, 천문학적인 재산의 해외 도피 등으로 공산

당 권력의 치부를 들어내었습니다.  

-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양말도 꿰매 신는 서민적인 지도자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와 부인, 아들, 

딸, 동생, 처남 할 것 없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전 가족의 재산이 3조 원에 이른다는 뉴욕 타임즈의 보

도가 있었습니다.  

 

③ 불만을 드러낸 공산당 리더쉽 

 - 1989년 6월 4일 텐안먼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하였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20만 건에 가까운 각종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지만 지금

은 더 많은 자유와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④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국가중 하나인데, 2014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가 전

국 자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 25%는 고작 1%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 ‘헤이하이즈’ 문제  

호적을 갖지 못한 자녀를 일컫는 말로 무호적 자녀가 도시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1979년 정권

을 잡은 덩샤오핑은 출산장려 운동을 펼쳤던 마오쩌뚱과 달리 ‘독생자녀제’정책 펼쳤는 데, 1가구 1자

녀 원칙으로 하여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어길 경우 

거의 3년치 소득에 해당하는 큰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해서, 많은 국민이 아이를 낳은 후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법외자녀로 키웠습니다. 헤이하이즈는 부모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중국인이 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감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명제이고 신분증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기차를 타거나 감기약을 살수도 없는데, 2011년에 중국 정부에서 실시한 6차 인구조사에서 자

신이 무호적자임을 신고하면 호적에 올려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무호적자

는 존재하고, 그들은 사회제도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9.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암이 교차하는 가운데 중국은 힘과 역량을 키우고 세계무대로 뻗어 나가며 

원대한 꿈을 현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또한 이웃나라인 중국

의 역량과 발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운용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 하나 진지하게 고

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부산지방변호사회 영화동호회 키노에 가입하
십시오. 영화에 별 관심이 없더라도 사건에 시달리는 일상에 한 줄기 청량한 바람과 같은 힐
링의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바쁜 나날 중에도 선·후배 변호사
님들과 교류하고 함께 영화 관람을 통하여 일상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2017. 7. 경 키노에 가입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키노의 열혈 회원 박 모 변호사님이 부
산변호사회에서 최고의 알짜 동아리라고 여러 차례 강력 추천하는 것에 귀가 솔깃해서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영화관람에 관하여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어두운 실내에
서 화면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행위라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2013.경 부산에 오
기 전 첫 사랑의 아이콘 수지·한가인 주연의 ‘건축학개론’을 관람한 이후 2017. 7.경 키노에 
가입하기 전까지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키노에 가입해서 새로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
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의 구현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의 간접경험, 이러한 
교과서적인 감상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쁜 평일 저녁에 시간을 만들어 동료, 
선·후배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는 경험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키노의 모임은 사
람을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는 장입니다. 키노의 모임은 주로 목요일 저녁에 있어서 진정한 망
중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키노의 모임에서 관람한 ‘그린북’을 소개하며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1960년대 미국 남부를 순회 연주여행을 하는 흑인 천재피아니스트 돈 
셜리와 그 운전사인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백인 전직 나이트클럽 문지기 토니 발레롱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그린북은 1960년대 미국 남부지방에서 유색인종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유색인종용 여행안내서입니다. 인종, 문화적 배
경,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공통점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은 연주여행을 하
며 서로간의 이해와 존중을 쌓아갑니다. 
저에게 ‘그린북‘은 돈 셜리라는 재즈 피아니스트를 알려 준 고마운 영화입니다. 영화 관람 후 
바로 음원사이트에서 돈 셜리의 연주를 찾아 한 달 내내 들을 정도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
다. 참고로 영화에 나온 재즈 음악들은 실제로 돈 셜리가 연주한 것이 아니라 영화음악을 담
당한 크리스 보워스가 돈 셜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하고 원곡에 편곡된 연주를 재녹음
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키노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세계가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키노로 오세요, 여러분. 아날로그적인 인간적 소통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망중한 키노로 오세요.

글 편세린 변호사  

영화동호회

Movie Group



영화동호회

Movie Group

천만 영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올해도 무려 두 편의 천만 영화가 나왔습니다. ＜극

한직업＞은 1,626만명을, ＜기생충＞은 1,008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극한직업＞

은 한국영화 누적 관객수 역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1위는 2014년에 상영

된 영화 ＜명량＞이었고, 관객수는 1,76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서 최초로 천만 관객의 벽을 깬 영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상영한 

영화 ＜실미도＞입니다. 포스터 카피를 읽으면 가벼운 전율을 느낍니다. ‘실미도 684 

북파부대.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살려둘 이유도 없었다. 32년을 숨겨둔 진

실. 이제는 말한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

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바로 1993

년에 상영한 영화 ＜서편제＞입니다. 한국 판소리 영화의 고전이 되었죠. 포스터 문

구는 가슴을 저밉니다. ‘이 년아！ 가슴을 칼로 저미는 한이 사무쳐야 소리가 나오는 

법이여！’  

 

1993년 백만 관객 돌파, 2003년 천만 관객 돌파. 백만에서 천만까지 걸린 시간은 겨

우 10년에 불과했습니다. 영화 관객이 10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영화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의 출현 때

문입니다. ＜서편제＞는 단성사라는 영화관 한 곳에서만 상영되었지만, ＜실미도＞

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상영하는 복합상영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극한직

업＞도 최대 2003개 영화관을 잠식하며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 장르는 다양합니다. 그 중 코미디 영화의 장점은 신나게 한 바탕 웃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웃었던 코미디 영화는 1990년에 개봉한 ＜나홀

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극한직업＞도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가 천만

을 넘어 천육백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영화를 보며 터져 나오

는 웃음의 비결은 바로 맛깔스러운 대사입니다. 한마디로 ‘말맛’이 흘러넘칩니다.  

플롯은 단순합니다. 먼저 ‘루저’들이 등장합니다. 마약반 형사들은 범인을 제대로 잡

지 못하고 실적도 형편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회’가 

글 이일권 변호사  

말맛 넘치는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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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옵니다. 마약 조직이 국내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제 ‘전략’을 세웁

니다. 마약 조직의 아지트 앞에서 잠복 수사를 시작합니다. 마약 보스를 잡기 위하여 

아지트 바로 앞에 있는 통닭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반

전’이 일어납니다. 왕갈비소스를 바른 양념치킨이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며 손님이 줄

을 섭니다. 수사는 뒷전이고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 한마디가 

웃음을 터지게 합니다. 주문 전화를 받으면 이런 광고 멘트를 날립니다. ‘지금까지 이

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왕갈비 통닭.’ 웃음은 예상하지 못

했던 상황에서 터집니다. 이 영화는 이런 ‘말맛’의 의외성으로 즐겁고 유쾌한 웃음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루저 형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승진까지 합니다. 루저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극한직업＞은 일단 재미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려면 재미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면 치킨과 맥주를 준비하세요. 이 영화를 보며 마음껏 웃어 보

세요. 코미디 한 편으로 아쉽다면 ＜7번방의 선물＞도 추천합니다. 두 영화의 다른 

점은 ＜극한직업＞은 관객을 울리는 장면이 없고 오직 웃게 합니다. 반면 ＜7번방의 

선물＞은 관객을 웃기지만 후반엔 울리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입니다. 그저 웃다 보면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 ＜극

한직업＞은 무거운 가르침이나 신파조의 감동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볍고 상쾌하게 

웃겨줍니다. 이것이 천육백만 관객을 동원한 이유입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패러

디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코미디영화는 없었다. 웃다가 흘리는 이것은 눈

물인가 콧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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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회 영화동호회 회원 이정훈 변호사라

고 합니다. 딱히 영화에 관심이 있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 이

렇게 ‘부산법조’ 원고로 영화동호회 소개 글까지 쓸 정도로 열

심히 활동하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 처음 영화동호회

에 가입한 후 본 영화가 ‘위로공단’이었는데, 요즘에는 블랙팬

서, 스파이더맨까지 감상하는 영화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

니다. 심각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

는 변화입니다.  

 

최근 동호회에서 "조커(joker)"를 보았습니다. 개그맨의 꿈을 

갖고 광대 일을 하며 병든 모친을 부양하는 심약한 ‘아서 플렉’

이 어떻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웃으며 사람을 죽이는 조커가 

되었는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럴 수도 있겠다는 공감

을 끌어내는 이야기로 만들어 냈습니다.  

조커를 본 동기 변호사 한 명도 국선변호를 맡기 무서워졌다

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저만 조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한 건 아

니라 봅니다.  

문득 수습변호사 시절 들었던 “처녀가 아이를 낳은 데도 다 이

유가 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이 글을 쓰며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피고인을 만나면 말 조심해야지 다짐합

니다. 새삼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구나 느낍

니다.  

 

조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①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

람, ② [비격식] 멍청한 사람, ③ (카드놀이에서) 조커[트럼프

에서 다이아몬드, 하트 따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가장 센 패가 

되기도 하고 다른 패 대신으로 쓸 수 있는 패] 세 가지가 나옵

니다.  저도 ‘조커’라 불리고 싶습니다.  

“부산변호사회 영화동호회와 조커(JOKER)”

글 이정훈 변호사  

1971, 미국은 베트남 전쟁 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문제점을 알

고도 은폐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 담긴 정부 기밀 문서를 입수한 뉴욕타

임즈는 베트남 전쟁을 비판하는 기사를 특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뉴욕

타임즈를 압박하는 한편 법원에 보도금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신문 보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즈에 후속 보도를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

다. 이때 워싱턴포스트의 기자인 벤 브래들리(톰 행크스)와 그 소유주인 캐서린 그

레이엄(메릴 스트립) 등 워싱턴포스트의 임직원들이 정부의 압박, 국가기밀 누설 혐

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 신문사의 경영 위기를 감수하고 뉴욕타임즈를 대신하

여 베트남 전쟁 비판 기사를 보도하게 됩니다.   

 

영화 중 인상 깊었던 세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캐서린 그레이엄이 워싱턴 포스

트의 소유주로서 정부에 굴복하여 기업을 존속할 것인지, 기사를 보도하여 언론사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고민 끝에 “여긴 내 아버지의 회사도, 내 남편의 회사도 아닌 

내 회사에요. 나에게 반대하는 이사는 내 회사 이사진에 필요 없습니다.”라며 단호

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둘째는 워싱턴포스트가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특종 

기사를 보도하자, 다른 지역의 신문들도 같은 기사를 보도하여 정부의 횡포에 연대

하여 저항하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결국 “건국의 아

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을 수호했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받는 장면입니다. 

 

벤 브래들리를 비롯한 기자들은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은 실직 또는 직장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정부로부터 낙

인 찍힌다는 두려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등 기사 보도를 망설이게 하는 모든 것들

을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명감’으로 이겨냈습니다. 비록 오늘 착수금 입금을 약속

하고 간 의뢰인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달 사무실 적자가 날 것 같더라도, 새

삼 변호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 법조인 

SWAG. 

영화 The Post

글 이한동 변호사  



글 박동주 변호사  

영화 터미네이터,  
그 뒷이야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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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터미네이터 6번째 시리즈인 터미네이터 : 다크 페이트가 개봉하여 극장에서 보

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특수효과로 눈이 즐거웠지만 역시 터미네이터 시리즈

의 역대급 명작으로 손꼽히는 2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

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터미네이터 1, 2편의 뒷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4년 작 터미네이터는 SF 영화계 살아 있는 전설의 시작이라

고 할 수 있죠. 기술 개발로 폐허가 된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이 영화는 인간을 살해

하는 로봇과 저항하는 인간을 담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나는 다시 돌아온다(I’ll be 

back)”는 명대사가 탄생했습니다.  

 

지금이야 터미네이터 시리즈와 타이타닉 등의 영화로 너무도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지만, 1984년 터미네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무명감독에 불과했

습니다. 살인 물고기를 소재로 다룬 피라냐 2로 감독 데뷔를 했지만, 그마저도 흥행

에 크게 실패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겪어야 했습니다. 그 즈음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중요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하반신이 잘

려나간 무시무시한 기계인간이 식칼을 들고 한 여자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으며, 기계인간은 오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부상에도 불

구하고 끈질기게 그녀를 추적하였습니다. 카메론은 정신을 차린 뒤 이 이야기가 언

젠가 자신의 출세작이 될 것임을 바로 확신했습니다. 카메론 스스로 가장 창작욕이 

불타올랐다고 고백한 이 시절, 모든 정열을 쏟아 부어 완성한 각본에는 〈터미네이

터〉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의 꿈에서 이러한 영화를 

구현하다니 새삼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터미네이터 역으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원래 초기 T800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구분하기 힘든, 극히 평범

한 인상의 외모를 가진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아놀드는 사실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

의 인물이기도 했지요.  

원래 아놀드는 ‘카일 리스’역의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미네이터란 역에 

매력을 느낀 그는 악역인 터미네이터를 맡길 희망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과 가진 점심식사에서 그는 악역으로서의 자신을 어필했고, 카메론 역

시 아놀드와의 대화를 통해 터미네이터 역으로 아놀드가 적격이라는 생각으로 돌아

섰다고 합니다. 후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터미네이터가 대히트를 하게 되었고, 터

미네이터 시리즈는 명실 공히 아놀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죠.  

 

여담으로 아놀드가 낙점되기 전 터미네이터 배역으로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흑인 미

식축구 스타 O. J. 심슨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인상이 다소 선해 보인데다 그가 

이 배역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제작자가 실망했고, 결국 무산되

었다고 합니다. O. J. 심슨은 후에 아내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20세

기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킨 형사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터미네이터 1,2 시리즈를 최고의 액션 영화 중 한편으로 꼽는 저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 액션영화의 짜릿한 쾌감보다는 어딘가 스릴러 같은 공포심이 더욱 느껴

집니다. 마치 불도저처럼 오로지 목표물을 죽이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 집요함. 이

제는 죽었나 하고 안심하는 찰나 다시 불 속에서 일어나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걸어오는 그 모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섬뜩하지요.  

 

끝으로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간판과도 같은 명대사를 다시 소개합니다.  

 

I’ll be back 

 

1편에서는 T-800이 경찰서를 습격하기 직전에 이 말을 하며, 2편에서는 T-800이 

존 코너 일행을 포위한 경찰에게 한방 먹이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면서 이 말

을 합니다. 

 

1편 제작 당시 아놀드는 특유의 악센트 때문에(아놀드는 본래 미국 태생이 아닙니다) 

이 대사를 발음하지 못해 제임스카메론에게 대사를 “I will be back”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제임스카메론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결국 아놀

드는 며칠 동안 발음 연습을 한 끝에 대사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결

과 이 대사는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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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사진으로 보는 2019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

① 개인회생·파산지원 법률상담 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법률상담 ③ 당직법률제도 
④ 무료 법률 상담실 ⑤ 외국인 배우자 법률지원단 ⑥ 중소기업고문법률상담 
⑦ 제소전 화해제도 ⑧ 법률 구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   제22회 법률강습회 (2018. 11. 12.) 

2.  청도시율사협회 정례교류회 (2018. 11. 16.) 

 

3.  변호사사무직원 실무연수 (2018. 11.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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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회 부산청년변호사대회 (2018. 11. 13.) 

2.  임시총회 (2018. 12. 10.) 

 

3.  일본법실무연구회 공개연수 (2018. 12. 14.) 

4.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2018. 12. 15.) 

 

1 2

3 4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사진으로 보는 2019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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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  국제위원회 송년회 (2018. 12. 17.) 

2.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 (2018. 12. 17.) 

 

3.  제11차 이사회  (2018. 12.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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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신년인사회 (2019. 1. 2.) 

2.  2019년도 정기총회 (2019. 1. 21.) 

3.  우리회-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부산분권혁신운동본수  

    자치 ·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 협약식 (2019. 1. 23.) 

 

4.  무료급식봉사활동 (2019. 2. 16.) 

5.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19. 2. 19.)

1

2

4

3

5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사진으로 보는 2019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

① 개인회생·파산지원 법률상담 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법률상담 ③ 당직법률제도 
④ 무료 법률 상담실 ⑤ 외국인 배우자 법률지원단 ⑥ 중소기업고문법률상담 
⑦ 제소전 화해제도 ⑧ 법률 구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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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렬사 참배 (2019. 2. 19.) 

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우리회 방문 (2019. 2. 21) 
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19. 2. 2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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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총회 (2019. 3. 18.) 

2.  이엉포험 (2019. 3. 27.) 

3.  제3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2019. 3. 29.) 

 

4.  신입회원 의무연수 (2019. 4. 8.) 

5.  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19. 4. 24.)

1

2

4

3

5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사진으로 보는 2019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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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눈높이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업무 협약식 (2019. 5. 13.) 

2.  2019 춘계수련회 (2019. 5. 18) 

1

2

1.~  14.  2019 춘계수련회 (2019. 5. 18) 

15.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 초청 강연 (2019. 5. 2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사진으로 보는 2019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

① 개인회생·파산지원 법률상담 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법률상담 ③ 당직법률제도 
④ 무료 법률 상담실 ⑤ 외국인 배우자 법률지원단 ⑥ 중소기업고문법률상담 
⑦ 제소전 화해제도 ⑧ 법률 구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373372     제37호 부산법조

1.  부산은행과의 협약식 (2019. 8. 14.) 

2.  이주민의 사회보장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2019. 8. 22.) 
3.  집행부 · 원로자문위원회 간담회 (2019. 9. 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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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로자문위원회 (2019. 5. 29.) 

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과 업무 협약식 (2019. 6. 26.) 

3.  부산지방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식 (2019. 6. 27.) 

 

4.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간담회 (2019. 7. 15.) 

5.  공익소송과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토론회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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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375374     제37호 부산법조

2019년 한해가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연초부터 홍보위원회 위원들이 매월 모여 부산법조를 더 알

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의논하고 고심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원고를 

부탁하며 준비하여 왔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숨쉬는 공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37번째 부산법조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특집으로 

                        문제의 범위를 좁혀 특히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특집을 마련하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글을 부탁드렸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와 환경법연구회 회원인 변호사님들과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 분야의 

환경문제에 대해 연구하여 오신 교수님들께서 미세먼지의 해결방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원격 탐사기술로 본 미세먼지 현황, 국경을 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법적 시

각 등 미세먼지분야에 대하여 더 심화된 내용으로 원고를 주셨습니다. 특집에 기고해주

신 회원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산법조를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으로 채워주신 김가람, 김백영, 김현철, 이정훈, 박

상흠, 이남길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고를 

통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설득력 있는 논조로 부산법조를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시와 수

필, 기행문을 통해 다양한 글로 부산법조를 채워주신 회원 여러분과 사진작품으로 작품

을 내어주신 부변사진관 변호사님들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영화평을 주신 영화동호회 

변호사님과 독후감을 기고하신 독서회의 문대홍 변호사님, 그리고 부산법조가 다양한 

내용이 되도록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법조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원로, 청년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

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발전에 애쓰시는 이영갑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여러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고 

원고수집과 교정 작업에 수고해주신 홍보위원회 위원님, 실무책임을 맡아 수고를 많이 해

주신 하종숙 과장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산법조가 발행되었습니다.37  

번째

| 편집후기 |

홍보위원장  

이 덕 욱

부산지방변호사회 
THE BUSAN BAR ASSOCIATION 

사진으로 보는 2019 2019 Sees with the Photograph

1.  제299기 행정법(부산) 특별연수 (2019. 9. 28.) 

2.  제4회 부산지방변호사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 (2019. 9. 30.) 
3.  우리회 후쿠오카변호사회와의 정례교류회 (2019. 10. 11.  ) 

4.  제13회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축구대회 (2019. 10. 12.  )

1 2

43



부산법조 원고모집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우리 회 홍보위원회에서는 회지 “부산법조제38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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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의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하오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원고수집내용 - 
     ① 논문, 판례평석(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② 시, 시조 : 매수 제한 없음(2편이내 1편) 
     ③ 수필, 개업소감, 취미생활, 독후감, 여행기, 연극·영화감상문 등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④ 동호회, 실무연구회 소개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⑤ 기타 

 

 

비고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분야별 원고매수를 꼭 확인하여 집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회원께서는 

우리회 홍보위원회(☏ 051-506-8503)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