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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발간사 | Greetings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처럼 올해는 수년간 우

리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를 힘차게 떨

쳐버리고 모두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

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1년은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의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해가 되

었으며, 앞으로 회원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은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매년 1년 동안 우리 회원들의 노력이 담겨 있

는 우리 회의 책, 부산법조 제39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명쾌한 논문을 비롯하여, 감정적

인 시와 더불어 수필 기행문 등이 함께 실렸

으며, 특히나 올해는 처음으로 해상과 인권 분야에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4편의 논문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빡빡한 재판 일정을 소화해 내느라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여유가 

나실 때 한편씩 읽어 보신다면 한편 한편의 글이 회원님들의 업

무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우리회

의 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본지의 발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윤재철 

홍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사무국 직원 분들의 노고에 머

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황 주 환
President of the Busan Bar Association   Hwang Ju-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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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변호사

1. 인권의 기원

흔히들 인권의 개념에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 2차 세계대전의 발생으로 

독일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대학살한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나치의 민족대학살을 인권참사로 주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인권 역사의 개막을 연 사람으로 로크를 꼽고 있다. 로크는 인권의 첫 

제안자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가 인권이며 국가에게도 양도할 수 없

는 권리, 이른바 천부인권의 주창자였다. 그가 내세운 인권의 개념은 자유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이었다. 오늘날 수다한 인권의 종류가 기존의 인권개념으로부

터 파생되고 신개념의 인권이 양산되는 것도 로크가 주창한 자유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인류는 프랑스 대혁명을 맞이하며 인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 

시민혁명가들이 규정한 인권의 정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규정에 함축

되어 있다.    

①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

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②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전함에 있다. 이 권리들이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

한 저항이다.

③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

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

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함께 프랑스 대혁명은 여성의 권리를 제기하고 노예제의 폐지가 제기되는 

인권의 전환기적 성격을 가진 인권혁명으로 역사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혁명을 목격한 주변국들에 인권의 정신은 확산되어 갔다. 영국은 마그나카르타를 

일종의 권리장전으로 선언했다. “어떠한 자유인도 동료들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몰수,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파멸당하지 아니한다.”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는 형법의 제1장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뿌리로 이해되고 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독립혁명을 선언하며 인권의 정신을 계몽하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양시켰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 의하여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이러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 사이에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그리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

의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권이 각국으로 전파되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채무로 국가가 경제파탄 상태에 도달했던 독

일은 나치가 탄생하고 유대인과 집시를 학살하고 유럽 전역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간 홍역을 

치른 후 인권의 국제적 규범성을 갖추어야겠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유엔이 창설되고 유

엔기구는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을 차례대로 발표했다.

(1)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함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AI, 메타버스 그리고 인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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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인권규약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 (A규약)

일(노동)할 권리, 기술적·직업적 지도, 훈련계획, 완전한 생산적 고용(제6조), 공정·안전, 건강

한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휴식·유급휴가의 보장(제7조), 노동조합 및 그 연합체의 결성·가

입, 파업권(제8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가정의 존중, 자유의사에 의한 혼인, 산전(産

前)·산후 휴가, 아동이나 연소자의 보호(제10조),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수준의 유지, 환경의 개

선, 기아로부터의 해방(제11조), 신체적·정신적 건강, 의료의 보장(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 

무료 초등의무교육, 장학금제도, 학교선택의 자유(제13조), 무료 초등의무교육 미실시 지역에 

있어서의 구체적 실시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채택하여야 한다는 약속(제14조), 과학문화의 

보존·발전·보급, 과학연구·창작활동의 자유존중,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보호, 과학적·문화적 국제협력(제15조) 등이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 (B규약) 

생명의 존중,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과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의 금지(제6조), 고문, 비인

도적 처우와 형벌의 금지(제7조), 노예, 강제 노동의 금지(제8조), 자의적 강포구 금의 금지(제

9조), 억류자의 인도적 처우(제10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구류의 금지(제11조), 이주ㆍ출

국ㆍ귀국의 자유(제12조), 외국인추방의 조건과 심사(제13조), 공정한 재판의 보장(제14조), 형사

법불소급(제15조), 법 앞의 사람으로서의 승인(제16조), 사적 생활에 대한 개입금지(제17조), 사

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ㆍ정보입수의 자유(제19조), 적의 선동의 금지(제20조), 평

화적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 가정ㆍ결혼의 보호(제23조), 아동보호(제24조), 

정치에 관여할 권리(제25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소수자의 보호(제27조) 등이다.

3) 연대권: 1970년대 말 다수의 빈국이 유엔에 가입하던 시기

제1세대 인권인 자유권과 제2세대 인권인 평등권을 정착시킨 이후 인류는 왕래가 활발해지고 

전지구적인 문제, 예컨대 환경의 문제는 단일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

식아래 제기된 인권의 새로운 국면을 인권의 연대권으로 지칭한다, 지구는 환경의 위기가 고조

되고, 유전공학 신기술은 기술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할 수 없도록 인류 전체를 위기를 치

닫게 하고 있다. 절대빈곤에 처한 이들은 8억 명에 달하게 되었고, 기아로 죽는 아이가 연간 4

만 명이 넘게 되었다. 따라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발전, 

평화, 건강한 환경, 자기결정 등에 관한 권리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인

권의 신개념으로 연대권, 달리 말해 발전권이 대두되었다. 

하이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 인류가 새로이 마주하고 있는 인권현상과 연관된 것도 인권

의 연대권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AI, 메타버스 그리고 인권

1) 기술의 발전과 인권의 새로운 국면

기술문명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변화 속도를 측정하고 실감하지 못

할 정도로 만들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 미사일을 정확한 목표지로 쏘아 올리기 위해 정밀한 

계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안됐던 컴퓨터는 오늘날 경제의 이기로 변모하여 활용되고 있다. IT

기술은 lOT(사물인터넷)기술로 점점 발전을 하더니 코로나 기간 중 더욱 가속도를 붙여 메타버

스(가상현실)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촉진시킨 가운데,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속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일상 속에 온택트문화가 정착된 가운데 비대면회의를 위해 

Zoom회의가 일상화되고 있고, 기업의 신입사원 면접과 연수가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

기도 하다. 

늘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문명에 새로운 이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이 사진촬영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주지만 신체촬영을 통한 인권침해를 낳기도 한다. 드론이 위험한 지역

을 탐방하고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손쉽게 물품을 운반하기도 하지만 드론을 통해 이웃의 

내밀한 생활을 촬영하여 처벌되는 상황을 뉴스를 통해 목격한 바도 있다. 

이처럼 문명의 새로운 도구가 인간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잘못 사용

할 때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기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사용해야 할 물리적 도구
1) 평등권 제2세대 인권  

2) 자유권 제1시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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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용되지 않도록 이를 미리 막고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물리적 도구를 인간이 오용한 것에 따른 인권침해가 문제되었다

면 AI 시대의 인권침해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세돌과 대국을 한 

구글의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바둑을 둔 결과 4대1 대승을 거

두었는데 산업 전반에 걸쳐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초인간의 존재로서 Ai가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로서 기능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 인류문명은 어떤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를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인류의 큰 숙제로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과제를 준

비하는 일이 초관심사가 되고 있다.

2) AI와 기타 개념3)

①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념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학습 등의 지적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의 사고와 유사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컴퓨터프로그래

밍 또는 디지털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은 탐색·추론·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된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성능 기능에 따라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된다. 강한 인

공지능은 인지능력(cognitive)을 토대로 자아(ego)와 지성(intellect)을 갖춘 인공지능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자아가 확고하게 성립되는 10살 이후

의 사람과 대등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으

며 향후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약한 인공지능은 인지능력만 갖춘 인공지능이다. 자아와 지성은 없다. 사람이 알려준 데이터를 

토대로 사물을 보고, 글을 읽고, 말을 듣고 답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현재 존재하는 인지

컴퓨팅(coginitive computing)으로 불리워지는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혹은 아마존의 ‘알렉사’는 

대표적인 약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핵심능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보는 능력’(computer vision)으로써, 인공지능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고 그 속에 찍힌 사람은 누구인지, 사물은 무엇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등

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사진, 영상을 분석하거나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둘

째, ‘음성을 듣고 말하는 능력’(speech recognition, 음성인식)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알

아듣고, 이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능력이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등에 사용되고 있다. 셋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이다. 인공지능이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풀이해주는 능력이다. 문서 분류 또는 언어 번역 서비

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동아일보 2017. 5. 24.)

 

②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감지기와 통신기능을 장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

신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술적 요소는 사물의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감지기술

과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통신 및 네트워크 기반 시설, 각종 서비스 형태에 적합하게 수집된 

정보를 가공 처리하고,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는 서비스인터페이스 기술이 핵심이 된다. 그리

고 빅 데이터와 같은 사물 인터넷 구성요소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도 필수이

다.(양순옥, 2017:5-6)

③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 분석하는 기능을 넘어 대용량의 정형·비정형 데이

터와 이러한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최현수 외, 

2018:39) 목적에 맞는 정보로 정제되어 가치가 부여된 빅데이터는 사람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추동기술

이며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정준화, 2019:11)

④ 메타버스4)

현실사회와 가상사회의 결합이 흥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

현실(Augmenta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등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현실세

계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플랫폼의 의미인 메타버스(metaverse5))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기술적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내용적으로 일상의 모든 

분야를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같이 구현하는 플랫폼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은 제4차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CPS)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3) 이승철, 4차산업과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공직윤리, 8~9면 참조 

4) 선종수, 제4차산업 혁명과 법학의 역할-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13~15면 참조 

5)  메타버스(metaverse)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초월, 상위 등을 의미하는 영어의 접두사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univers)’의 합성어이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우크래쉬’에서 위 용어와 초기의 개념이 제시된 것이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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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에는 정보의 오류나 시스템의 오작동에 따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

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의 기술들은 대부분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으

므로 해킹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등 수집된 정

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고, 이러한 유출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6)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의 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재물도 생성하게 되어, 인터넷 게임

상의 게임머니와 같은 새로운 재물을 인정하게 될 것인 바 가상현실 등의 기술에서 생성된 재

물 등에 대한 재산범죄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성범죄7)8)와 자금세탁 등과 같은 

범죄도 신종범죄가 될 수 있다.

        

3) 새로운 기술의 도래와 인권침해의 양상

① 개인 정보유출에 따른 침해9)

사생활(Privacy)이란 감시를 받지 않은 상태와 개별집단의 개인적인 행동에 관한 데이터의 기

밀성을 의미한다. 개인 데이터들의 수집·분석·공유·사용이 인공지능시스템에서 더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다.(Brookfield Institute, 2018;11) ICT 기술발전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수집·관리

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졌다.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보호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정보자기결

정권에 따라 설정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해 디지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이 될 

수 있다. 광범위한 디지티제이션을 전제로 하여 정보의 흐름이 다원화되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과거와 같이 개인이 자기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

측해 볼 수 있다. 

한편10)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은 각종 데

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개인정보 사전동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으로부터 ‘개별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

고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스마

트폰 앱을 다운받고 접속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버튼을 클릭해야 해

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초연결사회를 통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국민의 자유권 행

사가 전면적으로 조사되고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계인국, 2016;199~213) 헌법 상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보장하기 힘들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계인

국, 2017;168~169)

② 신유형의 형법상의 범죄 대두

기본권이 헌법전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라면 인권은 헌법 이전의 권리로 볼 수 있다. 즉 인권의 

범위는 기본권의 보호영역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범죄에 따른 처벌은 사인의 

사인에 대한 기본권 혹은 인권침해에 대한 사력구제를 국가가 대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는 점에서 형사처벌조항은 범죄피해자의 인권 혹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역으로 등장할 인공지능시대에 발생하게 될 형사범죄, 즉 인권침해

의 양상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 길로 인류를 인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간 중심의 형법의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논의는 1) 인간 중심의 형법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된 형법 2) 범죄의 주체, 행

위의 주체로서 인공지능의 인정 여부, 3) 인공지능의 처벌방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형태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뉘는 바 인간으로

부터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위와 관련된 논의의 성격이 표출될 것이다. 범죄의 방향성도 인간

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상대로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범죄행위의 양상에서 큰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11) 

특별히 판덴텍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독일법 계통의 형사벌 입법국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기술발전과 이로 인한 범죄 발생, 특별히 인공지능이 

6)  김호기, “사이버물리시스템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격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8권 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15쪽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섭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소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배포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6. 25. 2013헌가17결정)

8)  가상현실 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범 문제는 현재는 우리 형법체계 내에서는 규율하기 어렵다. 다만 기술의 발전, 즉 햅틱(Haptic) 기술(사용자에게 

힘, 진동, 모션을 적용함으로써 터치의 느낌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이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되어 현실 속의 이용자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윤지영, 김민규, 오영근, 2020,268면) 대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하

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본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판결) 

9) 이승철 앞의 논문 10면 참조

10) 구태언, 김보라미,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법제연구원

11) 이 같은 범죄의 양태는 인공지능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강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상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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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상대로 가해를 일으킬 때 나타날 인권침해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서도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할 법조인들에게는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경계심

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AI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 AI와 형사벌

① AI와 범죄형태12)

AI 범죄형태는 첫째, 인간이 AI를 도구화하여 범죄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AI

는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을 장착한 상태이므로 인간이 애초에 계획한 것보

다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이 핵을 다루는 AI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다면 인류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갈 것이다. 둘째, 인간을 초월한 인공지능을 장착한 AI가 인간

을 이용해 범죄를 발생시키는 경우다. 인간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AI가 일으키는 범죄일 가능

성이 크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연상해본다면 인공지능의 초절정상태에서 인간과 대치하는 AI

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간과 AI의 관계는 인간 우위의 주종관계에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식한 AI가 AI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인간과 인간간의 

능력이 서로 다르듯 AI와 AI간의 능력이 서로 다르므로 우월한 AI가 열위한 AI를 작동하거나 이

용하여 각종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AI의 경우는 인간과 달리 그들만의 C언어와 IoT(사

물인터넷)을 이용하여 광속처럼 DATA를 전송하여 다른  AI에게도 쉽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진화에 의하여 AI를 복제하거나 다른 AI를 범죄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AI범죄의 예방을 위한 형법적 정책방안13)

인공지능을 개발자는 인간이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어서 사회적 역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국가와 사회 나아가 전인류를 재앙으

로 몰아갈 정도로 가공할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AI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적 예방

체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소한 AI의 자체에 내재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범

죄는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AI에 의한 범죄와 AI와 관련된 범죄를 사전에 통제하는 범죄

예측기법 및 범죄방지프로그램을 설정 내지 강화하는 기술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합

리적일 것이다. AI 내에서 범죄와 관련된 단어의 검색과 이와 연상되는 추론가능성이 현저히 

염려되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AI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지 혹은 폐기처분되는 기술적 예방체

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AI의 자체에 의한 혹은 인간에 의하여 조정되는 AI와 관련되는 범

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AI에 범죄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기술적으로 범죄예방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예방체계는 AI의 자체에 내장되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AI의 잠재적인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

에 통제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mental Design)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셉테드(CPTED)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인간에 의하여 AI가 조정되거나, AI에 의하여 인간이 조정되거나, AI가 AI를 이용하여 범

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로봇3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14) 

AI범죄는 AI가 자율적으로 실행한 범죄와 타율적으로 실행한 범죄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AI

12) 김준성, AI 시대에서 사회적 부패예방을 위한 형법의 적용방안(- 특히  AI범죄에 대한 윤리규범의 성찰과 형법의 적용문제) 6면 참조

13) 앞의 논문 7~8면 참조

14)  1950년대 로봇 공상과학(SF) 소설가인 아시모프가 처음 주장한 로봇 안정행동에 대한 3대 원칙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

됐다. 로봇의 상용화시대를 대비하여 1원칙 인간보호, 2원칙 명령복종, 3원칙 자기보호 등의 원칙(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

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둘째,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

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을 담고 있다.(앞의 논문 각주 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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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내재한 결함에 따른 오작동와 오류에 의한 범죄이며, 후자는 인간의 개입에 의하여 AI

가 도구화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 어느 경우이건 범죄가 몰고 올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므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형법을 제정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할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딥러닝의 기능이 내장된 AI가 인간의 범죄능력도 

습득하게 된다면 범죄가 발생한 후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도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AI에도 인간 못지않은 사회적 윤리규범을 인공지능에 내장시키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③ 인간에 대한 미래지향적 예방형법의 가능성

AI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에 의한 AI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몰

래 촬영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향후 본격적인 AI시대가 도래할 경우 인

간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앞서 AI범죄의 

여러 다양한 양상을 논의해보았지만 인간에 의한 AI범죄가 가장 크게 문제될 것이다. AI 자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범죄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앞

서 언급한 바대로 셉테드(CPTED)를 적용하여 AI가 정언명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범죄예측기법 

및 범죄방지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AI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예컨대 AI가 자율적 

운행을 위하여 수시로 전기에너지충전소에 입고하는 경우를 활용하면 된다. AI가 전기에너지

를 충전함과 동시에 정언명령시스템에 의하여 AI의 운행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사전에 AI의 범

죄가능성을 제거 내지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시스템과 함께 비정

상작동이 감지되는 AI는 법원에서 즉각 폐기처분하는 명령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것이다.    

4. 결론

결론에 앞서 본고의 다수 인용논문은 한국부패학회가 동아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임을 밝혀둔다. 

AI 로봇이 가져올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될지 유토피아가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AI 로봇이 의인화되어 인간의 인권에 유익을 줄지 피해를 줄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의 발전이 폭주하는 시대에 마주할 새로운 종류의 인권침해에 어떻

게 대응할 것인지는 기술의 발전과 인문학 그리고 법학의 분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영역인듯하다

 

특별히 인권침해의 영역에서 고려해 둘 대상으로 마그나카르타의 정신이 구현되는 형법의 영

역, 즉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인권침해의 영역에서 AI의 인권침해가 발생된 후 

이를 수습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신기술

을 매개로 행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본고에서 논의한 AI가 발생

시킬 수도 있는 인권침해의 분야를 새로운 연구과제로 법조계에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숙제임을 언급함으로써 새해의 새로운 인권 화두를 던지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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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민 변호사

1. 들어가며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일어난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주

도 예멘 난민 사태는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 후 대한

민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특히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의 개입되어 있다는 의

혹을 사면서 전 국민적 논쟁이 벌어졌고, 이는 그야말로 핫이슈가 되기도 하였

습니다.

이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

를 거쳐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종료 14명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들은 후티 반군과 관련된 비

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을 받았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019. 4.경에는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이에는 변호사까지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고, 현재까지도 ‘난

민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보호는 대한민국이 마땅히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를 줄여가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인권국가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인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저는 이하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의 근무경험을 상기하면서, 난민

제도에 관한 간략한 말씀과 향후 제도 발전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난민제도의 개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

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난

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난민법 

제5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하거나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에

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난민법 제6조,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 난민인정신청)하여야 

하고, 면접 및 사실조사를 거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18조).

난민인정을 받는 경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되는데(난민법 제30조), 구체적으로는 사

회보장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고(난민법 제31조), 기초생활보장(난민법 

제32조), 교육보장(난민법 제33조), 사회적응교육(난민법 제34조), 학력인정(난민법 제35조), 자

격인정(난민법 제36조)을 받으며,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

녀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난민법 제37조). 

한편,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난민법 제21

대한민국의 난민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1)02

1) 본고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에 기재된 원고를 재구성하고, 내용을 보강하여 기재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022    제39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023



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난민법상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도 있고, 취업을 허가할 수

도 있으며(난민법 제40조), 주거시설,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난민법 

제41, 2, 3조). 위와 같은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재량

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일단 난민인정신청을 하지만 신청을 하면 당장은 대한

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난민제도를 악용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난민신청에서 불인정처분, 소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장기간이기 때문

에, 악용의 효과는 더욱 증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나, 인천 이집트 난민신청자들의 사례와 같은 대규모의 난

민신청자들의 경우는 위와 같은 악용사례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난민제도의 악용사례

는 오로지 난민신청을 위해 허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정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지만, 현재 내전 중인 예멘 등의 경우에는 국제법상이

나 난민법상으로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

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

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대법

원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기존에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더

라도, 거주국에서 스스로 난민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경우까지도 난민으로 인정받

을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3. 난민제도의 통계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의 출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은 2016년 7,541

건, 2017년 9,942건, 2018년 16,173건, 2019년 15,451건, 2020년 6,684건이고, 난민인정자는 2016

년 98건, 2017년 121건, 2018년 144건, 2019년 71건, 2020년 55건이고, 이는 행정청의 1차 심사, 

이의신청, 재정착, 가족결합,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자를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특히 2019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해오던 난민신청자 건수가 2019년 15,451건에서 2020년 6,684건

으로 급감한 까닭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감한 여파로 여겨지고,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난민신청건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4. 난민재판의 특징

개인적으로 제가 난민소송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격자가 한사람

만이 존재하는 형사재판’ 같다는 것입니다. 난민소송은 대부분 ‘박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를 판

단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주된 판단의 자료는 다름 아닌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 이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민소송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국가정황(COI)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난민신청자의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이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이에 더해 UNHCR의 자문의견도 

쟁점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국가정황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법무부에서 발간한 ‘국가정황자

료집’을 참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COI의 해석이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서는, ‘자신이 아프리카 토속종교의 제사장으로 지목되었는데, 제사장직 

수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박해의 위험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 난민신청자가 기억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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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COI에 의하면 ‘최근 경향상 아프리카 토속종교의 제사장은 명예직이고, 지정에 불응한다

고 하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보고를 찾아 승소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 난민재판에 있어 제시되는 주요 간접사실로는 국적국의 주목가능성, 권리의 표현, 입

국 및 난민신청의 동기,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정,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사정, 국

내적 이주 대안, 난민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박해의 존재 여부, 출국과정의 적법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실무상 소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5. 현행 난민제도의 구조 및 개선점2)

가. 법원의 사법심사 전 단계

1)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

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은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절차에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

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회부결정(입국불허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

해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등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게 됩니다.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은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

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

송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불법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직원들이 난

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많은 신청자를 가장난민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불회부결정(입국불허결정)이 내려지

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항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한

다는 것인데, 해당 결정의 당부를 떠나서 이러한 사례로 인해 불회부결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의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초기부터 제대로 된 난민 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민관협력 운영기관 지정, 

법학전문대학원의 난민클리닉과 연계,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

안을 고려하여 당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에 최대한 조력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

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다음으로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난민법상 난민인정신청 기한이나 횟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을 반복하는 사람, 강제퇴거명령집행 

직전에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이는 난민인정 절차를 남용하

는 자들을 양산하는데 실제로 기여하는 듯 보입니다.

한편 현행 난민법 제8조 제5항은 일정한 경우(거짓서류 제출이나 거짓진술 등 사실을 은폐한 

신청,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신청, 강제퇴거 대상자가 강제퇴거의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 신청)에 난민인정 심사 절

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차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심사기법을 다양화하고 심사에 

2) 본 장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을 선행연구로 삼아, 실무를 경험한 필자의 사견을 덧붙여 작성하였습니다. 3) 시사IN “70일 넘게 인천공항에 사는 아이들을 위하여” 등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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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며 다양한 교재와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난민인정 요건사

실에 맞춘 질문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난민심사관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

는 방안,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난민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

각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는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 위원

회 개최에 앞서 난민조사관들이 1차 심사 보고서, 난민면접조서, 국가정황정보 등을 고려해 미

리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사전에 제출하고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여 모두 기각 

의견인 경우 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기각하며, 그 외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별도

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난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비판과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

인적으로 난민위원회 위원을 대폭 증가하여 급증하는 이의신청에 대비하고, 나아가 지역별, 나

라별, 분과별 소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나. 법원의 사법심사 단계

1)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제도를 선택하건 결국 법원의 사법심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제

로 난민이 아닌 사람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

점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박해 사유 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정 등을 간

단하게 작성하거나 항목별로 체크하여 청구원인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소장 작성 방식의 

마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소송구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난

민사건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소송구조가 절실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이 제공되

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법원 내부적으로는, 난민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출신국을 기준으로 사무분담을 

나누어 지역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및 사무분담을 정할 때 난민재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거조사의 충실화를 위해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되, 일

반적인 사건의 경우 변론절차에서 원고에게 구술 진술하게 한 후 그 취지를 변론조서에 기재

하는 방안, 직권심리를 활성화하여 난민면접조서가 당사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원고에 대한 적극적 질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법원 차원

에서 난민신청자 중 주요 출신국의 공문서 양식을 입수해 이를 예시한 매뉴얼을 만들어 담당 

판사가 증거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영상 통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효한 방안이라

고 생각됩니다. 

또한 난민사건 중 명백하게 이유 없는 신청이나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에 기초하여 소를 제기

한 경우 신속절차 대상으로 분류하여 기일 지정, 심리 방식, 판결문 기재 방법 등에서 특칙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여기집니다.

그 밖에도 원활한 변론 진행을 위해 통역료 예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비용예납 등의 절차를 활용하며, 이와 연계하여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응하는 난

민소송 국가대리인단 등을 운영하여, 난민소송에 있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남소를 유발한 

난민신청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 외 제도의 마련

현행 제도 하에서는 난민위원회의 충실한 심리가 어려운 점, 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

의 문제, 난민조사관의 요약보고서에 관한 검토 위주로 운영되고 구술심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

는 것에 따른 심사 절차의 형해화 문제 등으로 인해 현행 난민위원회 대신 이의신청 심의를 보

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의신청 단계에 준사법기관이 설립될 경우에는 준사법기관과 제1심 행정법

원을 택일적 절차로 하는 방안이나 준사법기관에 불복한 후 제1심에 행정법원의 심리를 거치

되 항소심은 사후심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 사실심은 준사법기관이 전담하게 하고 법원의 재판

은 법률심으로 운용하는 방안, 명백하게 근거 없는 청구의 경우 소권 남용으로 보아 판결로 각

하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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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외에 종전 신청이 기각된 후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이나 명백하게 근거 없는 신

청의 경우 난민신청자로서 받는 혜택인 취업을 제한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앞으로 난민제도를 비롯한 외국인 관련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난민법이 존재하는 한 난민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작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있는 예멘 국적의 난민신청자라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청

와대게시판 청원이 있다고 하여,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난민법상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난민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난민심사부터 시작해서 난민위원회 및 세 번에 

이르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늘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난민심사역량을 강화하여 

난민심사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난민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효과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문제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는 제3의 

기관을 신설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체류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국가의 고

권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직결되고, 누구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

에 대한 최일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난민제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이민심판원’ 내지 ‘이민법원’ 을 신설하고, 해당 ‘이민심판원’ 내지 ‘이민법원’ 의 구성원들을 법

률전문가로 구성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이민심판원 내지 이민법원의 결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 

등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형태

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운용에 있어, 실질적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신속화를 제고하

고,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을 절차적,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나가면서

난민소송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 반드시 3심에 걸친 법원의 재판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특정 외국인이 정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본디 외국인의 권리라기보다는, 대한민

국의 주권의 영역이자 고권행사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난민제도 역시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이고, 난민법상 난민의 권리

가 창출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체류 외국인에 관한 제도는 대한민

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한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

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거나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법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여 사회적 합의에 이를 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난민신청자들

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첨언하면서 본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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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03

1) 2011. 3. 7.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것 2)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2020.12. 발간) 제27쪽 참조

1. 들어가며

개정 민법1)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인권을 강

조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9년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치매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바,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과거 금정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정신병원 입퇴원심사업무를 하면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소장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그 소장님

과의 인연으로,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신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강의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산가정법원 전문가후견

인으로 위촉되어 성년후견, 한정후견, 미성년후견 업무를 해왔으며, 2021년 하

반기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현장에서 지켜본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

은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

에 대한 낯설음, 가족내부문제나 재산문제에 제3자인 전문가후견인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거

부감이 많은 등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

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오늘은 약 9년간 후견업무를 꾸준히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느꼈

던 소회와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점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2.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

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의 유형은 크게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성년후견에는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후견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후견이 있습

니다. 

3.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 접수 현황2)

2013. 7. 1.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9. 한해 기준 건수는 전국 법원 9,585건(성년후견 6,984건, 한정후견 746건, 특정후견 759

건, 임의후견 30건, 미성년후견 1,066건), 부산가정법원 793건(성년후견 591건, 한정후견 51건, 

특정후견 67건, 임의후견 2건, 미성년후견 82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2018년 약 75만 명이었으나,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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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중앙치매센터 보도자료 2020. 4. 2.)

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백만 명, 2050년 3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3), 거기에 발달

장애, 정신장애 등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수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비

해 아직까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은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후견업무의 내용

후견업무에는 크게 신상보호사무와 재산관리사무가 있습니다.

신상보호사무란,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 관리를 위한 주거확보, 거주이전, 의료, 면접

교섭 등과 관련한 사무를 말하고, 재산관리사무는 재산관리 및 처분, 이에 부수되는 소송행위 

등의 제반사무를 말합니다. 

후견심판청구가 개시되면, 대개의 경우 피후견인의 배우자, 자녀 등 친족 중에서 후견인이 선

임됩니다(친족후견인). 그러나 피후견인에게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자녀들이나 이해관계

인 간에 법적 분쟁이나 재산다툼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됩니다(전문가후

견인). 

전문가후견인은 각 가정법원에 전문후견인 후보자로 위촉된 사람들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신상보호가 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을 후견

인으로 선임하고, 가족들간에 재산 다툼이 있거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주로 변호사를 후견인

으로 선임합니다. 

5. 전문가후견인으로서의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자녀 중 한 

명이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예

금을 인출한 경우 전문가후견인인 변호사는 피후견인의 재산 및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가족들

에게 위와 같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고 권유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통해 피후견인

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등의 

마련을 위해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나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직역

의 전문가후견인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6.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딸 중 셋째 딸인 청구인은, 어머니를 원고, 다른 자매 3명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간의 만남을 약 2년간 차단해왔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자신

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간에 

재산다툼이 있다 보니 법원에서 전문가후견인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사

건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자녀 4명을 모두 면담한 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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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회복한 피후견인과 다른 자매 3명이 만날 수 있게 하고, 이전에는 청구인이 관리해오던 

피후견인의 수십억원이 되는 부동산 및 예금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이 청구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자매들과 어머니를 만

나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이후 피후견인을 적절한 의료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

료진들과 여러 마찰을 일으킨 후 성년후견인이 자신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인의 연락은 차단한 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전국 

여러 경찰서에 성년후견인을 유기, 살인미수, 횡령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덧

붙이자면, 청구인은 성년후견인뿐만 아니라 당시 가정법원장, 담당판사, 자매들도 모두 고소했

습니다. 

한편, 위 피후견인은 금융재산도 많고, 대출도 있어서 여러 은행이나 증권사에 내역조회, 대출

연장 등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성년후견인은 각 은행을 방문하여 

후견제도 자체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고, 본사 법무팀을 통해 조율한 다음 업무처리를 해야 

했으며, 이후에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만 업무처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성년후견업무처리 과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7.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점

성년후견제도가 좀 더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통일적인 금융기관 업무처리 매뉴얼 확립 필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2개월동안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

원에 재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서비스신청을 한 다음, 회신

서에 나오는 은행 등에 개별잔액을 조회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등을 모두 조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번거롭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보다 보면, 금융기관 담당자는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대해 생소하게 여긴다거나 이해 부족으로 기관별, 지점별로 관련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

고, 성년후견인의 대리권한 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등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

되거나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내부 전산에 성년후견을 받는 대상자라는 알림이 뜨는데도, 은행창구 여직원이 

후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후견인의 인감도장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인출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단순한 업무도 성년후견인 변호사 소속 사무실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야지만 

업무가 처리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효율적인 업무처리와는 매우 거

리가 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돈이 시간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

다는 느낌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금융기관들을 위한 통일

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이 확립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 후견에 대한 인식 개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합니다. 즉, 후견제도 자체를 아예 모

르거나, 성년후견제도를 피후견인의 인권존중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기보다 성년후견인은 청구

인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이기 위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가족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산문

제에 개입하게 되는 성년후견인에 대해 청구인, 이해상반 관계인들이 모두 성년후견인에게 서

운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구인 

또한 이해관계자 중 한사람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의사가 곧 피후견인의 의사와 반드시 일치하

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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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성년후견인에게, 간혹 청구인은 자

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서 실망감이나 분노를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한편, 다른 가족들은 성년후견인이 왜 필요하냐며 불만을 갖거나, 가족 외에 제3자가 피후견인

의 재산관리하게 됨에 따라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족간의 불화, 분노 등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성년후견인에게 표출하는 경

우가 많다 보니, 성년후견인은 객관적인 업무 외에 피후견인 가족들의 감정적 표출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들

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피후견인의 인권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라는 점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후견보수의 불투명

후견인은 보통 연 1회 가정법원에 1년간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보고서인 후견사무보고서를 제

출하면서 보수를 청구합니다. 1년에 한번 가정법원에 보수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대개 직권

으로 보수를 정해서 보수결정을 내려주는데, 후견업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보수가 어떤 기준

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보수금액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서, 피후견인을 위해 열심히 후견업무처리를 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후견인이 받을 보수기준표가 공표된다면, 후견인 역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대

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후견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 임의후견의 활성화 

한편, 후견의 유형 중 임의후견은 피후견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

를 작성한 다음 후견을 개시하는 방식입니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후견제도이지만, 2019년 한해동안 

부산에서는 단 2건의 임의후견만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사실 임의후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인 바,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임의후견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8. 나가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성년후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평균연령이 45.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3.7세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인 부

산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보신 것처럼 후견의 영역은 다양하고 여러 복잡한 문제의 해결능력이 필요한 바, 이

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주도하는 후견전문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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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여성폭력이 없는 도시를 만들자04

1)  백래시(back lash)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로, 주로 진보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기득권층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그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Ⅰ. 들어가며 

지난 몇 년 사이에 대중적인 페미니즘 운동은 폭발적으로 분출했으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로 상징되는 여성 살해 사건을 거쳐 만연

한 불법촬영과 편파적인 수사를 규탄하는 ‘불편한 용기’ 시위, 사회 전 영역에 

만연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미투’ 운동, 사이버 성폭력과 성착취 문

제를 고발한 텔레그램 성착취 등 거의 모든 운동의 시작에는 여성폭력의 문제

가 자리잡고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이것이 특정 개인의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

라,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여성혐

오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성차별, 여성혐오 문제는 젠더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

해졌으며, 페미니즘 운동에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며, 과격한 운동이

라는 낙인과 백래시1)가 거세어졌다.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과 진단과 처방은 저

마다 다를 수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은 이 

모든 혼란의 시작에 현존하는 여성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진입했지만 여성차별에 대한 지표는 아직도 변화가 

더디고, 시민들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유례없는 서울과 부산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으며, 사상 초유의 저출생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과 여성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요

구된다. 여성폭력 문제 해결은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도시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

요한 분기점이다. 

Ⅱ. 여성폭력 문제를 둘러싼 부산의 현실 

우선 여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산은 여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 여성폭력방

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

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파악하기는 쉽

지 않다. 여성폭력 문제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이며, 최근에 잇달아 일어난 스토킹 범죄와 아내 

살해 범죄의 경우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 파악이 어렵기도 하다. 

부산에서는 최근 남구의 원룸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성폭력 사건 혹은 부산문화예술계반

성폭력운동, 미투 운동 등을 통해 일상적인 여성폭력을 체감하고 있다. 여기에 통계나 지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는 부산의 현실이 존재한다.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강간, 강제 추행 등 성폭력 발생률과 인구밀도, 범죄 취

약 여성 구성비 등의 범죄 원인 지표를 종합하여 성폭력 위험도 지수를 공개했다. 3,468개 행

정동을 분석한 이 데이터에 따르면 부산 중구 남포동, 그 뒤를 이어 부산진구 부전 1동이 전국

에서 가장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곳 1, 2위를 차지했다. 251개 구군별 성범죄 위험도에 있어서

도 부산 중구, 동구, 부산진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SBS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에서 2014~2016년 3년간 전국 252개 경찰서별 5대 강력

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만 명당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5대 강력범죄가 가

장 많이 발생한 곳 전국 1위가 부산 중구, 6위가 부산 동구, 9위가 부산 부산진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대비 강력범죄 발생율이 높고 성폭

력 범죄 위험도도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산이 여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또

다른 요인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유흥 단란주점의 비중이 타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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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지역 여성안전 취약공간 분석 및 관리방안』, 2020 

3)  이하 정책은 필자가 참여한 부산여성단체연합 정책TF팀에서 만들고 부산여성단체연합이 2021년 발표한 성평등 정책 공약의 여성인권과 안전 파

트를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높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흥 단란주점이 부산에는 4,143개로 서울 2,342개, 인천 

1,598개, 대구 1,762개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산이 서울의 2배에 가까우며, 광역

시도 중 부산보다 많은 곳은 경기도(7,428개)뿐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인구 10만 명 당 유흥

주점 수로 따지면 부산은 다른 지역의 2-4배에 이른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2020년 연구2)에 

따르면 유흥주점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

의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추론이 아닐까 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식민지 시기에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착취적 공간인 유곽이 오늘날까지

도 성매매 집결지로 남아 있다. 바로 속칭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이다. 전국의 다른 집결지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유린과 착취의 상징인 이같은 대규모 성매매 집결

지가 남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 부산의 역사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찰이 필요한 지

점이다. 이 같은 부산의 환경을 고려하여 여성폭력 없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이런 정책을 만들자3)

1.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체계를 완성하자

2020년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구군 공무원 2,677명

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실태조사 결과, 성별 구분없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직간접 성희

롱 피해경험이 18.9%에 달하며, 5.4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희롱 피해는 근무시간 중과 외, 근무 장소와 근무 외 장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

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도움을 청하여 조

치된 비율은 9.4%로 1/1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에 대

한 2차 피해 비율은 20.%로, 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이 8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비율은 고작 5.6%에 불

과해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다. 

광역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 부산시는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감사위원

회 산하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부산광역시와 공공기관까

지 포괄하는 기구로서는 규모가 작은 데다 구군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성희롱 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형

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권고 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담기구 마련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우발적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아닌 성차별적 고용환경과 위계적인 조직 

체계와 문화에서 기인한 것을,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조직 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

하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뿐 아니라 예산계획 수립과 조직 개편, 정책 수행 전반에 있어 성인지

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직장내 성희

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공공기관까지 체계적인 전담기구 설치, 인력 및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 기구를 만들자

n번방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전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불법촬영 등의 문제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에서부터 이미 진화하고 훨씬 더 야만적인 수법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대

한민국의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 또한 매우 중요

하며 권역별 종합대응센터가 설립되어 고도의 기술력과 범부처간의 협동을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시는 2021년 8월 11일자로 부산광역시 디지털 성범

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조례 제6469호)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시장은 디지털 성

범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디지털 성

범죄 피해 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시도 조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지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동

남권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파급력이 크고 피해가 막중한 만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

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삭제 지원 및 기술 개발. 공조 및 협약을 통한 외부자원 연

계가 필요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감시단 운영 및 기업 등과 기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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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12월 16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경민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데이트폭력에 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진, 예방교육, 삭제 지원, 수요차단 및 인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

련이 필요하다. 

3. 성착취 집결지를 폐쇄하고 여성인권 공간으로 전환하자 

부산형 여성인권 의제로 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매

매 집결지로서 여성폭력과 착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속칭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

쇄 및 공공적 전환이다. 부산 서구 완월동(현 충무동 초장동 지역)은 일제 강점기 형성된 공창

지역으로 현재까지도 성매매 집결지로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착취의 대표적인, 일

상적인 현장으로, 인근 상권이 성매매 집결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인근 주거지 주민들의 

낙인감이 강하며 낙후 지역임에도 민자 투자 개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성매매 여

성들의 생계 대책 마련/도시계획/경찰단속 등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체

적 접근이 필요하다. 

2020년 부산광역시와 서구청이 후원하고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과 부산참여연대가 주관하

여 시민정책공방에서 수행한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식 조사는 부

산시민 500명과 서구 주민 100명,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식조사 결과 부산지

역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부산시민(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44.4%)에 비해 서구주민

(54%)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성매매 문제 해결의 관심도 역시 부산시민(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46%)에 비해 서구주민(63.6%)이 더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월동 

지역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산시민 81.6%(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구 주민 역시 78%, 전문가 96%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변화 방식에 대해

서는 가장 많은 비중으로 ‘민관 협치를 통합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도시재생방식’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고, 변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공간 대여 및 지원시설 설립 등 문화예

술관련 시설 및 지원 공간 설치’, ‘역사기록관, 여성인권역사관 등 역사적 보존과 기록의 가치 

반영’,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주거 시설 마련’ 등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나, 공익적 성격

으로 부산시청과 서구청 등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의 민관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미 전북 전주시 ‘선미촌’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재생을 거쳐 거점 방식 건물 매입을 통해 양

성평등복합문화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조성 및 도로 정비를 거치며 동시에 자

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들에 대한 탈업소와 생계지원을 도왔다. 그 결과 성매매 집결지

가 와해되며 2021년 모든 성매매 업소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전주시는 집결지 인근지역 범죄

율 감소로 2020년 제 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을 수상하고, 2021년 거버넌스 대상을 수상하

였다. 대구광역시 또한 ‘자갈마당’ 집결지 폐쇄가 대구 시민들이 뽑은 시정 1위 사업이었다. 여

성가족부와 여성친화 일자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전환을 이끈 충남 

아산시, 그밖에 대전광역시, 창원시, 수원시, 춘천시 등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립지원과 

집결지 폐쇄를 도모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부산은 2020년 자활지원조례를 

시행하였지만 2년째 예산은 0원이며,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도 흐지부지 되고 있

는 실정이다. 부산의 강력한 의지로, 가장 오래된 성착취 현장을 폐쇄하고 여성인권의 상징으

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부산의 중요한 과업이다. 

4. 일상의 위협, 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최근 끔찍한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마찬

가지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주로 아주 친밀한 관계인 남자친구인 경우가 많으며 스토킹 가해

자 역시 지인이나 남편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

한 정보, 학교, 직장 등을 공유하고 있어 더 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지만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스토킹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쉼터)을 지원받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아직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 지원 시에 물리적 폭력과 관련하여 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자체 차원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12월 부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의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5분 발언4)이 있었지

만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관련 조례나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데이트폭력, 스토킹폭력에 대한 내용

을 명문화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데

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거주지(공간) 지원 등 종합 지원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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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안심홈세트(외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캡처 사진이 전송되는 폐쇄회로(CC)TV, 집 안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 벨’, 이중잠금장치인 ‘창문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 스마트워치) 보급사업 

5. 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세 가구당 한 가구꼴로 1인 가구이다. 그

런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남구에

서 일어난 원룸촌 성폭행 사건은 주로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원룸촌이 얼마나 범죄에 취약한

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곳은 2년 전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로부터 5분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였다. 특히 많은 여성 1인 가구는 안전을 이유로 주거에 대한 높은 비용을 치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2019년 부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을 보면 전국 

1인 가구비율이 30.22%인데 부산은 30.73%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데 남성 1인 가구는 전국 49.67%대비 45.32%로 부산이 조금 낮은 반면 여성 1인 가구는 전국 

50.33% 대비 부산 54.68%로 여성 1인 가구가 더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에는 고령의 

1인 가구 여성들 역시 안전에 취약함에도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여성 1인은 소득이 낮고 주거비 지출이 커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여성이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이 큰 이유는 안전한 거처 확보를 위해서이다. 타 지자체에

서는 여성 1인 안심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안전한 밤길을 위한 연구를 통해 조도를 개선

한다든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은 남구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 대책을 추진

하고 있으나 부산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사업5) 및 주거 관리를 위해 방문객이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 외부인 출입 

정보를 전달하는 출입안전 서비스제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임대주택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관련 제도

를 정비하고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안전한 밤길과 부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 복지기준

선 마련과 같이 안전기준선 마련을 통해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2021년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민·관·공의 협업으로 ‘부산의 안전한 밤길 되찾

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관협치에 의해 모두에게 안전한 부산

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장애인 및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하자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여과없이 

드러내었다.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쉼터 입소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시설 입소 및 지원이 

꼭 필요했던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부산에는 여성장애인 가정폭

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부재하여 이들이 입소할 곳이 없으며, 비장애인가정폭력시설은 실제적인 

기술(밥하기, 신변처리가능, 이동가능 등)을 요하여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쉼터에 입

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은 대부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 장애인 폭력피해자는 정신장애 특성 상 충동적인 과잉행동 등으로 비장애

인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상담하거나 입소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삼중의 취약성이 더욱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성착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친족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가출하여 성매매에 유인되는 등 다양한 가

정환경의 이유로 가출하여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비장애인 성매매 시설에 입

소하여 생활하지만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장

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정신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 장애

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화된 전문 장애인 폭력 피해여성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

로 고민해야 한다. 

장애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주여성 역시 이중 삼중의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

면 조사 대상자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에 달

했다. 10명 중 4명이 폭력피해를 경험했다. 가정폭력 유형은 심한 욕설이 81.1%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고 한국 생활 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 생활비 미지급(33.3%), 성행위 강요

(27.9%), 부모·모국 모욕(26.4%) 순이었다. 성추행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체류 자격 때문에 적절한 지원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이주여성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

에 놓였다. 언어, 경제권 등 무엇 하나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

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남편의 폭력을 피해 피난처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재난지원금 신청

을 했다가 신변이 노출되는 위협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적 마스크 지급이 되지 않거나 언어적

인 문제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긴급문자, 재난문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온

라인으로 자녀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기기 사용이나 언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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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단체연합, 『2021 부산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 공약집』, 2021

박준휘 외,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SBS마부작침, 전국범죄여지도, 2016 

고보혜, 『광주지역 여성안전 취약공간 분석 및 관리방안』, 광주여성가족재단, 2020 

참 고 자 료
였다. 성착취 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들은 더더욱 생계와 주거의 문제에 있어 위협을 겪

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취약해진 이주여성 문제에 대한 특별 대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

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주거지원 및 MOU 협약 등을 통해 이주여성 긴급상담소 

지정 및 긴급대피소 지정 및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Ⅳ. 나가며 - 인권도시 부산을 위하여 

최근 부산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

로 안전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폭력의 문제는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여성인권은 바로 인권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인권도시 부산이라는 새

로운 미래 비전을 위해 부산형 여성인권의제로 여성폭력 없는 부산을 만들자는 분명한 목표 

아래 적극적인 부산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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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옹1) 변호사

김법윤2) 변호사

1. 대상판결의 개요

원고는 2014. 10. 21. 자녀를 출산해 2014. 12. 30.부터 2015. 12. 29.까지 1년간 육

아휴직을 하고, 2017. 2. 2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고용센터가 고

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사건 조항’)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육아휴

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

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심은 원

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고 패소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육

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8인의 대법관은 육아휴직

이 끝난 뒤 1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

이므로, 이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법률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

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조항은 일정기간 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5인의 대법관(박상옥,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의 반대의견으로, “해

당 조항은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

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은 유연한 대처에 저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입법자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근로

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무이

고 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 모든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2. 평석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에 찬동한다. 우선 다수의견은, 일반 행정법리나 판례에서 절차적 권리인 

신청권과 실체적 권리인 청구권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훈시규정으로 새기고 온 점과 들어맞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

하고자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의 

취지와 내용에도 반한다.  

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법 등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

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3)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발굴과 보장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05

1)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 연구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2)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지평)

3) 이하는,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7판), 박영사, 104 ∼107쪽 이하를 정리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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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申請)이란, 사인이 행정청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

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4). 행정절차법 제17조5)에서 처

분을 구하는 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6). 

신청이 적법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신청의 요건이라 하는데, 신청의 대상인 처분(예

를 들어 허가, 등록)의 요건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이 

법령상 요구되는 구비서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

는 권리이지,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신청권은 실체법상의 적극적인 청

구권과는 구별되는 절차적 권리이다. 실정법령에 의해 주어질 수도 있고, 조리상 인정될 수도 

있는데, 신청의 요건으로 신청권이 필요없다는 견해도 있다.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하여 응답(가부간의 처분 등)

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응답의무(應答義務)는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부작위가 되는데,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 당

연히 부작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작위의 요소인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하

나의 고려사유가 될 뿐이다.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

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한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이나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

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신청기간이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정해진 경우 당해 기간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훈시규정인지가 문제되는데, 특별한 사정(명문의 규정 또는 제3자의 법적 이해관계 등)이 없는 

한,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

시계획승인취소])7)도,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1항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새겼다. 

(i) ‘신청’이란 사인이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지,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

며, (ii) 행정청으로서는 접수의무, 보완조치의무, 처리의무(응답의무)만이 있을 뿐, 신청된 내용

대로 처분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닌 점(거부처분도 가능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기간 등 규

정은 훈시규정으로 새겨야 한다. 행정청의 의사에 반하여 관철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지 못한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의 행사일 수 없고, 따라서 신청기간 등을 어겼다고 하여, 실체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정할 뿐, 그 기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명시

하지 않고, 또한 그 기간 경과의 효력에 대하여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자의 법적 이

해관계 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강행규정으로 새길 것이 아니다. 위 2010두21464 판결에서도, 신청 단계를 지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훈시규정으로 보았다.8) 

4)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

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5)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

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 제9조(실시계획

의 승인) 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따로 정하

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8)  훈시규정(訓示規定)이란,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인데, 기간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효력규정(效力規定)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비효력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무난하였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넘

어서 법률에서 ‘…해야 한다’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새기고, 나아가 이를 두고 훈시규정이라고 표

현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훈시란 민주주의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그 사용을 자제하는 게 옳기도 하다. 훈시의 

사전적 의미는, ‘1. 상관이 하관에게 집무상의 주의 사항을 일러 보임. 2. 가르쳐 보이거나 타이름. 3. 예전에 관청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던 일. 또

는 그런 게시’이다. 위 3항에서 ‘예전에’라고 하였듯이,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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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행정법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신청’의 의미를 벗어나 사인의 

신청이 없으면 아예 신청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9). 다수의

견은, “(i)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

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관

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권

리행사 태만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추상적 권리가 실현되므로 기

간 진행의 중단ㆍ정지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 (ii) 앞서 본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

는 첫째 유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각 권리행사기간을 잘 구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규정은 각각 존재 의의가 있고, 서로 충돌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iii) 구 고용보험법

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

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

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

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

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고 하였다.

가) 하지만 다수의견조차 “국세 등에 관하여 부과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징수권의 행

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처럼 양자로 구분하는 권리행

사기간의 규정 체계는 다른 공법상 권리에 관한 행사기간의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행정청

의 심사ㆍ결정으로 구체적 권리로 전환되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행사기간 역시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

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

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에 관

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형태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가 아니다.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경우에야 비로소 그 권리의 조속한 행사를 요청하거나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의 경우에야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척

기간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자로서는 그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할 수는 없고, 행정청으로

서도 단순한 응답의무만 지는 것이어서 그 신청을 거부해도 응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취급된

다. 사인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으로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상 사회권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로 구분해 왔을 뿐, 고용보험

법이라는 개별 구체적인 사회보장법에서 정한 기간 규정의 해석을 하면서, 이와 같이 구분하는 

예는 찾기 힘들다. 즉 헌법상 사회권도 법적 권리이지만,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어야만 구체적 

권리가 되며, 그 전에는 재판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추상적 권리라

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관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입법

자에 대해서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오히려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에서도, “다만 조세권과 같은 국가 등 행정주체의 권리에 대

해서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여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공법상 권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추상적 권리의 행

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듯이,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행정주체의 사인에 대한 규제권한 또는 제재처분의 행사에 적합한 것이지,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공법상 의사표시로서 ‘신청’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한편 소수의견이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공

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는 규정의 경우 명시적ㆍ묵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제척기

간으로 해석하면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던 실체적 권리가 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멸함으로써 

9)  대상판결의 쟁점을 다룬 논의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노호창은, “육아휴직이 일ㆍ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하고 직장복귀를 전제로 하는 노동법적 

성격이 강한 권리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보장법적 성격이 강한 권리이다.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사회보험에 속하는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공법상 권리이지만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신청과의 관계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문제된

다.”고 하면서도,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서울법학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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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의 기간 내에 특정한 행위

를 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령상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

여, 마치 행정청을 상대로 한 신청단계에서도 사인의 실체적 권리가 이미 발생해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것도 잘못이다. 

 

다) 이 사건 조항이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첫째 유

형이 사회보장수급권의 각 권리행사기간을 잘 구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한 (ii), (iii)항의 판시도 납

득하기 어렵다. 

 

① 단기간의 신청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통상의 행정법상 신청권을 넘어 사회보장수급 대상자가 남김없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등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② 만일 이 사건 규정은 제척기간,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이상적 입법이라

면, 애써 입법자가 제107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종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

급받을 권리를 삭제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둘째 유형(추

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도록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고용보

험법을 개정할 리가 없는 것이다.

위 개정 전의 입법을 이상적 형태로 본 다수의견의 입장에서는 이 개정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개정이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급여의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이 훈시규정으로 보는 소수의견의 입장에 부합하는 개정일 것이다.   

나.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새길 

수는 없다.

 

1)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1995. 12. 30. 법률 제5134

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10). 사회보장기본법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육아휴직급여

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 부담비용 등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분산시키기 위한 사회보험 수급

권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된다. 

2012. 1. 26. 법률 제1123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27.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에서

11) 이를 분명히 하였다.12)). 

10)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개인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으로 함. ②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포함

하여 국민복지증진의 토대를 마련함. ③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역할 및 비용부담을 명시하고,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 ④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정하도록 함. ⑤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압류를 금지하고, 동 권리의 제한 또는 정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동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⑥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 방향에 따른 연도별 추진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⑦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제도

적 연계성, 전문성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으로 하며, 사회보장에 관련된 분야에는 전문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를 지역적 균등분포, 원활한 업무조정, 국민의 이용상 용이성을 갖게 마련하도록 함. ⑨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에 관하여 국민

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밀보호, 설명·상담·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1)  [전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국민

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ㆍ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

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ㆍ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

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

념으로 함(안 제2조). 나.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 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

대하며,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

조까지). 라.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

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7조). 자.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

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38조).

1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

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

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

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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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

11조, 제13조 제1항)13).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하며,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야 하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

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제6조(국가 등과 가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 관련 행정법규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단순한 응답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영역에서는, 사회

보장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대상자가 그 지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가 지급되도록 보장되어야 하지, 고용보

험법의 이 사건 조항을 두고 무슨 제척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 등에 들어맞지 않는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등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의무는 더욱 

강화되어 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2014. 12. 30. 법률 제12935호 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관보에 게제된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정이유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

정기관별ㆍ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

렵고, 같은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2015. 2. 26. 송파구에서 생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

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

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 종전과 동일.

3.  “공공부조”(公共扶助) 종전과 동일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

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

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

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

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

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

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3)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

의 신청일로 본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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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14)이 발생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

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ㆍ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

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

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

어 옴.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

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

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

구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ㆍ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ㆍ지원, 상담ㆍ안내ㆍ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하여 복

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

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하여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

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며, 사회보

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ㆍ제공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

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제5조

제2항 및 제15조).

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전가구, 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

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

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바.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ㆍ안내 기능을 강

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

여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사.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

화함(제17조).

아.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

사, 급여의 변경ㆍ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

자.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

장정보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14)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불과 약 4개월 만에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이라는 이른바 ‘세 모녀 

3법’의 제·개정을 가져왔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다.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

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하기 3

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 이는 30세 성인에 대

한 추정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6%A1%ED%8C%8C_%EC%84%B8_%EB%AA%A8%EB%85%80_%EC%

9E%90%EC%82%B4_%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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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의ㆍ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이루

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제23

조부터 제29조까지).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

보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 시 고발ㆍ징계 요구, 과태

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9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

지).

카.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

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

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

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ㆍ면ㆍ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

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

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함(제51조 및 제52조)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다(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 선언하고, 이어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

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으로 하여금15),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기본원

칙으로 한다고 하였다16)17).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권자를 그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 친

족 등,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

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18). 지원대상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

원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라는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위와 같

이 확장된 신청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

한 신청기한 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원대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

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

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6)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

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

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

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

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제29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2015. 7. 1.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2020. 6. 4. 한

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http://www.ssis.or.kr/index.do라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기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

보장제도 운영… 국민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저널 통권 제7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5. 1. 

18)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

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

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

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

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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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친족 등이

나 보장기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을 다수의견

처럼 새겨서, 지원대상자가 1년 이라는 기간 내에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

을 수 없다고 해서는, 앞서 본 사회보장급여법에 어긋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

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발굴(發掘)이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냄’이란 뜻이다. 사회보장

급여법의 제목에서부터 ‘수급권자 발굴’을 사용하고 있고, 제2장 제2절로 ‘지원대상자의 발굴’

에 관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사회보장급여법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분명한데도 육아휴

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란 신청기한을 육아휴직급여대상자가 어겼다고 하여, 아예 유

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새길 수는 없다19). 

4)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에 관해서는 수급권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조사한 후 급여를 제공하는 ‘직권주의’가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에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

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

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그 신청을 지원대상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한정하지 않고 그 신청을 받아 처리할 보장기관이 그 신청을 손놓고 기다리지 않도록 하였다.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보장기관이 나서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대상

자가 신청한 것으로 의제 간주한다. 아무리 지원대상자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라고 하더라도 지

원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을 뿐이다. 이를 두고 

지원대상자가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일지라도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다.  

5) 이처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다른 행정법규상 신청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종래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행정에서 그 지급이 가능하다고 받아

들여져 왔고, 그 대상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급여의 지급 등의 실행을 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무에 만족하지 않고, 입법자는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실질적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을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로 개정할 때에도 입법자는 단순한 신청주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

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

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

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인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6)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저한 필요 충족에 관한 것이

다. 그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그 지원대상인지 여부나 그 신청기간을 살펴서 신청을 한다는 것

19)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에 앞선 국회공청회에서, 진술인 이봉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최 의원님께서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복지 또는 선제적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 법

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효과

적인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조문을 보면 사회보장수급권자 개별사례의 맞춤형 급여도 이 법이 운영이 되다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제323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14년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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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다. 수급자격이 있지만 정보나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전달체계

상의 결함이 온존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과 시행 등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는데도 여전히 

이런 실정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의 적용대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하고 있지도 

않다. 

고용보험법에 이 사건 규정을 둔 후에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다. 그 규정내용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규정의 의미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  해석될 수 

없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신법으로서 우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육아휴직급여대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새길 수 없다. 

입법자는 지원대상자를 넘어 그 신청권자를 확대하고, 심지어 그 신청을 받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보장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에 의

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애써 사회보장급여법

을 마련하고 개정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보장되도록 해 온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수급대상자로 그 신청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장기

관 스스로 수급대상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면서까지 수급을 받도록 하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사회보장수급

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4.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

록(2014. 4. 15.)   

김기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복지사각지대 발

굴해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운영… 국민 복지체감

도 향상, 복지저널 통권 제7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5. 1.

노호창,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의 법적 성격 :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21134 판결, 노동법학 제54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6.

노호창,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서울법학 제25권 제2호, 서울시립

대학교법학연구소, 2017. 8.  

노호창,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월간 노동리뷰 통권 제149호, 한국노동연구원, 2017. 8.

노호창,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 2018

구단52757 판결, 노동법학 제6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9. 

노호창,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월간 노동리뷰 통권 제194호, 한국노동

연구원 2021. 5. 

오세웅,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

81972 판결, 노동법학 제64호, 한국노동법학회, 2017. 12.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7판), 박영사,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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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균 변호사

2021년도 부산지역 경찰서내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실태조사 보고서06

1) 이재정 국회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 조사의 목적 등 

가. 조사 주체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나. 조사 목적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내의 공동생활에 중

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

유를 박탈하고 구금시설 내에서 일정한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헌

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가 체포될 경우 최초로 인신이 구금되는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고,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긴급히 요구된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2013년에 이어 2021년 5월 부산지역 소재 

경찰서 유치장과 변호인접견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 대상

경찰서 15개소, 해양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합계 17개소

부산해양경찰서,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13개 경찰서 (강서경찰서, 금정경찰

서, 기장경찰서, 해운대경찰서, 남부경찰서, 동래경찰서, 동부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북부경찰

서, 사상경찰서, 사하경찰서, 서부경찰서, 연제경찰서) 해양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등 15개소 

변호인 접견실

- 변호인 접견실 미설치 영도경찰서, 중부경찰서 제외

라. 조사 기간 

2021년 5월 10일부터 2021년 5일 28일까지

마. 조사 방법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36명이 2~3명씩 1개조를 편성하여 각 조별로 부산

지역 각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경무과장 등 담당자 입회하에 경찰서 유치장 내 변호인접견

실에 관한 운영 실태 조사를 하였다.

2. 최근 보도된 경찰청 내 유치장 운영상황

가. 2019. 5. 30.자 경찰청 브리핑

▒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

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한다.

○ 올해 변호인 접견실 설치 예산 4억 4,300만원을 활용하여 아직 유치장에 변호인 전

용 접견실이 없거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82개 경찰서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

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나.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현황(2019년 8월 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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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장 운영관서 중 변호인 접견실 설치 현황(모두 실제 운영 중)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21곳도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중(금년 내 완료 예정)

구분 계
서
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치장수 111 22 6 4 4 3 2 1 12 5 9 5 6 5 6 11 9 1

변호인
접견실

111 22 6 4 4 3 2 1 12 5 9 5 6 5 6 11 9 1

설치기준 
충족

90 19 5 4 4 3 2 1 12 5 7 5 5 4 5 5 3 1

2) 지방청 변호인 접견실 설치 및 운영 현황*(모두 실제 운영 중) 

※  아래의 변호인 전용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술영상 녹화실’ 등 구분된 

공간을 접견실로 활용하여 독립된 환경을 제공하므로 운영상의 문제는 없음 

<변호인 접견실 설치현황> 

구분
총계
(18)

서
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
(남)

경기
(북)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현황 14 3 1 1 1 0 1 0 0 1 1 1 0 1 0 1 1 0 1

※  「변호인 접견실 설치 일반기준」(경찰청 지침, ’13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춘 접견실을 포함한 현황임 

<설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현황> 

구분
총계
(18)

서
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
(남)

경기
(북)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현황 5 0 1 1 1 0 1 0 0 0 0 0 0 1 0 0 0 0 0

※  △적정면적 4.5㎡(3m*1.5*) △접견실 내부는 변호인과 피의자용 공간으로 구분 △1

면 이상의 외벽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구성 등

3. 부산지방변호사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021. 4. 16. 아래와 같이 부산지방변호사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각 경찰서별로 독립된 공간의 변호인접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  유치장 운영(6) 및 수사부서환경개선이 이루어진 경찰서(2)는 독립된 접견장소가 있

고 그 외는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각 경찰서별로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시 비밀보장이 되는지 여부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본질로 하므로 접견내용에 대한 비

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 바, 당연히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경찰서의 접견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여부

→ 별도의 편성된 예산이 없음

4.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 (변호인접견실 설치 및 운영 실태)

가. 유치장 운영 상황

조사대상 15개 경찰서 중 7개 경찰서에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고, 8개 경찰서(부산광역시경찰

청, 강서경찰서, 금정경찰서, 기장경찰서, 남부경찰서,동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사하경찰서)에서

는 유치장을 운영하지 않고 권역별로 나누어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을 사용하고 있다.(코로나19

로 인하여 이번 조사에서 유치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나. 독립적인 변호인접견실 설치 여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부산지역 15개 경찰서 모두에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그

러나 15개 경찰서 중 10개 경찰서에만 독립적인 변호인접견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진술녹화실을 변호인접견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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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경찰서 중 3개 경찰서에서 진술녹화실을 변호인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 사하경찰서, 기

장경찰서에서 변호인접견실 진술녹화실을 겸용하고 있다. 또한 해운대경찰서에서는 변호인접

견실을 유치인 신체검사실과 겸용하고 있으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녹화실을 변호인접견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라. 변호인접견실 내 CCTV설치 및 모니터링 

1) 관련규정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의하면 ‘경찰서 유치장 내의 변호인접견실에 접견실에는 지정위치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호인 접견실

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별도 3에 따라 설치하되,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CCTV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다.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시행 2020. 7. 16.] [경찰청예규 제564호, 2020. 7. 16., 일부개정]

제14조(접견실) 

① 접견실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접견실에는 지정위치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

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시행 2020. 10. 23.] [해양경찰청훈령 제196호, 2020. 10. 23., 일부개정]

제11조(접견실) ① 일반 접견실은 별도 2에 따라 설치하되,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

회창과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별도 3에 따라 설치하되, 접견실 내부를 관

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접견실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냉난방 장비를 설

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시행 2019. 7. 10.] [해양경찰청훈령 제130호, 2019. 7. 10., 일부개정]

 (해운대경찰서 신체검사실)  

(사하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외부 수사관 대기 장소)

(해운대경찰서 진술녹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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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접견실) ① 일반 접견실은 부도 제2호의 기준에 따르되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

의 면회창과 마이크 및 스피커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접견실은 유치장과 인접한 곳에 부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접견

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접견실 및 대기실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적정한 냉난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도 제3호】 변호인 접견실 평면도

2) 실태조사 결과

15개 경찰서 중 10개의 경찰서의 변호인접견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강서경찰서와 

연제경찰서의 경우에는 변호인접견실 밖 입구 상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각 경찰서의 변호인 접견실 담당수사관, 통합당직실, 유치관리팀에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변호인접견 상황을 모니터로서 관찰하고 있다. 

사상경찰서 담당수사관에 의하면 CCTV를 통해서 경찰서장실, 상황실, 수사과장실, 유리관리

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서부경찰서의 경우 녹화된 영상은 서부경찰서 3층 상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황관리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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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창

(서부경찰서 접견실 내 CCTV 위치)

(서부경찰서 접견실 내 CCTV 사진)

(서부경찰서 변호인접견실 밖 유치관리팀에서 모니터링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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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변호인접견의 비밀 유지 여부

1) 근거 법령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5호, 2021. 7. 15., 일부개정]

제33조(변호인과의 접견 등 절차) 

①  유치인에 대하여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이하 “접견 등”이

라 한다)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는 그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또는 변호인이 되

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접견 등에 있어 변호인 접견실 기타 접견에 적

당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변호인과의 접견 등에 관한 주의)

①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등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

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유치인보호관은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수수를 발견한 때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이의 수수를 금지하여

야 한다.

제36조(접견의 장소 등)

① 접견은 접견실 등 유치장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만,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

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주, 자해, 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

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2) 실태조사 결과

일부 경찰서에서는 담당수사관이 변호인접견실에서 가청거리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

고, 일부 경찰서에서는 담당수사관이 변호인접견실과 가청거리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접견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연제경찰서의 경우, 변호인접견실 밖 바로 앞에 담당 수사관의 책상이 있고, 가청거리 내에 담

당수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변호인접견이 이루어지는 동안 담당수사관이 유치장 내 CCTV확

인 장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제경찰서 접견실 및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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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접견실의 방음시설을 갖춘 경찰서도 있으나, 방음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찰서도 못한 경

찰서도 있다. 변호인의 위치와 수사관의 위치가 직선거리로 최대 7~8m에 불과하여 불가청거

리를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찰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각 경찰서 변호인접견실

의 방음상태를 조사한 후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바. 변호인접견 가능 시간

15개 모든 경찰서에서 일과시간, 일과시간 외, 야간, 휴일에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

람은 제한없이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다. 변호인선임계가 없어도 변호인접견이 가능하고, 변호

인신분증의 제시는 필요하다.  

사. 계구의 해제

변호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계구가 해제된 상태에서 변호인접견실로 오는 경찰서도 있고,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구를 해제하는 경찰서도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인의 요청이 있

는 경우 피의자는 계구가 해제된 상태에서 변호인접견을 할 수 있다.

5. 문제점 및 대책

가. 변호인접견권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

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결정).

경찰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가 있다.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

하고 있다.

더욱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는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

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한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진술녹화실과 변호인접견실 겸용의 문제점

2013년 유치장내 변호인접견실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시정되

지 않았다.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녹화, 녹취가 가능한 영상장비가 설치된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면 실질적으로 변호인접견권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경찰서 내 유치장에 별도의 변호인접견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유치장 내 변호인접견실 내 CCTV설치의 문제점

유치장 내 변호인접견실 내에 CCTV 관찰행위로 인하여 유치장 내 수용된 피의자와 변호인 간

의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다.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함으

로써 변호인과의 자유롭고 충분한 접견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유

치장 내 수용된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실질적인 변호인조력권이 제한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CCTV에는 녹화기능과 녹음기능이 있다. 유치장 내 변호인접견실 담당수사관의 가

시거리 내에서 육안에 의한 감독을 CCTV의 녹화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접견

실 내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통해서 담당 수사관이 변호인과 유치장 수용자의 접견내

용을 듣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유치장 내 CCTV에 의하여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

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경찰당국은 유치장내 CCTV의 녹음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운영실태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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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견의 비밀보장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대결 2002.5.6, 2000모112). 교도관의 참여는 가시거리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청

거리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91헌마111).

유치장내 변호인접견실의 구조상 변호인과 피의자간의 대화가 들릴 수 밖에 없는 유치장의 경

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음시설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도

관이 가청거리를 벗어나야할 것이다. 끝. 

   

별첨 : 조사보고표 1부 끝. 

2021. 8. 27.

작성자 : 이동균 위원(인권위원회) 

2021년 부산지역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및 유치장 조사보고표

순번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유치장

1 금정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와 병용(비독립적) X (동래경찰서 유치장 통합)

2 남부 경찰서 통합당직실 내 독립적 X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통합)

3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내 독립적 X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통합)

4 강서 경찰서 형사 당직실 옆 별도의 공간에 독립적 X (사상경찰서 유치장 통합)

5 부산지방경찰청 진술 녹화 겸용 (비독립적) X (연제경찰서 유치장 통합)

6 북부 경찰서 수사과장실 안쪽 독립적 X (사상경찰서 유치장 통합)

7 사상 경찰서 유치관리팀 내 독립적 O

8 사하 경찰서 진술녹화실과 겸용(비독립적) X (서부경찰서 유치장 통합)

9 서부 경찰서 유치관리팀 내 독립적 O

10 연제 경찰서 유치장 전실 내 독립적 O

11 기장 경찰서 진술녹화실과 겸용(비독립적) X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통합)

12 동래 경찰서 유치관리팀 내 독립적 O

13 해운대 경찰서 유치장내 설치, 신체검사실 겸용(비독립적) O

14 부산진 경찰서 유치관리계 내부 독립적 O

15 해양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별도 독립적 O

변호인 접견실 미설치 

1 영도 경찰서 X X (서부경찰서 유치장 통합)

2 중부 경찰서 X X (서부경찰서 유치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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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로부터의 
인권보호법제 개선방안

정  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문제의 제기

현재 가장 해악이 심한 인권침해는 무엇일까?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그 심각성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으나,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는 단연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착취에 의한 해악이 가

장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 혹은 본질적 권리를 뜻하고, 인권침해는 주로 인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권리

를 침해함으로써 나타난다. 현실공간에서는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가 다 발생하지만,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는, 예컨대 성명권 침해, 초상권 침해, 모욕과 명예훼손 등 이른바 인격권침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침해의 정

도가 가벼운 침해는 민사책임의 원인이 될 뿐이지만, 모욕과 명예훼손, 나아가 디지털 성착취 등 중대한 인격

권침해는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관련 입법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거의 모든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입법되어 

있고 그에 걸맞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 효율적 방지를 위한 정책 입안도 꾸준히 행해지고 있

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특별히 많아졌는데 이는 인권침해를 일삼는 악독한 범죄

자들이 보다 중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에도 여전히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1) 이를 통해 만들어진 불법 디지털 성착취 동영상들이 퍼져

나가 제2의 소라넷 사이트2)가 생겨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성착취는 불법 카메라촬영과 그 유포에 관련된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에 

1)  백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팔린 이 불법 디지털동영상들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성인사이트

에 퍼져나간 걸로 확인됐다. 여성 백여 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윤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이 영상을 온라인에 무작위로 뿌렸는데, 이렇게 유

출된 영상이 7만 명 넘게 방문했던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는 것인데, 텔레그램방을 통해 판매됐던 것과 별개로, 음란물이 유통된 

것이다. 

2)  이 사이트는 뉴스보도 후 폐쇄되었지만 경찰이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였고 현재까지 확인된 백여 명의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도 포

착되었다고 한다. JTBC 뉴스룸, '제2 n번방'서 '제2 소라넷'…퍼져 간 불법동영상, 2021.4.9. 자 뉴스 참조.

의한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더욱 강력한 척결 의지가 필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대책이 

보완되어야 하는바,3) 이하에서는 디지털 성착취에 관하여 현행법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거나 신규입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생각해 볼 수 있

는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성착취의 개념과 사례

1. 개념

디지털 성착취란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성범죄를 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안기는 모든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사이버성범죄 혹은 디지털성범죄로도 불린다.4) 

디지털 성착취에 관한 법률규정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3)  예컨대, 최소윤·한민경,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권 2호, 2020; 

정완, “디지털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6권 2호, 2021.6 등 참조.

4)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등 일반론에 대하여는 김희정·박광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2권 4호,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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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범죄가 있으며,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음란물 등 불

법정보의 유통 및 게시금지 등, 사이버음란물죄의 처벌 등의 규정이 있으며,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스

토킹죄도 디지털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5)

2. 디지털 성착취의 대표적 사례

첫째 사례는 소라넷 음란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2016.4.1 폐쇄될 때까지 17년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 불법음란물을 공유하여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

하고,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의 광고를 통해 백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경

찰은 카페 운영진, 광고주 및 회원 등 62명을 검거하였으나, 소라넷 운영진은 추적을 피해 서버를 네덜란드로 

이전하였다. 경찰은 네덜란드 경찰과 공조하여 불법 음란물 자료가 있는 소라넷 서버를 2016.4 폐쇄하였다.6) 

2018.6.25 뉴질랜드에서 자진귀국한 여성운영자를 검거하였으나 나머지 운영진은 체포하지 못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이다.7) 

둘째 사례는 다크웹 아동음란물 유통사이트이다. 2018.5.1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국수사국, 국세청, 연방검찰

청, 영국 국가범죄청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256명을 검거

하였다고 발표하였다.8) 이 다크웹은 이용자 가입 직후 운영자가 발급해준 비트코인 주소를 통해 이용자가 비

트코인을 송금하면 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용자는 120여만 명이었고, 유

료회원은 4천여 명으로 다운로드 횟수는 36여만 회, 비트코인 송금은 415 BTC, 7,300여 회에 달했다. 회원제

로 운영하는 이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이었지만 성범죄 전과자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도 

있었다.9)

셋째 사례는 디지털 성착취가 가장 심각했던 n번방 사건이다.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

드, 라인, 위커, 와이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2020년 12월 특수본 수사종료시에 확인된 피해자는 총 1,154명이며, 그중 10대 이하가 

5)  디지털성범죄의 다양한 특성에 관하여는 김미선,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6

권 2호, 2020 참조.

6)  동아일보, 2016.4.7자,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해외 핵심서버 폐쇄” 기사 참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

all/20160407/77455197/1

7) 한국경제신문 2018.6.26.자, “음란사이트 '소라넷' 여성 운영자, 해외서 자진 귀국…경찰 체포” 참조.

8)  경찰청 보도자료 2018.5.1.자 “국제공조로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 검거” 참조.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

do?q_bbsCode=1002&q_bbscttSn=1B000001120243000

9) 변민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전략 및 국제공조방안” 고려대 석사논문 2021, 50~52쪽.

60.7%에 달한다. 회원규모는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

년 2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

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와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알려졌다. ‘갓갓’이라

는 닉네임의 운영자는 트위터 일탈계정10)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목표로 삼고 해킹을 통해 신상정보를 얻은 여

성들을 협박하여 수치스러운 동영상이나 음란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였고, 이렇게 만든 성착취영상들은 ‘1번

방’부터 ‘8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에 올렸기에 이를 'n번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2020.3.20. 검거된 n번방 

사건 피의자 124명 중 18명이 구속되었고, 2020.3.16. 검거된 주범 조주빈은 2021.10.14.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의 가장 무거운 형벌이 확정되었다.11)

이상의 사례와 아울러 더욱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 성착취범들의 검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소라넷 유사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통

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외국사이트로 옮겨 운영하고 있어 그 피

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12)

III. 디지털 성착취 관련규정 검토

1. 성폭력처벌법 규정13)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종래 사이버성희롱14)이라고 부르던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 ‘성적 욕망’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

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10) 자신의 알몸이나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을 말함.

11) 뉴시스 2021.10.14.자 “[일지]'박사방' 조주빈, 검거부터 '징역 42년' 확정까지” 참조.

12) 뉴스토마토 2021.4.12.자 “(독버섯 디지털 성범죄 ①)제2,3의 소라넷 등장…끊이지 않는 불법촬영물 공유” 기사 참조.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처벌법은 2020.5.19 개정을 통해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14)  사이버성희롱의 개념과 이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성폭력에 관하여는 정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실태와 그 대응책” 인터넷법률 10권 

2002.1 참조.

15)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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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6)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피해자의 느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상 제3

자인 보통인의 느낌을 인용하기도 하므로 규정상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표현물을 열

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글이나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음향도 포함되고 예상

치 못한 물건의 경우도 열거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발신은 했지만 의도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확인은 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통상 이용중인 매체나 서버

에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7)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종래 몰카로 불리던 범죄행위, 즉 불법촬영18)에 관한 규정이다. 즉,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

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 

이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후 일

정시간이 경과되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내 주기억장치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

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해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 또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

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21) 카메라이용촬영물

16) 대판 2018.9.13. 2018도9775 참조.

17)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상세한 분석에 관하여는 조현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38호 2017 참조.

18) 카메라이용촬영의 불법촬영성에 대하여는 정수현, “불법 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 공익과 인권 제19권 2019 참조.

19)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참조. 본죄의 구성요건 분석에 관하여 이승준,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형사판례연구 제

17권 2009 참조.

20)  대판 2011.6.9. 2010도10677 참조.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한 판례평석으로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법학논총 제27권 2012 참

조.

21) 대판 2016.10.13. 2016도6172 참조.

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교부행위를 말하며 반포의사없이 특정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

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2) 

(3) 허위영상물 반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

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편집할 당시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

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

를 목적으로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2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 그 촬영부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4)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하며,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5) 

디지털 성착취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

고 유포, 재유포가 끝없이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영상물이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완전 삭제

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한 악질적인 범죄로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송, 유포행위, 강요, 협박, 강제추행, 강간,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

란행위, 성착취영상물제작,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중한 다양한 행위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22) 대판 2016.12.27. 2016도16676 참조.

2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참조. 참고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와 관련하여 김재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

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18권 1호, 2021 참조.

24) 대판 2008.9.25. 2008도7007 참조.

25)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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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6)

(5) 피의자의 신원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

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

서는 안 된다.27)   

이 규정을 입법한 목적은 피의자의 신원 등 정보를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지만, 아울러 피의자의 인권 또한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되므로 형평을 위하여 이러한 신원공개제도

를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보통신망법 규정

26) 디지털성범죄의 심각한 실태에 관하여는 윤덕경, “디지털 성폭력범죄 관련 검찰 통계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참조.

27)  성폭력처벌법 제25조 참조. 피의자의 신원공개제도에 대한 상세는 윤석빈,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

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2020 참조.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책

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하루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청

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

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유통방지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

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

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다.28)

3.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불법촬영물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할 몇 

가지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중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각종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

청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

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조치의무사업자는 불

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고

의 또는 과실로 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29) 조치의무사

업자는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관련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2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참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에 관하여는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권 2호, 2020 참조.

29)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수사기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동법상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

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허진성,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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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해서는 안 된다.30)

4. 청소년성보호법 규정
  

정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

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회복

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

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

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

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

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

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

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31)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2)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위법성 조각요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

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

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

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

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

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

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33)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3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참조.

31)  아동음란물의 소지와 시청 규제에 관하여는 고명수,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요(소지・시청) 규제에 관한 연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 개정을 중심으로-” 법제 690권 2020 참조.

3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참조.

33) 대판 2018.9.13. 2018도9340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이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한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경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청소년성보

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35)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

위, 혹은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36)

(3)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함정수사의 허용)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물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

신망을 포함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37) 하지만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

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신분위장에 필요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

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38)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

34)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참조.

35) 대판 2011.11.10. 2011도3934 참조.

36)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참조. 

37)  이른바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 채윤호·김휘강,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14권 4호, 2020; 윤지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

로” 형사정책 32권 2호, 2020 등 참조.

38)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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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검사에

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이 신청은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

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

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되,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

소·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수사기간중 수사목적이 달성된 때

는 즉시 종료해야 한다. 만일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 존속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

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 내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

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총 1년을 넘을 수 없다.39)

나아가,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허가서 신청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할 

때는 법원의 허가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법경찰관리가 48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

해야 한다.40)

IV. 디지털 성착취 관련 인권보호법제의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디지털 성착취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서 

더 나아가 더욱 실효성 있는 몇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청소년피해자의 더욱 두터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41)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전반적인 온라인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 청소

년 대상 사이버범죄의 유형 확대 및 예방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입법에 있어서 청소년 대상 사이버범죄의 유형 확대 및 예방 조치 

등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인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 교육 등 보호 제도 역시 중요하며，이러한 규제

와 보호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임시차단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

39)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 참조.

40)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 참조.

41)  청소년성보호법은 2021.3.23 개정하여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처벌을 규정하였고, 성폭력처벌법은 2020.3.24 개정하여 딥페이크

(deepfake) 처벌을 규정하였다. 독일법제에 관하여 안경옥, “독일 온라인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경희법학 55권 4호, 

2020 참조.

털 성범죄물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임시차단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42) 하지만 이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차단 조치를 통하여 정상적인 게시물이 차단되지 않도록 면

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여성을 상대로 한 사이버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사이버스토킹범죄를 반의

사불벌죄로 하고 있는데, 최근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피해자

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함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스토킹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필

요로 규정한 것은 문제다. 스토커에 의한 흉악범죄를 막으려면 중대한 행위 한 번만으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디지털 성착취 단속규정의 주요내용은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다. 그런데 n번방 사건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계

기는 불법 성착취물을 감상하려는 범죄자들의 호기심에서 출발하므로 결국 사이버음란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국한하여 그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음란물에 대하여도 그 소지

도 금지하는 입법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지털 성착취 전담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적발될 리 없다는 인식을 가진 가해자들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아무리 

처벌강화 대책을 내놔도, 이런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적

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43) 가능하면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SNS 성착취 단속 

전담기구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국제공조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및 

게시물 삭제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사이버 성착취는 아동음란물, 리벤지포르노 

등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온라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특히 음란물 유포는 기존 수

사기법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국제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일한 사이버범죄 국제

조약인 유럽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유럽 내외의 70여 가입국에 대하여 당사국간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 대응

이 가능하고, 전자증거와 전송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등 사이버범죄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지

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가입상태이므로 이 협약가입은 사이버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44)

42)  이에 따라 피해 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책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

다. 

43) YTN "안 걸린다" 인식 만연..."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필요" YTN 2020.4.26.자 뉴스 참조. 

44) 정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12. 1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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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윤·한민경,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권 2호, 2020

김희정·박광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2권 4호, 2020 

김미선,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

연구 6권 2호, 2020

변민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전략 및 국제공조방안” 고려대 석사논문 2021

조현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감법학 38호 2017

정수현, “불법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 공익과 인권 제19권 2019 

이승준,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형사판례연구 제17권 2009 

문성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법학논총 제27권 2012

김재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입법학연구 18

권 1호, 2021 

윤덕경, “디지털 성폭력범죄 관련 검찰 통계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윤석빈,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

호, 2020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

망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9권 2호, 2020

고명수,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요(소지·시청) 규제에 관한 연구-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 제5항 개정을 중심으로-” 법제 690권 2020 

채윤호·김휘강,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14권 4호, 2020

정   완, “디지털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6권 2호, 2021.6 

정   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실태와 그 대응책” 인터넷법률 10권 2002.1

정   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12.

윤지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

로” 형사정책 32권 2호, 2020 

선은애,  “디지털범죄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92권, 2020,

안경옥, “독일 온라인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경희법학 55권 4호, 2020

참 고 문 헌
V. 결어 

정부의 디지털 성착취 단속강화 정책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신규입법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지

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의 지원에 힘써야 한다. 디지털 성착취는 피해자의 인권유린의 차원을 넘어 인격말살을 초래하는 

무서운 범죄이므로 그 피해자는 정상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긴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피해

자 지원책으로는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 발생시 피해에 대한 보다 신속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디지

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실효적인 보완방안으로서 피해자의 신변안전조

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피해자 생계지원, 

의료·주거·교육 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45)

45) 선은애,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92권, 2020, 324~3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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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난민의 구조와 난민인정절차에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

양 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대한민국 최초의 난민과 부산 – 서론을 갈음하여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카불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탈레반의 지배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카불공항을 통한 탈출을 시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대한민국과 협력한 이력이 있

어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 300여명을 대한민국으로 이

송하기로 하였고, 8월 25일 카불공항을 출발하여 8월 26일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긴박한 작전 끝에 이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구조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이송은 난민에 대한 큰 관심을 일으켰으며, 이들

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 후 대한민국에서 수용이 결정된 첫 대량난민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인도적 사유로 대량난민을 수용한 첫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아니다. 1975년 부산에

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기도 전에 이미 월남난민보호소1)가 설치되어 베트남으로부터 피신한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1975년 4월 30일 수도인 사이공이 함락된 이후 정치적·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이 무작정 배를 타고 동남아연해를 유랑하였는데 이를 ‘보트피플’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은 이들 보트피플이 

배를 타고 직접 오기에는 거리가 멀었지만 베트남 인근을 운항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선박들이 종종 이들 

보트피플에게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고 부산으로까지 이송하는 사례가 있었다. 

1985년 11월 14일 전제용 선장이 남중국해에서 떠돌고 있던 96명의 보트피플을 구조하여 광명87호에 태워 부

산까지 이송한 미담(美談)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조명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례2)라 할 수 있다. 당시 

전제용 선장은 선박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난민을 구조하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을 입었지만 그의 용기 덕분에 구조된 96명의 베트남 난민은 부산에서 보호소 생활을 거쳐 무사히 제3국으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2004년 난센상 후보로 전제용 선장을 추천하였다.

1)  대한적십자사가 유엔(UN)의 지원 약속 아래 1975년 구 부산여자고등학교 건물에 임시 난민 보호소를 개소하였고, 1977년부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재송동에 1,983㎡ 규모의 난민 보호소를 정식으로 건립하여 운영하였다. 1993년 폐쇄되었다.

2)  “19년전 보트피플 구해준 한국인 선장에 난센상을”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6일(최종검색일 2021년 11월 12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72416

부산은 역사적으로 이주민과 관련이 깊은 도시이다. 조선 후기에는 왜관에 일본인들이 살기도 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란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흥남철수 때 남하한 피란민들이 제일 먼저 하선한 곳도 부산이었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항구도시 부산은 유랑민을 포근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곳이라 

할 수 있다.

Ⅱ. 난민법상 난민인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난민협약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라 한다)과 1967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는 국제

인도법상의 주요 규범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1992년 가입하였고, 2013년에는 난민

법을 직접 제정하여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질서로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21년 

현재 140여개국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

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

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3)”를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난민은 ① 국적국의 보호 외부에 있고, ②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신

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③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고, ④ 이 공포가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

가 있다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난민은 무국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자의

로든 타의로든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무국적 상태에 놓은 사람들을 인도적인 이유

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난민협약을 체결하고, 보편적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적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혹은 제공하지 않는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러

한 난민협약을 준수할 책임을 지고 있다.

3)  As a result of events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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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법의 입법배경과 난민인정절차

대한민국은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난민법을 2012년 동아시아에서 최초

로 제정하였는데,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

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

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규정하여 그 내용이 난민협약과 

대동소이하다.

난민법의 제정취지는 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 함이었다. 동법 제5

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또한 동법 제6조에서는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

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아니한 난민인정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난

민인정절차는 순수하게 행정적인 것으로 이미 ‘난민’인 자에게 대한민국의 보호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뿐 난민심사에 의해서 난민의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난민법상의 핵심적인 보호는 난민

심사를 신청한 자, 즉 난민신청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합치하는 통설적인 해

석이라 할 수 있다. 

Ⅲ. 해상난민과 국제해양법

1. 해상난민의 정의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는 별도로 해상난민(maritime refugees)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①난민협약에

서 정한 난민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②해상에 존재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들을 별도로 해상난민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공해상에 표류

하는 난민은 누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육로 혹은 항공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와는 다

르게 해상난민은 누가 보호할 의무를 지는가라는 새로운 국제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난민은 난민협약에 따라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피신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경제적 동기에

서의 난민은 통상 이민자(immigrants)로 분류된다. 인도적 관점에서는 이민자의 보호로까지 논의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협의의 난민협약 하 난민만을 해상난민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국제해양법에 따른 해상난민의 구조와 관할권

가. 국제해양법상의 조난자에 대한 지원제공의무

2001년 8월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태우고 표류하던 선박이 구조를 요청하자 근처를 지나

던 노르웨이 선적의 Tampa호는 인도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이들을 옮겨 태웠다. 하지만 Tampa호가 기항

지인 호주로 이동하려 하자 호주 정부는 난민이 승선해있다는 이유로 영해로의 통행을 거부4)했고, Tampa호

는 상당기간 대기하다가 식량부족과 과적을 이유로 긴급히 호주영해로 항행하였다. 호주는 연안으로부터 4해

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강제로 정선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Tampa호를 접수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호주가 서로 난민에 대한 책임을 미루다가 뉴질랜드와 호주가 난민을 분산하여 수용하면서 소위 ‘Tampa호 사

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 해상조난에 대한 무조건적인 조력이라는 국제관습법적 규범이 강력하게 도전받았다. 인도적 

이유로 구조에 참여한 이에게 장기간의 운항정지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고, 난민의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마

땅히 연안국이 제공해왔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거부되는 상황아래서 난민임이 명백한 해상조난자라 하더라

도 누구도 쉽사리 구조하고 싶어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했다.

이에 따라 2000년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통칭 ‘SOLAS’)이, 2004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통칭 ‘SAR’)이 각각 개정되어 해상난민의 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

였다.

4)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가 정한 무해통항권이 거부된 것이다. 당시 호주가 이를 거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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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으로도 불리우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98조는 지

원제공의무(Duty to render assistance)5)를 정하고 있다. 의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SOLAS 제5장 제7조

와 SAR 3.1.96)는 각각 난민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해상조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원의무가 누구에게 부

과되며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은 선원법 제13조7)와 수난구호법을 

통해 이러한 의무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 해양법체계는 기국(flg state)과 선장(the master of the ship)에게 1차

적인 구조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연안국에게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의 조력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해상난민의 관할권 문제

일반적으로 해상난민은 해상에서 조난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 난민이나 유럽 지중해에

5)  제98조(지원제공의무) 1. 모든 국가는 자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a)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제공

(b)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선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전속력 항진하여 조난자를 구조하

는 것

(c) 충돌후 상대선박·선원·승객에 대한 지원제공 및 가능한 경우 자기선박의 명칭·등록항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항예정지를 상대선박에 통보

     2.  모든 연안국은 해상안전에 관한 적절하고도 실효적인 수색·구조기관의 설치·운영 및 유지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역약정

의 형태로 인접국과 서로 협력한다. 

          Article 98 Duty to render assistance 1. Every State shall require the master of a ship flying its flag, in so far as he can do so without serious 

danger to the ship, the crew or the passengers:

(a) to render assistance to any person found at sea in danger of being lost;

(b)  to proceed with all possible speed to the rescue of persons in distress, if informed of their need of assistance, in so far as such action may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c)  after a collision, to render assistance to the other ship, its crew and its passengers and, where possible, to inform the other ship of the name of 

his own ship, its port of registry and the nearest port at which it will call.

     2.  Every coastal State shall promote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n adequate and effective search and rescue service 

regarding safety on and over the sea and, where circumstances so require, by way of mutual regional arrangements co-operate with 

neighbouring States for this purpose.

6)  3.1.9 당사국은 해상에서 조난자를 탑승시켜 지원을 제공하는 선장이 예정항로를 최소한도로 이탈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의 의무 이행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제공

되는 수색 및 구조구역을 책임지는 당사국은, 사건의 특수성 및 기구가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생존자가 지원 선박으로부터 하선하여 안

전한 장소로 후송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를 보장할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신

속히 그와 같은 하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arties shall co-ordinate and co-operate to ensure that masters of ships 

providing assistance by embarking persons in distress at sea are released from their obligations with minimum further deviation from the ships` 

intended voyage, provided that releasing the master of the ship from these obligations does not further endanger the safety of life at sea.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search and rescue region in which such assistance is rendered shall exercis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nsuring suc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ccurs, so that survivors assisted are disembarked from the assisting ship and delivered to a place of safety,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In these cases, the relevant Parties 

shall arrange for such disembarkation to be effected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7)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의 북아프리카 난민의 사례 모두 난민이 탑승한 선박의 출발국, 선적국, 도착국 혹은 목적한 국가가 이들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생명존중과 인권보호의 책임은 어느 나라나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난민을 처리하는 관할권(jurisdiction)의 소재는 어느 하나의 국가에 귀착된다

기보다 모든 국가가 동시에 책임을 지며 나아가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난민은 기본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피하고자 하므로 이들의 관할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상난민의 

사례에서는 이들이 승선한 선박의 출발국 혹은 선적국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구조한 

선박의 기국이 국제해양법상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에게 법적(de juro) 관할권을 1차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치적제(flag of convenience)를 택하는 경우에 해당 선적국은 관할권의 행사를 거

부할 가능성이 높고 별다른 난민법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난민에 대

한 보호책임이 무작정 방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다. 대체로 도착국 

혹은 연안국이 조난선박 혹은 구조선박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력(effective control)을 가지고 사실상(de facto) 

관할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공해상에 표류하고 있는 선박은 누군가에게 관할권을 부여

하기에는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Ⅳ. 대한민국의 난민인정절차와 해상난민

1. 난민법상 난민신청에 제기된 새로운 문제

가. 환승객에게도 난민신청을 할 권리가 인정되는가

2021년 4월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8)은 난민법상의 중대한 공백을 법리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난민인정절차의 개시는 새롭게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심사와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정

해져 있어, 실무적으로 한국에서 단순 환승하는 경우에는 난민심사 자체를 개시할 수 없었다.

해당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아시아나항공 베트남발 팔라우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20. 2. 15. 경

유지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환승하지 아니한 채, 입국장 C지역으로 진입하여 있다

가 환승구역 4층 출국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있었고, 2020. 2. 18. 보안요원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곧 피고 소속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전달되

었다. 이에 피고는 환승객인 원고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니 원고가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

8)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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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3. 

31.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

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개진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

여하고 있고, 제2문은 일반적인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난민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

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면의 내용

상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권을 가진 외국인이 같은 항 제2문에 따른 일반적인 난민

인정 신청의 절차 외에도 출입국항에서 보다 신속한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한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

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

과로 이어져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종래 실무 관행상 현지 체제중 난민(refugee sur place)9)외의 난민은 모두 입국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이때 난

민인정절차의 개시 신청을 같이 수령함이 타당해 보였다. 따라서 공항에서의 환승객은 입국심사를 거치지 아

니한 채로 일시 체류하다가 다시 출국하므로 이들에게 굳이 난민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

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어떠한 경로로든 체류하게 된 이상 난민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됨이 타

당하고, 국제인권법상 소위 강제송환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으로 불리우는 난민법 제3조10) 

소정의 보호를 받게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 국경에서의 거부와 해상난민의 권리

서울고등법원의 최신 판례는 난민인정절차의 개시 시점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은 해외로

부터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항공 또는 해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판례에서 다루어진 

항공기를 통한 입국과는 다르게 유럽과 같은 해상난민11)이 발생하여 입국하는 경우, 이들이 대한민국에 난민신

9)  최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대한민국에 체류중이던 사람들이 더이상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게 되어 난민이 된 것과 같은 사례를 의미

한다.

10)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11)  물론 당장은 해상난민의 발생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점차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가고 있고 정치적 상황의 급변에 따른 

군사적 분쟁이 발발하여 대만, 홍콩 등지에서 해상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작금의 시점에 해상난민의 문제는 시의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청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 난민인정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된다.

2009년 발생한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사건은 해상난민의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

하였다. 이른바 국경에서의 거부라는 문제이다. 해당 사건은 리비아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리아 난민을 태우

고 출발하여 이탈리아로 향하던 선박을 이탈리아 해군이 차단(interception)한 뒤 난민을 군함에 옮겨 태운 후 

이들을 리비아로 강제송환하자, 이들이 리비아에서의 박해와 집단추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유럽인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난민은 박해로부터 피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에서 거부되어 송환될 경우 다시 박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국제인도법규범에 맞게 확장하여 해석할 때에 이른바 ‘국경에서의 거부’는 

국내에 이미 진입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송환과 동일하게 허락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 거주를 불허한다

고 할지라도 안전한 제3국으로 이송만이 허락될 뿐이다. 이러한 국제인도법규범에 반하여 이탈리아는 별도의 

난민안전에 대한 판단 없이 불법이민을 사유로 모든 표류자를 출발지로 강제송환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단 이탈리아의 군함으로 옮겨 태운 이상 기국인 이탈리아는 적절한 난민인정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법성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후 기국에게 부과되는 관할권의 의

무를 피하기위해 오히려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선박은 그대로 귀환시키거나 혹은 출발지의 함선을 이용하여 

귀환하는 관례가 성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그 난민협약과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때 강제송환금지

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만약 대한민국과 관련된 해상난민이 

발생한다면 이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난민인정절차를 위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상세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과 국경에서의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대한민국과 해상난민의 권리

(1) 대한민국 항구 혹은 영해에 도착한 해상난민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은 다음과 같은 판결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의 주권은 대한민국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진

입한 외국인은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은 해상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해양법과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영해에 미치고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영해에 진입

한 외국인은 하선하여 입국심사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난민법이 소정한 난민인정절차의 개시를 요

청할 권리가 있게 된다. 이들에게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이 당연하다. 여타의 논의를 더할 실익이 

없이, 대한민국이 국제해양법상의 구조를 위한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동시에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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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한다고 봄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명확해졌다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고자 하는 해상난민

조난선박 혹은 대한민국과 상관이 없는 구조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국경에서의 거부라

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다룬 Tampa호나 HIRSI JAMAA 사건에서 보듯 해상난민을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하

고 싶어하지 않아서 국경에서 차단하는 경우, 국제법상 이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는 국제해양법상 지원제공의

무가 부과하는 안전한 장소(place of safety)로의 구조를 거부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국제인도법상 강제송환금

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국경에서의 거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무해통항을 인정하고 만약 대한민국 영

해에서 해상난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요구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구조된 해상난민

나아가 공해상에서 국제해양법상 지원제공의무에 따라 기국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선박에 난민이 승선한 

경우, 이들은 대한민국 주권이 직접 미치는 영역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유엔해양법조약 제94조에 의해 실효

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에 들어온 것이므로 사실상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시에 난민인정절차를 개시한 권리가 부여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아직 대한민

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구조선박에 난민이 승선하였다는 이유로 공해에서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국제인도법상 강제송

환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경에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영해에 진입한 이후에 난민심사를 요

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구조선박에 승선하였을 때에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

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절차를 밟고자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하게 해상난민의 문제를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4) 소결 – 남아있는 문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선적국 혹은 연안국으로 해상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상난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책임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공해에서 표류하는 해상

난민이다. 사실 육상이나 항공을 이용한 난민의 경우, 관할권 문제는 해상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

여 문제해결의 난이도는 상이할지언정 문제해결의 주체가 없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상난민은 

근본적으로 공해를 경유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해상의 보편적 관할권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는 여전히 해

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해상난민의 보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 참조법령 및 판례 ]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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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선박충돌과 피해국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고찰
- 헤밍웨이호 사건을 중심으로 -

오광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문초록>

해양은 고대로부터 인류에게 교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해뿐 아니라 

영해에서도 자유로운 항해는 보장받게 되었다. 모든 국적의 모든 선박들이 이러한 자유로운 항해

를 누리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박충돌 사고 역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 영해

에서 일어났을 경우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공해에서 사고가 일어나 외국 국적 선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선박과 우리 선박이 충돌하여 

우리 국민들이 사망했을 경우이다. 이를 우리가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으로 깊은 상

처를 가진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헤밍웨이호 사건이다. 필리핀 국적 선원들의 과실로 라이베리아 국

적의 선박이 우리 선박과 충돌하여 우리 국민들이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구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우리 검찰이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근거로 특가법위

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하여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는 ① 각 공소사실에 대한 관할권 유무의 차

이, ②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고의범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③ 위 조항에 따

라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208금양호 충돌사건과 

주영호 사건은 선박충돌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

고 해양오염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KASUGA-1호 사건에서 피해국인 

대만이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였고 VIRGO호 사건 역시 캐나다가 범인인도에 동의만 하였다면 피

해국인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했을 듯한 정황을 보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피해국의 관할권을 박탈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

므로 고의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박충돌 등의 범죄가 고의에 의

한 것일 경우 피해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상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들

이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

엔해양법협약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서설

전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선박사고, 특히 그로 인한 사망사

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아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선박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고대로부

터 해양은 인류에게 교통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공간으

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는 공해에서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

서조차도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어떤 국가의 선박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

로 발전하였다.1) 그러나 다양한 국적의 수많은 선박들이 모두 이러한 자유로운 항해를 누리다보면 충돌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선박충돌사고가 우리 영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 없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갖

게 된다. 그러나 공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공해에서 외국 국적 선원들의 과실로 외국 국적

의 선박끼리 충돌하여 외국인들만이 사망하였을 경우라면 우리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할 

것이다. 하지만 설령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외국 국적 선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 국적

의 선박이 우리 국적의 선박과 충돌하여 우리 국민들이 사망하였던 경우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심지어 선

박 충돌 직후 물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도 외국 국적 선원들이 구조 조치를 하지 않

1) 박찬호, “국제해양법상 항행제도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7권 제2호, 201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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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위 ‘뺑소니’쳤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그들을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감정

은 극에 달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분

석하고 평가하여,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Ⅱ.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피고인 빌OO(43세, 필리핀 국적,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2등 항해사)와 피고인 B(34세, 필리핀 국적,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조타수)는 라이베리아 선적 ‘어니스트 헤밍웨이’호(선주는 독일 국적 회사, 54,271톤)의 선원들로서 

항해 당직표에 따라 매일 00:00경부터 04:00경까지 그리고 12:00경부터 16:00경까지 항해 당직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03: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호를 침로 239

도, 속력 14노트로 운항하여 부산 남외항 N-5 묘박지를 향해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어니스트 헤

밍웨이호 전방 우현 2시 방향, 약 8마일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한국 선적의 어선인 건양호(4.97톤)가 약 8노트

에서 14노트로 운항하며 조업 중에 있었다. 

이때 조타수인 피고인 꼴OOO는 전방 경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전방 우현 2시 방

향, 약 8마일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약 8노트에서 14노트로 움직이고 있던 건양호가 멈춰있는 것으로 오판하

고 두 선박 충돌 전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항해사에게 선박의 움직임을 보고하지 않았고, 2등 항해사인 

피고인 A는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챠트 룸에서 항해관련 서류를 작성하느라 전방 경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

다. 이러한 과실로 결국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1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호의 우현 부분으로 건양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양호에 승선하고 있던 한국인 피해자 송OO(57세)와 신OO(50세)가 해상에 추락하였는데 피고

인들은 이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을 실종되게 하였고(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 : 이하 특가법 위반), 건양호를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으며(업무상

과실선박매몰), 건양호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경유) 약 600리터를 유출시켰다(해양환경관리법 제3조 위반). 

이러한 사고에 대해 부산지검은 피고인 빌OO와 피고인 꼴OOO를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해양

환경관리법위반으로 부산지법에 기소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부산지법은 피고인 빌OO에게 2등 항해사로서는 선박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안 및 레이

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기에 변침 및 

감속을 하거나, 음향신호, 발광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선박교통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꼴OOO은 조타수로서는 항해

사를 보좌하여 육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위 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항해사가 충분한 시간과 거리

를 두고 선박 충돌 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근 선박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각 범죄에 대

하여 우리 법원에 형사관할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부산지법은 이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박충

돌이 일어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

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2) 특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한 공소기각판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헤밍웨이호와 건양호의 선박충돌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양호에 승선하고 있

던 피해자 2인이 해상에 추락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이들에 대하여 신속히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실종되었고 건양호도 해상에 매몰되었다. 검사는 이러한 특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하여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해

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

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선박의 충돌에 대한 형사책임에 해당함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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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해상에 추락시키고 그에 대한 구조 등의 조치를 취

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망케 한 특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었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특가법 위반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구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인 경우에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여기에 대해 부산지법은 위 조항의 입법배경이라 할 수 있는 Lotus호 사건에 대

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판결은 공해상의 선박 충돌로 터키인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

에 따라 피해자의 국적인 터키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위 조항은 이러한 비판의 내용

을 반영하여 만든 것이므로 고의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라이베리아, 필리핀과의 사법공

조를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

찰이 항소하자 부산고등법원은 2015년 12월 16일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검사와 변호인 측 모두 상고

를 하지 않아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Ⅲ. 판결에 대한 평가

이 판결은 외국 국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외국 선박과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충돌했는데 그로 

인해 우리 선원인 피해자들이 해면으로 추락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하여 선박이 매몰되고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으며 연료유의 유출로 해양환경이 오염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여

기에 대해 우리 법원은 해양환경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면서도 선박이 매몰된 것과 피해자

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법원에게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공소기

각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전자와 후자 모두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라는 동일한 사건에서 비롯된 결과에 대

한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2)도 있다. 이 견해는 부산지법의 판결

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또는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

에 선박충돌에 의한 해양오염은 포함되지 않고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3) 이러한 의문에 대하

여 검토해본다.

2)  최석윤・변용남・주종광,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 - 부산지법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판결에 대한 평석-”, 해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15, p202.

3) 최석윤 외 2인, 위 논문, p203 참조.

또한 부산지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Lotus호 사건에 대한 PCIJ의 판결의 비판을 반영하여 만들

어진 조항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볼 때 동 조항이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인지, 다시 말해 고의범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해

국에는 재판관할이 없다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이 판결과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국적국은 관할권

이 없어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고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

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이러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지가 문제된다. 이 판결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그대

로 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관할권 유무 판단의 차이에 대한 검토

이 판결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선박충돌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사실로부터 ① 선박이 매몰되고 ② 피해자들이 

해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③ 연료유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한 특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 하여 공소기

각 판결을 하였으면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최석윤 외 2인의 논문은 이러한 법원의 견해에 대하여 ①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공해에서 발

생한 선박충돌 또는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에 선박충돌에 의한 해양오염은 포함되지 않고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포함된다는 의미이거나 ②선박충돌에 의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

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지만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에 의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일 것이

라고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선박충돌에 의한 해양오염만이 포

함되지 않는다는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특가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 형법에 의한 우

리나라의 재판권이 있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충

돌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과 형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다 하여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배제하였다. 결국 부산지법의 판결은 유엔해양

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또는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에 선박충돌

에 의한 해양오염은 포함되지 않고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포함된다는 ①의 의미로 해석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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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또는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에 선박충

돌에 의한 해양오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또는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

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박충돌로 인한 매몰 또는 상해나 사망 등에 중점을 둔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를 보고 바로 해양오염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1952년의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

행사고에 관한 형사재판관할에 관한 국제협약’과 선박의 기국주의와 선장 또는 승무원의 국적주의를 병용한 

1958년의 ‘공해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거쳐 1982. 12. 10.에 채택되었는데, 이 제97조 제1항은 위 1958년의 공해

협약 제11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다. 환경오염은 현대에 들어와서야 대두된 현대형 불법행위인데 이에 대한 형

사처벌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인 1958년에 염두에 두고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제97조 제1항은 피해자의 국적국에게 관할권을 박탈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심지어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특가법 위

반에 대해서도 제9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5) 피고인들의 본 건 범행은 대한민국 영해 외

에서 시작되었으나 영해내로 들어올 때까지 그 도주행위가 계속되었고, 또한 전체의 공소사실은 사실상 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도주를 꼭 우리나라로 하지 않고 일본 등 다

른 국가로 할 수도 있는데, 어디로 도주하느냐에 따라서 제97조 제1항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결국 피고

인의 의사에 따라 관할이 결정되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

반에 대하여 제9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판례의 태도는 옳다. 

2.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고의범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이 사건에서 선박충돌 자체는 피고인들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에 의한 것

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해면으로 추락한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사망하게 한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협약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공해에서 선박충돌이나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

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선박의 기국 및 가해자의 국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다시 말해 피해자

의 국적국에게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것이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범죄일 경우에도 피해자의 국적국에게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았

4) 최석윤 외 2인, 앞 논문, pp209-211.

5) 김태운, “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2015, pp20-21 참조.

을 때 타당해보이지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석윤 외 1인의 논문은 이들 역시 넓은 의미의 

그 밖의 항행사고에 포함해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법원이 페스카마호 사건과 삼호주얼리호 사건 등 공해상 발생한 의도적 살인이나 해적 피해사건6)에 대

해 우리 형법을 적용한 바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7)

그러나 부산지법은 ① 공해상의 항행사고에 관하여 Lotus호 사건에서의 객관적 속지주의에 대한 비판 및 반

성적 고려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가해선박의 기국 및 선장 등 승무

원의 국적국만이 물을 수 있게 한 국제법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선박의 충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구호의

무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위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 국제적인 선박

충돌에 관한 형사재판관할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Lotus호 사건은 피해자의 국적국인 터키가 가해선박의 

승무원들을 살인죄8)로 기소한 것에 대한 분쟁이라 이와 같이 선박충돌로 인한 형사책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

권의 문제에서 고의범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③ 기존에도 선원법 등 이미 구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공해상의 선박충돌 후 구호의무 위

반으로 인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동 조항이 고의범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해적행위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자행된 범죄에 관하여는 형사관할권에 관

한 국제법의 일반 법규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은 마치 국적국가의 영토처럼 취급된다.9) 그러나 공해

상에서 선박끼리 서로 충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Lotus호 사건이다. 프랑스 

국적의 Lotus호가 공해상에서 터키 국적의 Boz-Kourt호와 충돌하여 침몰시키고 동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8

명이 익사하였다. Lotus호가 터키 항구에 입항하자 사고 당시 조타수였던 드몽이 체포되어 터키 법정에 살인

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터키 법원은 드몽에게 80일간의 구금과 22파운드의 벌금형을, 터키 선박

의 선장인 하산 베이에게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프랑스가 공해상의 선박충돌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선박의 기국이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PCIJ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6)  일반적으로 해적행위는 이론 없이 국제관습법을 연원으로 보편적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편적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다. ; 오미영, 오현철,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고찰 - 보편적관

할권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1, p159.

7)  최석윤·이수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과 형사재판권 - 부산고법 2015. 12. 16. 선고 2015노384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형사법연구, 제

20권 제4호, 2019, p148 참조. 

8) 살인죄가 아니라 정황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9) 박찬호·김한택, 『국제해양법』, 제3판, ㈜와이북스, 2016, p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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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J는 드몽은 국적국가인 프랑스 뿐만 아니라 터키에 의해서도 기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유로 그

의 행위가 터키 선박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0) 그러나 PCIJ의 판결은 그동안 확립되어 온 기국주의

에 반한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국가에서 보복적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점 등으로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11) 그리하여 결국 공해상의 선박충돌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선박의 기국이 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현재의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이 된 것이

다. 부산지법 역시 동 조항의 이러한 입법배경을 감안하여 동 조항이 고의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

다. 그러나 최석윤 외 2인의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과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은 과실범에만 적용되고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의 입법배경이 된 Lotus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실치사로 기소되어 비교적 경미한 형벌을 선고받았기 때문이

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또한 이 견해는 인류의 보편적 인식이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상교통에

서 고의에 의한 선박충돌이나 선박항행사고는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만약 고의로 선박충돌을 일으켜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느 국가나 살인죄로 소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

거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만 적용되고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

한 근거들을 생각해보면 입법배경이 된 Lotus호 사건이 과실죄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하여 위 조항이 과실범에

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고의의 선박충돌 사건을 피해국가에서 살인죄로 기소할 것이 뻔하

다고 하여 이 역시 위 조항이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 내세우는 이러

한 근거들이 그 주장에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반면, 공해상에서 두 선박이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로 

인한 충돌을 예정하고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위 조항의 적용에 고의범을 제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12)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2조에 따르면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주의가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조약이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만 다른 관할권이 적용된다. 그런

데 가해국의 관할권은 동 협약 제97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되지만 피해

국의 관할권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제92조는 고의, 과실을 구별하지 않

으므로 이것이 과실범에만 적용되고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해양법

협약 제97조 제1항에서 선박 충돌과 더불어 ‘그 밖의 항행사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이나 이는 공해상에서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하는 등의 고의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10) 박찬호 외 1인, 위의 책, pp152-pp153 참조.

11) 최석윤 외 2인, 앞의 논문, p212.

12) 박영길,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 - 2015년 헤밍웨이호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2016, pp45-46.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등의 사고에 있어서 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에게만 재판권을 인정하

고 정작 피해자의 국적국에는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선박을 통해 세계를 누비는 ‘문명화된 선진국 국

민’이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는 미개한 후진국’에 의해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거라는 편견에서 비롯

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인 Lotus호 사건에서도 당시 프랑스와 터키

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그러한 편견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그 

위법성 정도가 비교적 작으므로 동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문제없지만, 그보다 불법성이 큰 고의범인 경우

에도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 피해자의 국적국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동 조항은 이러한 의무를 진 피해자의 국적국에게서 재판권을 박탈하는 조

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대에서도 보편적인 세계의 추세와는 다른 

고유의 문명을 지키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종교적 가르침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국제관습보다 훨씬 엄격한 

형벌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피해자의 국적국인 경우, 이들에게 재판권을 행사하

도록 하는 것은 일견 불안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교도가 자신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형

에 처한다는 법이 있을 경우 이러한 국가에게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선 유엔해양법협

약을 비준하고 채택했다는 시점에서 이미 다른 나라와는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고립국

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국제관습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부과한다거나 가

해국의 외교적 요청 등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듯 보인다. 더군다나 과실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고의에 의한 경우라면 가해자 자신도 피해자의 국적국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

상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이 적

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동 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검토

이 사건의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기국인 라이베리아와 가해자 국적인 필리핀에 있

다. 그런데 양국이 모두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의 가해선박의 선주는 

독일 선박회사로, 기국인 라이베리아는 편의치적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국인 라이베리아가 재판권 

행사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관할권 행사 여부를 문

의하였지만 선박의 기국인 라이베리아는 물론 가해자의 국적인 필리핀 역시 어떠한 의견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 경우 관할권의 포기로 간주하고 피해자의 국적국인 우리 법원에 보충적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필요한데 부산지법은 이러한 언급없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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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부산고법에서 항소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던 2015년 11월 경 필리핀 정부가 해양산업청 및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은 “대한민국이 해양

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의해 재판관할권이 있는 라이베리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재판관할권을 이양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결정하였다.13)

이에 대하여 박영길의 논문은 부산고법이 한국의 관할권 행사 근거를 기국 및 가해자 국적국으로부터 “관할

권의 이양”으로 파악한 것을 엄격히 해석하면 한국이 보충적 관할권도 가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 된다고 평가

하였다. 보충적 관할권이란 우월한 관할권 보유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보다 열위에 있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하지만 관할권을 ‘이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가 

국제법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산고법의 “관할권의 이양”이란 표현을 그렇게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

라, 라이베리아와 필리핀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할 때 한국이 부수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였다.14)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

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

에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국내법에 의한 재판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어느 국가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방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15)

이에 대하여 최석윤 외 2인의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가해자의 국적국

뿐만 아니라 피해선박의 기국 또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아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규정이며,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피해

선박의 기국 또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범죄를 방치하자는 이야기가 되

는데 이러한 해석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의 근본원칙에도 모순되고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한

다.

박영길 논문 역시 헤밍웨이호 사건에서 편의치적국이라는 이유로 라이베리아가 동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상

실하고 그 결과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하면

13) 박영길, 앞의 논문 p50.

14) 박영길, 위 논문, pp50-51 참조.

15) 최석윤 외 2인, 앞 논문, p213.

서도, 선박의 기국과 피고인의 국적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국적국에 보충적 관할

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해상 선박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은 개별 협약이나 해

양법협약의 조항들에서 예외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 ‘배타성’의 의미는 절대적인 배

제가 아니라 기국주의 관할권의 ‘우월성’을 의미하며, 그 범위 내에서 이와 경합하는 다른 근거의 관할권은 적

용이 배제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우월한 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보다 열위의 관

할권을 가진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가해자의 불처벌 상태를 방지하기 때문에 국제

형사사법 정의에도 부합한다. 다만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보다 우월한 국가의 관할권 행사 의사

를 파악하는 절차를 충실히 거친 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

유엔해양법조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들이 모두 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경

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바로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공소기각을 한 

부산지법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동 조항에서 명시된 관할권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국적국에게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

시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동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들을 선박의 기국과 가

해자의 국적국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국적국에게 관할권이 생기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를 관철한다면 분명 가해자

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선박의 기국이 편의치적국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할권 행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국적국 역시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해국만 억울하게 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국제사법정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 조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선박

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Ⅳ. 국내외 유사사례

헤밍웨이호 사건 이외에도 공해상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몇 건 있었다. 그 중 선박충돌과 관련하여 국내와 

해외의 사례로 나누어 관할을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본다.

1. 국내의 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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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헤밍웨이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해이원 공해(EEZ)에서 외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원에 의하여 우리 선

박이 침몰하고 우리 국적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례를 살펴본다. 

208금양호 충돌사건은 2010년 4월 2일 캄보디아 화물선 TAIYO-1호가 가 우리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하여 선

박이 침몰하고 우리 선원들이 사망한 사안이었는데 여기서는 검찰이 충돌 및 사고 후 도주혐의에 대하여도 해

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는 헤밍웨이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사례

가 되었다. 또한 2017년 1월 20일 제209주영호 충돌사건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검찰은 충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해양오염 혐의만 인정하여 약식 기소하여 가해 선박의 

선원들과 법인은 해양을 오염시켰을 때 적용되는 최고액인 3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

았다.16) 그에 비해서 피해선박인 주영호의 우리 국적 선장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해양오염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이후에 일어난 헤밍웨이호 사건에서 검찰이 각 혐의

를 모두 기소를 하였던 것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원양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다. 2005년 5월 12일 중국 대련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우리 국적 

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세인트빈센트 선적 진셩호가 충돌하여 골든로즈호가 침몰하고 선원 16명 전원이 실종된 

사건에서 한·중 양국은 공동사고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해선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바 

있다.17)

2. 외국의 유사사례

KASUGA-1호는 파나마 컨테이너선으로 인도 국적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1996년 2월 5일 대만해협 

공해상(연안에서 17마일)을 통과하면서 대만어선과 충돌하여 어선원 28명이 실종되었으나, 당해 선박은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 그 후 대만경찰은 해당 선원들을 체포하였고 검찰은 KASUGA-1호의 선

장, 당직항해사 및 조타수를 기소하였다. 대만법원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간의 사고에 대하여 가해선박의 

기국과 그 선박 선원의 국적국에게 해양법협약에 따른 우선적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동적 속인주의’를 근거로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기소된 선

장과 당직항해사(3등항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당직 조타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18)

16)  최창호 기자, “피해 선장은 구속, 가해 선장은 벌금…이해할 수 없는 국제협약”, news1뉴스, 2017. 3. 14, <https://www.news1.kr/articles/?2935931>, 

2020. 5. 20.

17)  김주형·이윤철,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과 그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를 중심으로 -”, 해양법

연구, 제30권 제3호, 2018, p44 참조.

18) 김주형 외 1인, 위 논문, pp45-46 참조.

그리고 사이프러스 국적의 유조선 VIRGO호는 러시아 프리모스크사 소유로 러시아 선원들이 승선하여 보스톤

을 출항하여 뉴펀드랜드로 향하던 2001년 8월 5일 01:00경 메사추세츠 연안에서 약130마일 떨어진 공해상에

서 미국 트롤어선 STARBOUND호와 충돌하여 4명의 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3명이 실종되고, 미국 트롤어선은 

침몰되었다. 사고 후 VIRGO호는 어선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캐나다 경찰에 의해 선장 등 

선원 3명을 구금되었다. 미국 검찰은 관련선원 3명을 과실치사로 기소하고 해당 선원들은 캐나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사이프러스 및 러시아 당국과 해당 선사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결국 캐나다가 

선원들을 석방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선박은 1,350만달러를 예치하고 풀려났고 선장 등 선원은 18개월간 캐

나다에 억류되었으며 10만달러를 예치한 후 추가적인 캐나다 사법절차에 출석하기로 확약한 후 러시아로 출

국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만일 캐나다가 범인인도에 동의하였다면 관련 선원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과실치

사 혐의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 또한, VIRGO호가 미국에서 억류되었다면 과실치사로 사법처리 되었을 개연

성이 매우 높다.19)

Ⅴ. 마치며

헤밍웨이호 사건과 같이 공해상에서 선박충돌이 일어나 우리 국민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구조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에 대하여 우리가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매우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한다면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이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 

부산지법 및 부산고법 역시 그렇게 판시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었다. 

이들은 피해국에게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고의범에 의한 경우

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선박충돌 후 피해국의 영해로 도주한 경우 

그 도주행위는 충돌 등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이 적

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견해, ③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 소정의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들이 이를 행사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국이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①의 견해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찬동하고 ②

의 견해는 가해자가 어디로 도주하느냐에 따라 관할권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찬동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③의 견해도 전술했듯이 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의 행

사를 포기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찬동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고의범의 경우에는 적용

19) 김주형 외 1인, 위 논문, pp46-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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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므로 헤밍웨이호 사건에서도 이에 대하여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상

의 관할권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우리 형

법20)을 적용하여 우리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실체판결에 대해서만 미

치고 공소기각과 관할위반 등 형식재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피해국인 우리나라에도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선박이 충돌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이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그 어떤 관점에서 보

더라도 심각한 범죄이다. 단지 그 사고지점이 피해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들이 처

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고의범의 경우라면 가해행위 시점에서 피해국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의범

인 경우, 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국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아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국이 이들을 재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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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원전 건립·운용에 대비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언

신민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서 론

미래 인류의 1차 에너지 소비량(Primary Energy Consumption)1)은 20세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2) 반면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원(發電原)의 입지를 급격히 위축시

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존 발전 방식 중 가장 효율이 뛰어나며,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원자력 발전이 충당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였으나, 2040년과 2060년에는 해당 비율이 각 

최대 10%, 최대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3) 

2021년 현재 차세대 원자력 발전 개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해상원전이다.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소

형 원자로를 탑재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원전은 전통적 육상원전 대비 ① 소규모 장비 부설을 통한 비용 

절감 ② 발전선(發電船) 등을 활용한 운용 탄력성 ③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해양에서의 원전 운용을 통한 위험

관리 용이성 ④ 선박추진용 원자로 개발, 인공섬 건설 등 타 산업 분야와의 연계성 등의 장점을 지닌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적 관심 아래 해상원전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원자력산업 및 조선해양산업 

산학연 전문가들이 ‘해양원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소위 ‘탈원전’ 방침을 공식화한 문재인 정부 역시 해

상원전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말까지 해양·해저 탐사선용 

원자력 전력원(電力源)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원자력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에 27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4) 

1) 전력 생산, 동력 공급, 에너지 운송·분배,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소비 등에 사용되는 국가 내 에너지 소비 총량

2) Richard G. Newell, Global energy outlook 2019: the next generation of energy, Washington D.C. : RESOURCES for the FUTURE, 2019. 7. 1., p.30 

    위 연구에 따르면, 1965년과 1990년의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각 184q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350qBtu 이었으나 2040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최소 544qBtu(국제에너지기구)에서 최대 721qBtu(OPEC) 수준으로 예측된다.

3) Tom Kober, “Global energy perspectives to 2060 – WEC's world energy scenarios 2019,” Energy Strategy Reviews, Volume 31(2020), p.5

4) 최준호, “핵추진 쇄빙선, 해상 원전 기술…탈원전 정부도 나선다,” 『중앙일보』, 2019. 2. 8.

이와 달리 국내 해상원전 건립·운용에 필요한 법제 연구는 정부와 학계 양측 모두로부터 도외시되어왔다. 현

행 『원자력안전법』 등은 기존 육상원전 건립·운용을 전제한 것이므로 해상원전 실용화에 앞서 그 기술적 특

성을 고려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나, 해당 문제 관련 국내 법학 연구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5) 국회 역시 

해상원전 등 신개념 원전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법제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6)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근미래 해상원전 건립·운용에 대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해상원전의 기술적 특성 및 국내외 해상원전 개발 동향을 간략히 조망하였다. 이후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 법제 중 해상원전 건립·운용과 관련된 법령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부 외국 법제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해상원전의 기술적 특성 및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1. 해상원전의 기술적 특성

해상원전(Offshore Floating Nuclear Plant, OFNP)은 해상에 원자로 및 제반 시설을 갖춘 원자력 발전소이다. 

해상원전은 단일 원자력발전 시설을 구성하는 다수의 중·소형 원자로인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를 핵심으로 

한다.7)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발전용량 300메가와트(MWe) 이하 원자로8)를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로 분류하

고 있다.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의 장점으로는 ① 획기적 안정성 ② 소규모 전력생산 용이성 ③ 초기투자비 경

감 가능성 ④ 활용 방식의 다양성 등이 존재한다.9) 

해상원전 개념은 해양 원자력 시스템의 한 축에 해당한다. 해양 원자력 시스템은 해양원전, 선박추진용 소형 

원자로 등 해양에서의 이용을 전제한 원자력 설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5)  2021. 10. 31. 현재 「로앤비(LAWnB) 전자법률도서관」에서 ‘해상원전’, ‘해양원전’을 조회할 경우 열람 가능한 문헌은 각 0건, 2건이다. 이 중 후자는 

본 논문의 주제인 해상원전과 무관하다. 

6)  2021. 10. 31. 현재 ‘원자력발전소’ 단어가 등장하는 21대 국회 법안 발의안은 37건이나, 이들은 원자력발전소 운용 주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강화 

또는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지원금 교부의 근거법률일 뿐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적 특성과 무관하다.

7)  World Nuclear Organization(https://world-nuclear.org/), “Small Nuclear Power Reactors”. https://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nu-

clear-fuel-cycle/nuclear-power-reactors/small-nuclear-power-reactors.aspx (검색일: 2021. 10. 27.)

8)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https://www.iaea.org/), “Small Modular Reactors”,

   https://www.iaea.org/topics/small-modular-reactors/ (검색일: 2021. 10. 27.)

9)  최순, 김지호, 김교윤, 「해양 적응을 위한 소형 경수로 개발 현안 및 전망」,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5. 22.,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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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양 원자력 시스템 개념도10)

2. 국내외 해상원전 연구·개발 동향

대한민국의 해상원전 연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존 육상원전

의 취약성을 드러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한국형 해상원전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2012년 국내 조선해

양·원자력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해양원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14년에는 ‘해양-원자력 공동위원회’

가 해양원전 특별위원회를 계승하였다.11)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해상원전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

축하는 대신, 소형 원자로 중심 첨단기술 투자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취하였다. 2021년 현재 한국형 해상원전 개발 참여 주체는 정부, 학계, 기업을 망라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

부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12)

전통적 원자력 강국 또한 2000년대 이후 해상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해상원전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러시아 원자력 발전선 ‘아카데믹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는 2010

년 6월 30일에 진수, 2019년 12월 19일부터 상업적 운용에 투입되었다. 미국은 1967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

전선 ‘MH-1A’를 건조하였으며,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해상원전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2021년 현재 해상원전 개발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계획(14·5계

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을 통해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시범 사업을 공식화하였다.13) 중

10) 이필승, 「국내외 해양원자력 시스템 개발현황 및 전망」,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눈문집』, 2014. 5. 22., p.85

11) 해양-원자력 공동위원회, 『해양원자력시스템 사업화 방안』, 2015. 2., 머리말.

12) 이재용, “과기정통부·원자력연구원, 경주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가져,” 『Electric Power Journal』, 2021. 7. 22.

13) 이호을, “중국, 서해에 ‘떠다니는 원전’ 건설 추진,” 『KBS』, 2021. 3. 10.

국 정부는 남중국해 일대·서해상 해상원전 부설 역시 추진하고 있다.

Ⅲ. 원자력발전소 관련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행정계획, 개발사업이 초래하는 환경 변화를 사전에 예측·분석·평가하여 그 저감 및 

제어를 추구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제도이다.1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원자력발

전소 건립·운용 과정에 적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그 일반법적 근거 규정이 

된다.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은 특별히 원전 대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적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별법적 근거 규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역시 미래 해상원전 건립·운용 시 해상원전 대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별법적 근거로써 

기능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①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제2장) ② 환경영향평가

(제2조 제2호, 제3장)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2조 제3호, 제4장)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원자력발전소 건립

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이다.15)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 체 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사업자
대 상 행정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소규모 개발사업
시 기 계획의 확정·시행 이전 실시계획단계 사업 승인 전

검토 대상 적정성, 타당성 환경오염저감대책 환경오염저감대책

<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비교16)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전 건설허가의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법 제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 시

행자는 원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 제3호 및 영 제31조 제2항 [별표 3]이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 

14) 김홍균, 『환경법』, 서울, 홍문사, 2019. 2. 27., p.82

15)  원자력발전소 건립 행정계획·개발사업이 속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및 ‘에너지 개발사업’은 각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3호, 영 제31조 제2항 [별표 3]) 대상이다.

16) 김홍균, 앞의 책, p.88

해상원전 은 해상에 원자로 및
제반 시설을 갖춘 원자력 발전소이다 해상원전은 단일 원자력발전 시설을 구
성하는 다수의 중 소형 원자로인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 를 핵심으로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는 발전용량 메가와트 이하 원자로 를 다
목적 일체형 원자로로 분류하고 있다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의 장점으로는 ①
획기적 안정성 소규모 전력생산 용이성 초기투자비 경감 가능성 활용② ③ ④
방식의 다양성 등이 존재한다
해상원전 개념은 해양 원자력 시스템의 한 축에 해당한다 해양 원자력

시스템은 해양원전 선박추진용 소형 원자로 등 해양에서의 이용을 전제한 원
자력 설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림 해양 원자력 시스템 개념도

국내외 해상원전 연구 개발 동향

검색일

검색일
최순 김지호 김교윤 해양 적응을 위한 소형 경수로 개발 현안 및 전망 한국해양환경에너「 」

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이필승 국내외 해양원자력 시스템 개발현황 및 전망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 」 『

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눈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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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한다.17) 한편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 착공 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원자력안전법」 등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제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수명기간 동안의 운영 그리고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방출 또는 

누설된 방사선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일반인에 대한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18) 발전용원자로를 건

설·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각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항, 제20조 제2항).19) 발전용원자로 건설·운영허가신청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내용20)을 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17)  상기한 법령에 근거하여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 시행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 위 환경영향평가 시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8) 이희선 외 3인, 『원자력에너지 개발 환경관리전략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12., p.44

19)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은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신청 단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전용원자로 건설 허가 당시 제출한 방사선환경영

향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존재하는 때’ 해당 부분에 한하여 발전용원자로 운영희망자에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20)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②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 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적 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 개념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침21)을 수용하여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를 대상으로 원자로 운영허가일로부터(건설허가·운영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원

자로의 최초 임계도달일 기준) 10년 주기의 안전성평가 시행 의무 및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22) 이에 따라 발

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원전 대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발전용원자로의 위해

도(危害度)에 관한 총체적 평가의 일부로서 원전 계속운전 적합성 판단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23) 

3.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프로그램·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4)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① 해역이용협

의제도(법 제84조) ②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법 제85조)를 각 규정한다.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4조 제1항 각 호 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

한 사업(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면

허·허가·지정에 앞서25) 해양수산부 장관과 위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해야 한다. 한편 해역

이용영향평가제도에 따라 처분기관은 법 제85조 제1항 각 호 사업이 동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16]의 규모에 

도달한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위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Ⅳ.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해상원전 건립·운용 적용상 한계점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환경재해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인바, 원전 개발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

저한 환경영항평가가 적용된다. 해상원전은 기존 발전용원자로 대비 소규모인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를 탑재

하나, 해상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타고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본격적 해상원전 

건립·운용에 앞서 그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법령을 요구한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관련 현

21) IAEA, Periodic safety review for nuclear power plants, Specific Safety Guide No. SSG-25, 2013.

22)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23) 함철훈, 장윤석, 『원자력안전법론(하)』, 고양, 화산미디어, 2019. 1. 30., p.95 

24) 박수진, 최석문, 김대경, 『해양환경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12., p.20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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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육상원전 대상 시행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해상원전 건립·운용 적용상 한계점이 명확

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해상원전 건립·운용 과정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 항목 부적합 문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2]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

선환경영향평가서 필수 기재 항목으로 ‘해양이용’ 과 ‘해황 및 해양 확산’을 포함한다. 전자에 의하여 발전용원

자로 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반경 80km 이내의 해양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후자는 발

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원전 인근 해류·조류 및 인근 지역 항만 거주민 활동시간 등의 조사 의무의 근거이나, 

그 범위를 원전이 입지한 ‘연안을 따라’ 일정 반경 이내로26) 제한하여 공해상에 입지한 해상원전의 운영자에게 

실효성 있는 방사선환경안전평가 시행을 강제할 수 없다.

2. 의견 수렴 대상적격·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 원고적격 범위 문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수렴 대상을 ‘환경영향평가지역 내 주민’으로 규정한다.27) 한

편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수렴 대상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28) 내 주민으로 한정된다(법 

제103조 제1항,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 관

련 행정소송 원고적격 역시 환경영향평가지역 내 주민에 국한됨이 원칙이다. 통설 및 판례는 이른바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취하는바,29) 「환경영향평가법」을 개발사업승인처분의 근거법으로 보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

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 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한편 하급심 판

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행 범위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반경 80㎞ 이내 거

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 2. 14. 선고 2016구합75142 판결). 

상술한 법령 및 법리를 공해상에 입지한 해상원전에 적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수렴 대상이자 환경영

26)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2]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원전 인근 해류·조류 의무 조사 

범위를 원전이 입지한 연안을 따라 반경 16km 이내로, 원전 인근 주요 어항, 해수욕장 등 주요지점의 거리·이동시간·거주민 활동시간 의무 조

사 범위를 원전이 입지한 연안을 따라 반경 80km 이내로 제한한다.

27)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28)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 1]에 기초하여 원전이 입지한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설정, 이후 원

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구역으로, 원자력발전소 기준 반경 25km∼30km에 해당한다.

29) 김홍균, 앞의 책, p.125∼126

향평가 관련 행정소송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주민’은 해상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도서·항만 주민으로 제

한된다.  반면 해상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피해자는 방사성 물질이 유입된 해류가 도달하는 전 지역 주민이므

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해상원전 건립·운용 과정의 환경문제와 연관된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3. 현행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적용 대상 배제 문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제도 대비 평가항목을 추가하

고 평가기준·평가서 작성방법을 강화한 절차이다.30) 해상원전은 ① 공유수면인 공해상에 입지하고 ② 방사능 

누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이므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나 법 제8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제외한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 

및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 건설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Ⅴ. 해상원전 건립·운용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제언

위 Ⅳ.에서 지적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관련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해상원전 건립·운용 과

정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상원전 건립·운용에 선행하여 환경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근거법령 개선

단기적으로는 해상원전 건립·운용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성 있게 분석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현행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근거법령 중 일부를 해상원전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원자

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2] 중 ‘해황 및 해양 확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박수진, 최석문, 김대경, 앞의 책,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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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개선안

2.6.1. 해황
‘연안을 따라 

반경 16km 이내’
2.6.1. 해황 ‘부지반경 16km 이내’

2.6.2. 해양확산
‘연안을 따라 

반경 80km 이내’
2.6.2. 해양확산 ‘부지반경 80km 이내’

<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선안

2. 의견 수렴 대상·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 원고적격 범위 확장

나아가 원자력발전 및 해양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선을 통해 해상원전 건립·운용 관련 환경영향평

가 영역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의견 수렴 대상·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 원고적격 인정 범위

를 확장하여야 한다. 해상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에 오염된 해류가 해상원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유입되어 환경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원자력안전법령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행 범위를 현행 80km보

다 확대하거나 ② 해상원전 인근 해역 어민·항로 이용자 및 해상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역 주민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에 부합하는31) 방사

선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제도 개선

해상원전은 악천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입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상원전 운용 대상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지역이 달라지므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

가 영역 내 주민들의 공청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 나아가 『오르후스협약』33)등 외국 법제

를 참고하여 일반 국민 등 광범위한 자의 환경정보접근권, 정보공개신청권을 보장하는 법령 신설 역시 고려할 

가치가 있다.34)

31)  최효재, “원자력발전 관련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및 사정판결의 요건 - 서울행정법원 2019. 2. 14. 선고 2016구합75142 판결 -”, 『법학평론』 

제10호,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p.459∼460

32) 김종천, “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환경법과 정책』 제20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p.39∼43

33)   1998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an;UNECE) 제4차 환경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광범위한 주

체를 대상으로 한 ①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②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③ 환경사업 접근권의 각 보장을 골자로 한다.

34)  박지현, “원자력발전소관련 환경영향평가 비교연구 -일반대중(public)의 참여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288∼294

4. 「해양환경관리법」제85조 제1항 제8의3호(가칭) 신설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1항의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대상 사업에 ‘해상원전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각 호와 별개로 해상원전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 제8의3호(가칭)가 신설되어야 한다.

Ⅵ. 결 론

해상원전은 기존 원전의 문제점을 개선한 혁신적 원자력발전소 개념이나 육상원전 운영을 전제한 기존 법제

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건립·운용 실행에 앞서 현행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해

상원전은 이동이 가능하고 사고 시 해류를 타고 방사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응할 환경영향평가제

도 근거법령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주제로 한 관련 부처 및 학계의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해상원전

의 특성을 고려한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역시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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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이사장 해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소고 
부제 : 단체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박상흠 변호사

(1) 사실관계
채권자는 개혁신학원의 이사장인 채무자에게 해임을 청구하는 권리를 피보전권리

로 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청구하였다. 한편 채

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사들의 불법 선임, 파행적인 학교 경영, 부당한 학사행정 

간여, 정관의 불법 변조, 교단의 분열 촉진, 건축헌금의 용도 외 지출 등의 불법행위

를 이유로 해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하여 ①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바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

용될 수 없고, ②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피

보전권리가 존재할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으므로, 본 사안과같이 법률규정이 부존

재하여 해임청구의 소가 인용될 수 없는 경우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

권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

하였다.    

(3) 법적 쟁점 
이처럼 본 사안의 법적 쟁점은 ① 해임청구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형성적 효력이 존

재하는지 여부, ③ 본 사안의 적용법률인 사립학교법과 기타 법률인 상법 및 민법의 

경우 형성의 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비교 검토하기로 한

다. 

(1) 형성의 소의 법적 성격

소송의 종류는 ⅰ)이행의 소, ⅱ)확인의 소, ⅲ)형성의 소로 분류된다. 이행의무자에

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와, 권리·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요구하는 확인

의 소와 달리 형성의 소는 판결로 권리변경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1) 형성의 소란 기

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추인

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로

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즉 소로써만 행사 할 수 있는 형성권과 관련

된 것이 형성의 소이다. 

이러한 형성의 소에는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있으며, 행정소송 중의 항고소송,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 헌법소원 등이 있다. 또 재심소송, 정기금판결변경소송, 

중재판정취소소송, 청구이의소송, 제3자이의소송 등도 이에 해당한다. 토지경계확

정소송, 공유물분할소송 등도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또한 상법 제385조에 의하면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

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하고 있

는 해임청구의 소 또한 형성의 소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처분의 법적 성격2)

1) 가처분의 의의 및 종류

민사집행법 제4편에서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보전제도임에 반하여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

Ⅰ
대상판결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 

2269결정)의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Ⅱ
법적 검토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133면~134면 참조

2) 송인권, 법조 2009. 7. 355 ~357면 참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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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

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 다

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하는 처분이고, 후자는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

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의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

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후자의 일

부로서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근거규정  

① 근거규정

가. 관련규정

[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

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

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게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

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

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

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

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

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니하다. 

② 상법 제407조에 기한 가처분의 성격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근거규정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다. 그런데 상법의 경우 제407조에서 별도로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기한 가처분이 민사소송법

상 통상가처분의 일종인지, 위 규정에 의해 인정된 특수가처분인지 문제되는데 우

리나라 통설과 판례(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883판결)는 모두 통상가처분설

을 취하고 있다.    

③ 가처분의 법적 성격

통설과 판례는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가처분

의 일반적 효력과는 다른 특수한 법적효력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직무집

행정지가처분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그 형

성재판적 성격과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에 의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는 필요성 때문에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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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즉,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① 형성적 효력, ② 절대적 효력, ③ 대세적 효

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형성적, 대세적 효력의 구체적 내용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당해 임원은 가처분 취소시까지 가처분명령에 특별

한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

적으로 금지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처분명령에 위반하여 한 행위는 무효이고 후

에 가처분이 취소·변경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새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

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

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

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4)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권한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가처분집행중일지

라도 정지된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새

로 선임된 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라도 상관없다.5) 그러나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

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이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

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

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

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

를 주장할 수는 없다.6) 

 

⑤ 소결7)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있다.8) 이에 대한 예외로서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의 당

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대세효를 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세효를 인정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의 경우 상법이나 

특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판례는 대세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1988. 

4. 25. 87누399, 대법원 2000.1.28. 98다 26187 등) 반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집

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에서는  대세효를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407조는 주식

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관하여, 제408조는 그 직

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감사 및 청산인과 

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준용되는 바, 위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

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만족적 가처분이다.9) 

한편 민사법상의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

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

를 정하는 가처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그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 

제407조, 제408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10) 예컨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경우 주주의 이사에 대한 해임소송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률에 

해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은 경우에는 형성의 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당연히 허

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논리로 등장하고 있다. 

(3) 상법의 이사해임청구권의 유추적용여부에 대한 판결의 태도
   

(1) 하급심판결

1) 상법 유추적용 긍정설

3)  송인권 앞의 논문 각주 9 재인용(강봉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재판자료(제38집), (1987), 248~252면,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판결

    통설과 판례의 견해와는 별개로 송인권은 앞의 논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직무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때 이를 등기하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 4537 판결 

5)  송인권 앞의 논문 각주 26 재인용(강봉수, 앞의 논문, 251면:  김상원· 정지형 가압류 가처분 한국사법행정학회(1999) 625면: 윤경,“피보

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인권과 정의(제300호))

6)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7) 윤경,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공동소송참가, 대법원, 30~31면 참조

8) 민사소송법은 이를 두고 기판력이라 명명하고 있다. 

9) 윤경, 앞의 논문 각주 57 재인용( 강봉수, 앞의 논문, 212~215면 참조)

10) 강봉수 앞의 논문 251면

142    제39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143



하급심판결 가운데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규정

을 유추적용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을 허용해야 한다

는 판결이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표자 등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

하여 이를 묵과한다면 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

생한 우려가 있는 한편 단체의 정관이나 인사규정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ㄴ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

원 2000.9.29.자 2000카합1702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또 “조합의 정관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

어 조합원 투표에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근

거하여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다.”(광주지방법

원 2004.12.3. 선고 2004가합 3668 판결, 해임청구)

2) 상법 유추적용 부정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

송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

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의 이익, 거래의 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전성이 강력히 요청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위 조합의 설립근거 규정인 위 법이나 그 준용규정인 민

법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위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위 조합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규정한 

소수주주인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것이라고 한다.(부산고등법원 1992.6.18. 선고 92나 3625 판결(해임청구)) 

3) 소결

하급심 판례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묵과할 경우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면 상법의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해서라도 해임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이다. 

  

(2) 대법원의 판결

1)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사례 

①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

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

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

다45020 판결  참조)

②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은 총조

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

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제1항, 제2항). 민법은 조합원 중에서 청산

인을 정한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청산인인 조합원을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23조, 제708조), 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

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

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

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 학교법인 내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사례

① 학교의 장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허부

“학교법인이 소속 학교의 장을 상대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이러한 형성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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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만약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27.자 97마2269 결정 참

조).

(3)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의 해임11)12) 

해임은 학교법인 이사 본인은 계속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이사로서의 직무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는 본인이 인사권자이면서 사용자이

므로 학교법인이나 이사장은 징계로서 이사를 해임할 수 업고, 사립학교법상으로

도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상 이사 해임에 있어서 당사자

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사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당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

회의 해임결의를 통한 해임은 가능하다.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학교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학교법인 이사를 이사에서 해임함에 있어 특별한 사

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안건을 결의함에 있어 이사

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표결을 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으로써 이사에서 해

임된 이상 이사 해임 결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법인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가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사는 학교법인 이

사장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비로소 사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14) 그러나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인은 자유로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15) 이에 대하여 정관에 사유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

사에 대한 임의적 해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직무집행 불능, 이사회 규모 축소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한 해임은 정관규정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16)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 중 임

시이사는 관할청이 임명하기 때문에 관할청이 해임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5

조의 2)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혹은 이사의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법이론에 의하면 형성권에 속하는 해임청구의 소를 피

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대하

여 근거법률에 해임청구에 관해 규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법

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와 정관에 전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 해임청구의 소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정관에 형성의 소

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므로 정관을 법률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토

11) 배병일, 학교법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 동아법학 (87), 2020.5. 74 ~75면 참조

12) 민법 

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민법의 정관에 관한 규정과 사립학교법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사항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의결기구는 이사회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면 중 면은 해고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13) 대법원 2014.1.17.자 2013마1801 결정

14)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15) 김상연, “정관에 정한 이사해임사유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97호, 법원도서관, 2014.43면

16) 김진우, “학교법인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법학논총 22집 3호, 조선대 법학연구소, 2015, 704~709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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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해임청구의 소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정관에 해임청수의 소에 관

한 규정이 없더라도 대표자나 임원의 부정과 비리가 중대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

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 

단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17) 

대법원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

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39551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선임의 효력에 따라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본

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 31348 판결, 대법원 2000.2.22. 선고 99다62890 판

결) 이와 같이 대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례가 견해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관한 대세적 효력을 확

고한 법리로 정착시킨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인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법적 성격도 동일하게 대세적 효력을 갖고 있어서 임원

의 직무정지의 효력은 학교법인 전체와 학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외부기관에 모

두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이

사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처분은 학교법인 전체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 만

큼 신중을 기하여 할 사안인 점에서도 대세적 효력이 미치는 이사장의 직무집행정

지가처분의 경우 해임청구의 소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위

와 같은 신청을 기타의 사정을 이유를 들어 인용하는 것은 가처분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사립학교의 분쟁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사들간의 여러 가지 다툼에서 기인한 

내부분쟁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청구의 소를 명문상으

로 규정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부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살펴보더라도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

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곧바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

는 주주가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인 이사의 해임의결

을 주주총회에서 거친 후에 진행하도록 한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기타 법률에서 이사의 해임청구의 소를 규정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이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들이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꼽고 있는 것은 “이사들의 불법 선임, 

파행적인 학교 경영, 부당한 학사행정 간여, 정관의 불법 변조, 교단의 분열 촉진, 건

축헌금의 용도 외 지출 등의 불법행위”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채권자들의 자의적

인 판단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섣불리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안을 법원이 개

입하여 직무정지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법 상 이사들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민법 제40조 제5호)와 이사회(사

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사회의 소집을 통해 정관에 위반된 이사

의 면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임청구의 소를 명문화하지 않은 사립

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획득할 실

익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법 상 이사장 및 이사가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법적 상황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입장을 지지한다. 

17) 조상희,일감법학 제10권 ,2005,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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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법률상 문제 연구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 정  민1) 변호사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

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 1인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

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필요한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나아가 권리·의무의 소송상 실현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당사자능력과 당

사자적격을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비교적 단순하다.2) 그러나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을 둘러싸고 공동 

소유자인 수인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의사결

정이나 권리·의무의 행사, 소송 수행 과정 역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3) 특

히 수인 중 일부만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문제4)까지 얽히게 되어 법률상 더욱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경험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수인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5)에서 

그 수인 중 1인 또는 일부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를 마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곤 하였다. 그때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복잡한 법

률관계에 따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복잡한 법률관계에 따른 제반 

문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전혀 의도치 않은 결론6)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관

계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구체적

인 경위와 과정, 그리고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게 된 목적, 나아가 그 이후의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 취득자 수인 사이의 법적 성격 자

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 펼쳐지는 제반 문제 역시 다른 법률효과

를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 이후 그 수인 사이에 분

쟁이 발생하면 이들을 대리하는 실무가들 역시 관련 법리에 대한 정치한 이해를 통

해 법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분쟁 해결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에 실무에서 

유사한 사례의 분쟁이 자주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리의 정립이나 발전은 다소 

더딘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리 적용의 시도 역시 매

우 드물게 관찰된다. 

이에 필자는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고

찰하고, 그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위 대상판결이 확인하고 있는 민법상의 조합 및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법리와

는 다소 다른 새로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 다음, (비록 그 

법리적 근거나 이론적 정치함은 다소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생각을 덧

붙여 보고자 한다. 

Ⅰ
서론

2) 양경승, “합유와 조합 법리의 소송법적 적용”, 사법논집, 제60집, 2016., 315쪽 이하   

3) 양경승, 앞의 논문, 315쪽 이하 참조  

4) 김학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중 1인으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60호, 2006., 95쪽 이하 

5)  필자의 실무 경험에 의하면, 수인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나 동업약정 체결 경험의 미숙은 물론, 동업에 따른 업무수행의 편의 등이 수인 중 1

인 또는 일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가장 주된 이유였다. 

6)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 역시 동업약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제고라는 이유로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

부하여 임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임의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에도 강제조정 결정, 화해권고 결

정의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자주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029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037 소

유권이전등기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0459 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9나5109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등 참조).1)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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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1, 피고2 및 A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

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다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은 피고2가 주도하기로 하

였는데, 그 결과 피고2는 2008. 9. 10. 원고가 입회한 자리에서 甲과 사이에, 甲소

유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甲, 매수인을 ‘피고2’,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함).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아래와 같이 권리관계 등의 변동이 이루어졌다. 

◦ 2008. 12. 1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광주지구축산

산업협동조합 

◦ 2009. 6. 29.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 소유자 피고2, 등기원인 2009. 6. 25.자 매매

◦ 2009. 9. 14.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등록전환(면적이 7,152㎡에서 7,277㎡로 증

가) 및 이 사건 ①, ②부동산으로 분할 

2. 원심판결7)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1, 피고2 및 A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를 

결성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이 사건 

①, ②부동산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①, ②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가 종료된 상황에

서 피고2 등은 원고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회피하고 있는바, 그

렇다면 피고2는 원고의 동업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8)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1, 피고2 및 A 사이의 관계 

원고와 피고1, 피고2 및 A는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

수한 후, 개발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개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를 결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1, 피고2 및 A 사이에 체결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공동으

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후, 개발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

건 분할 전 임야를 개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조합원이 탈

퇴할 경우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되며 탈퇴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바(민법 제719조), 부동

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1, 피고2에게 전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로써 위 동업체의 조합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①, ②부동산의 소유권

은 남은 조합원들인 피고1, 피고2 및 A의 합유로 귀속되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남은 

조합원들인 피고1, 피고2 및 A와 사이에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

산’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인 피고2에 대하여 이미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귀속

된 이 사건 ①, ②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어 이유 없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며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7)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599 판결 

8)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일관하여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

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많은 실무가들은 조합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 청구를 할 때 먼저 다른 조합

원들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고한 후 이를 원인으로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업재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정산이나, 동업재산에 대

한 정산을 구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대체로 동업계약 해지의 의

사표시를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또는 조합해산 청구로 선해하여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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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

66922 판결 등 참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

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조합체가 조

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지분 이전등

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와 피고1, 피고2 및 A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

성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을 피고2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조합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은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귀속되었다. 원고는 남은 조합원들과 민법 제719조에 따

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고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

은 채 조합재산인 이 사건 임야의 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는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

다. 원고와 피고2 등이 결성한 조합체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2 앞으로 이

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조합체가 피고2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피고2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고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 또는 해

산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조합재산이라고 본 것은 명의신탁의 성립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장과 같이 조합관계의 종료와 민법 제71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검토 

가. 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1, 피고2, 그리고 A 4인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되 피고2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①, ②부동산(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에서 각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까지 종료되었는데, 그럼에도 위 4인 사이

에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분쟁이 생긴 사례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①, ②부동산의 등기상 소유 명의자인 피고2

가 이 사건 ①, ②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득을 독차지한 채 원고에게는 그 수익금 등

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그 개발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피고2를 상대

로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①, ②부동산 중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안이다. 

나. 원심은, 먼저 원고와 피고1, 피고2, 그리고 A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들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동업약정 내용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 및 이에 따른 수익금 분배 약정으로 확인되는 이상 결국 이들 사이

의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원고의 피고1, 2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①, ②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①, ②부동산을 위 4인, 즉 원

고와 피고1, 피고2, 그리고 A 사이의 조합재산으로 보아 위 4인의 합유로 귀속된다

Ⅲ
대상판결에 
관한 연구 
-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법률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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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원고

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로 선해한 다음) 결국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귀속된 이 

사건 ①, ②부동산에 대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를 들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①, ②부동산 중 원고 지분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상판결

은,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기존 대법원 판례9)의 법리를 소개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

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10) 역시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결국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

인에게, 물권변동인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 결과 원고의 탈퇴 또는 해산청구로 원고와 나머지 조합원들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①, ②부동산을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한 지

분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

고를 기각한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의의 

가. 대상판결의 의의에 앞서 대상판결의 원심은 조합재산의 합유강제가 적용되는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로,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동업계약

이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그 조합체의 소유형태는 합유라는 점을 분명

히 확인하였다. 

앞서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공동매수인 사이의 법적 성격과 관

련하여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단순히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

례11)들이 있기는 하나, 대상판결의 원심은 원고와 피고1, 피고2, 그리고 A 사이에 체

결된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 4인은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매개

로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위 4인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

립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 경우 조합체의 소유형태는 ‘합유’

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까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나. 대상판결은 (그 원심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법리가 정

면으로 적용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조합원

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12)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결국 “조합체가 조합원에

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13) 매도인에게, 물권변동

인 유효인 경우14) 명의수탁자에게 각 귀속되며,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점까지 분명히 밝혔다. 

다. 조합관계에 있어서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대법

원의 기존 판례 법리에 충실히 따른다면, 대상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

대로 인용하면서 덧붙인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

한 결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 중 1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로 다분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였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경우 “부동

산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반 규제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10)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1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1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13)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뿐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때에도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

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1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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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공동매수인들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당해 부동

산 자체를 조합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조합재산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불과하다”는 결론까

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대상판결의 판시를 통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제반 규제 조항들이 조합관계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

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합원

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조합원 중 1인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으로써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제

반 규제 조항15)들 역시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됨을 확인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점을 분

명히 예고한 판결로 새겨야 할 것이다. 

3.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제언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제반 규제가 조합관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천명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여 년 

이상이 지나 입법 초기와 달리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명의신탁의 불법성이 인식되

어 있다는 사정16)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업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반드시 염두 하

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법률행위에 나아가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동

업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들에게 법

률적인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실무가들 역시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만 

하는 상당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나. 다만 합리적인 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상판결의 법리, 즉 부

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법리가 조합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결론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생긴다.

먼저 대상판결에서와 같은 사안에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법리가 그대

로 적용된다면 조합재산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그 물권변동이 유효할 경우에는 조

합원들 중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은 명의수탁자인 조합원을 상대로 (어떤 

법리를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조합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때에는 당해 부동

산의 지분이 아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수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는 개발행위

에 소요된 비용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공동매수인 중 명의

수탁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개발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홀로 누리게 되는 반면,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경우 그 부동산 가

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 배분에서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

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합유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부득이하게 부동

산실명법 상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과는 별론으로) 부동산실

명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불법성이 공동매수인 중 명의신탁자인 조합원들에게만 있

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동매수인 중 명의수탁자인 조합원 역시 명의신탁으로 인

한 불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로지 공동매수인 중 명의신탁자인 

조합원들에게만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성으로 인한 규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민법이 공

동소유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합유’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한 데다가 실

제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합유’로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더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의 법

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리 적용에 있어 크게 보아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15)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 즉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그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인 규제 

조항이다. 실제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7구합20171 판결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합원 중 1인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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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①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이들 사이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지 않고 내적조합 또는 무명계약으로 파악하여 공동매수인 중 1

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②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관계를 민법상 조

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합체의 소유형태를 ‘합유’로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특히 조

합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 등의 다른 형

태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17), ③ 마지막으로 민법상 조합 역시 부동산실명

법이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종중 또는 종교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한 요건

18) 하에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라. 하지만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동안 정립되어 온 민법상 조합과 내적조합 등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민법 

제703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쉽게 받아들이

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인다. 

한편 두 번째 방법은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통설의 입장과 일치할 뿐 아니

라,19)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20)에 비추어 볼 때에도 추후 

충분히 심도 있는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생각된다. 다

만 현재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우리 민법의 제반 규정21) 내용과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일관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22)에 비추어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

한 우리 민법의 규정의 개정 없이 실무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조합의 소유형태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가 앞서야 

할 것이므로 이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마. 필자는 마지막 방법, 즉 우리 부동산실명법이 특례규정23)을 두어 명의신탁의 법

리 적용에 앞서 적지 않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은 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 상호명의신탁(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③ 신탁등기(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 

④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같은 법 제8조)의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다.24) 이 중 종중 및 배우자, 그리고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특히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경우, 우리 대법원이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당사자적격

을 인정하고 있고25) 특히 최근 등기능력까지 인정되고 있다는 견해26)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이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당사자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권리능력은 물론 등기능력조차 없는 조

합을, 부동산실명법상의 특례 대상인 종중이나 종교단체와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17) 이는 조합의 소유형태에 관한 통설의 입장과 같다. 

18)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하면 종중 또는 종교단체의 경우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

탁을 허용하고 있다. 

19)  윤진수,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제68호, 2014. 143쪽; 이동진,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민사판례연구ⅩⅩⅤ, 2013. 546쪽 

20)  「남효순, “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 :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저스티스, 제159호, 2017.」 165쪽 이하에서는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

로 ① 일본민법의 경우 조합재산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학설상으로는 조합재산의 합유가 인정되고 있고, ② 독일민법의 경우 조

합재산을 채권편의 조합에서만 규율하고 있으며, ③ 스위스민법과 대만민법의 경우 우리 나라와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21)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2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23) 부동산실명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

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24) 지원림, 『민법강의』 제15권, 홍문사, 2017. 646쪽

25) 대법원 1994. 9. 30. 선고 27703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26)  김세준,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 조합의 등기능력”, 법학논총, 제33집 제3호, 2013., 162쪽에서는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등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권리능력이 없음에도 등기능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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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역시 분명한 현행 법령 중 하나이고, 이에 단순히 해석을 통해 

부동산실명법의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

으므로, 부동산실명법상 특례 규정의 개정, 즉 특례의 대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종중 및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조합 역시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부동

산실명법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

인다.27)  

바. 그리고 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점을 달리한 새로운 시도를 소개하고자 한

다. 비록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수인의 동업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다만 건물에 관하여 합유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부동산실

명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여 말소할 것이 아니라, 1인 명의의 등기를 합유등

기로의 경정등기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28) 

물론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다소 기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는 않고 법리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파기·환송29)하고 말았다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물권변동의 무효 여부에 관계 없이 1인 명의의 등기를 합유로 경정하는 등기 신

청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한 참신한 시도라 하

겠다.  

27)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상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실명을 개정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동안 정립되어 온 민법상의 조합 법리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그리고 조합 관계에 있어서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법리 적용 등에 관한 법리와 상충되지 않고 이를 모두 계승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까지 고려한 결론에 이르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라고 생각된다. 

28)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은 “합유자는 합유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

등기의 말소 대신에,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단독소유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합유 명의로 고치

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중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경정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29)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은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

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

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

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

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

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

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

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

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

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경정등기를 허

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 판단 중 수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

로 자금을 출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이후 매수한 부동산에서 실제 개발행위

나 건물 영업행위 등 공동사업에까지 나아간 경우 이들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이라

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동한다. 이는 조합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 내

용은 물론, 그 동안 정립되어 온 조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충분히 예

측 가능한 것이어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내적조합 또는 무명계

약에 따른 동업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법

정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중 일인 또

는 일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민법상의 조합의 법리를 적용하되, 기존에 확

립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법리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점과 더불

어, 특히 조합재산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기존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하여 

분명히 설시하였다는 점 역시 부동산실명법의 정착이라는 대법원의 정책적 판단에

서 비롯된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확고히 유지해 온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법리를, 조합의 경우에

까지 포섭한 것으로, 나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법리가 조합관계에 까지 그대로 적용된 결과에 빚

어진 대상판결에서의 결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부동산실명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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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특례규정, 즉 명의신탁의 예외 사유에 주목하여 입법론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단순히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합유등기로의 경정등기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상판결

에서와 같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의 문제를 시정해 보고자 했던 대구고등법

원의 시도 역시 (이론적인 근거의 존부를 떠나) 매우 참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 중에 맞닥뜨렸던 대상판결, 그런데 대상판결의 법리 전개 과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 결론은 다소 부당해 보였다. 이에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가진 부당

함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막상 마무리하고 보니 필

자의 이론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만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고를 통

해 필자가 도출한 결론 역시 깊이 있는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이론적 근거조차 충분

하지 못한 試論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인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

면서 다른 불법적인 목적이 없음에도 단지 실무상의 편의를 이유로 수인 중 1인 또

는 일부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조합의 법리와 더불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법리를 엄

격하게 적용할 경우 뜻하지 않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정 역시 변함이 없

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리 대법원과 학자들이 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많은 고

민을 거듭한 결과 결국 새로운 법리와 이론을 도출해 종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왔음

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필자로서는 (비록 용두사미에 불과하였지만) 본고를 통해 대

상판결의 결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해 둠으로써, 본고가 향후 더욱 정치하면서

도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법리적 논쟁의 장이 열릴 수 있게 

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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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

김가람 변호사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 근간은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령은 형사법으로  이것을 지도하는 원

리는 죄형법정주의라 할 것이고, 재산권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표적 법령은 세법으로, 

그 지도 원리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오히려 피부로 더 가깝게 느끼

는 것은 고전적인 생명ㆍ신체에 대한 자유보다는 재산권에 관한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 조세에 관한 관심과 반응은 날로 뜨겁

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다.

조세는 국민에 대하여 개별적 대가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

히나 증세에 관해서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조세법은 복잡다기한 경제활동이나 거

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기술적인 입법이 

요청되나,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강을 정한 

다음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행정입법에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까닭에 행정입법은 의회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나므로 징세 위주로 위임입법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입법 실무에서는 대통령령을 ‘법률 시행령’이라고 칭하고, 부

령을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행정입법에 관하여는 결국 사법심사를 통하여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본고

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된 판례를 통하여 조세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Ⅰ
머리말

03 1. 법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

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한 것을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

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

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

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

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1)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

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2)

Ⅱ
행정입법의 
범위와 한계

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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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

집행명령은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령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개인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비

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4)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

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

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

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

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

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

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

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

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

로 규율하여야 한다.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김재형은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해석의 결과 심히 불합리하거

나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러한 해석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상 

이를 위하여 문언적 해석 외에 논리적·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여러 해석방법이 동원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합리와 부당함이 교정되지 않는

다면 법원은 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 때로는 법의 문언에 반하는 정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하고 있다.6)

2. 무효가 된 위임명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 2. 21. 개정되기 전)

가.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하이메트㈜의 주주이다.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2011. 4. 20. 

결손금이 있는 하이메트㈜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

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고 2013. 8. 1. 증여세

를 부과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개정 2011.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

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

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개정 2014.2.21.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

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3)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 헌과1 결정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5)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6)  선례로서 이러한 해석태도로 대법원 1978. 4. 25. 선고 19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

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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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

액에 의한다.

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법률 조항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증여가액을 결손금

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

주 등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전

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

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

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개정 법률 조항은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마찬

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

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

이다. 따라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

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증여 이익이 없으므로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

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조항은 모

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이다.

라. 코멘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시행령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일치 판결로 파기되었다.

실제로 수증법인이 자본잠식의 장태에서 수증을 받았다면 이로 인하여 수증가액만

큼 주식의 가격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임명령의 합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시는 정당

하다고 하겠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 2. 21. 개정된 것)

가.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A와 ㈜B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아버지는 2014년과 2015년도에 위 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하였다. 피고 세무서장

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 2. 21.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 

2014. 1. 1.자, 215. 1. 1.자 기준으로 원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개정 2015.12.15.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개정 2016.2.5.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

한다.

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나머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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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

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

정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

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

이다.

한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

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2014년 개정 상증

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와 같은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

도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그 초

과분에 대하여는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

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

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

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다.

결국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 

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

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코멘트

2014. 2. 2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무효라고 판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시정하지 않고, 2010. 1. 1. 단순히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자구

만 손질하는 선에서 모법에 과세요건의 위임근거를 두어 해소하려 하였지만 모법이 

개정된 이후의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여전히 위헌임을 면하지 못하였고, 또 다시 

2014. 2. 21. 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대법관 전원일치로 위헌이

라고 판결을 받고 위헌이라는 결과를 면하지 못했다.

과세요건은 증여라는 무상의 이익이 발생되어야만 비로소 성립되므로 이러한 무상

의 이익이 없는 사항까지 억지로 과세범위에 포섭시키려는 과세당국의 증세입법에 

제동을 건 것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조의 2 (가)목

가.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금전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지급금이나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고 그 채권액이 사외유

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익금에 산

입하고 소득처분을 하였다. 원고회사는 소득처분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후 세무서장을 상대로 익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

로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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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한다.

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

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 

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

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

효로 되지 않는다.7)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8)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

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

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

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제3호)을 익금으로 보도록 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

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

수하지 아니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

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는 제1항이 정

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은 제2장 제1절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계

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관(통칙)은 제13조에서 과세표준을, 제14조에서 과

세표준을 이루는 요소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정하고 있고, 제2관(익금의 계산)

은 제15조에서 익금의 범위를, 제16조부터 제18조의3까지에서 원래 ‘해당 법인의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익금으로 보도록 정한 것 가운데 제1호와 제3호는 원

래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

하나 위 조항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해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익금과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

항이 제1항에서 정한 익금이 아닌데도 익금으로 보는 것을 위 조항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7)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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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상

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하

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익금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

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제9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

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

하였을 뿐 익금의 범위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위 개정으로 비로소 

제15조 제3항에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었다. 법인세법이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에 따

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익금의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

을 두게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

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익금으로 정하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

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

서 그 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그런데 그 소득이 원래 구 법인

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

입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

로 정한 일반규정인 이상,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처

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

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

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

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 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라. 코멘트

이 사건에서 1심은 시행령의 규정이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패소판결

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

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익금’이란 회계기준으로는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다면 원고법인 입장에서는 손실 또는 

비용발생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익금으로 보는 취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

호의 2는 모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이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익금은 회계기준상 수익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

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모법이 예정하

거나 모법의 해석상 예측가능한 범위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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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은 기업회계에 따른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등으로 부당한 기업지원을 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징벌적 규제 또는 조세정책상 익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9)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의 범위를 “익금은…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한다.”라고 하고, 이어 제3항에서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시

에 찬성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2012. 2. 2.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1. 10. 18. 형인 소외인에게 주권상장법인 조선내화 주식회사(이하 ‘조

선내화’라 한다)의 발행주식 116,022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시간

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이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줄여서 ‘종가’라 한다)인 1주당 65,500원 합계 

7,599,441,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소외인은 이 사건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조선내화의 총발행주식 4,000,000주 중 702,549주를 보

유한 조선내화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원고는 2012. 2. 29. 이 사건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0.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

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을 적용하면, 조선내화는 원고를 포함

한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11. 10. 18. 이

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6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3,431원(= 64,178원 × 130/100)을 이 사건 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② 그럴 경우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형 소외인에게 이 사

건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65,5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매매

대금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③ 결국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이 사건 매매대금은 부인되어야 하

고 위 ‘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83,396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12,644,352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3. 7. 26. 위 ‘시가’

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에게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0.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소득세법(2012.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01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

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67조 제5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9) 김백영,『조세판례연구 1권』,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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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

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이 위임한 규율대상,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먼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계

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포함된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의의를 고려하면, 과

세관청이 세법상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나 계산을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내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당행

위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은 분명하다.

② 구 소득세법이 양도자산의 ‘시가’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평가방법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가’의 사전적 의미 및 ‘시가’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 내지 근거로서 기능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

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소득세법의 규정들에 대한 해석으로도 ‘시가’의 의의 내

지 개념적 징표를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즉 ‘시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시가’를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

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

였는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과 같은 맥락

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시가’의 의의 내지 개념적 징표는 구 소득세법의 해석 이외에도 같은 취지의 정

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

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위와 같은 ‘시가’의 의의 내지 개념적 징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이 

법률의 위임 의사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가리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④ ‘시가’의 의의 내지 개념적 징표를 위와 같이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시가’를 찾기 

위한 평가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구 소득세법 등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임을 통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을 부여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부당한 행위·계산’은 현실적으로 매

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그 생성·변화가 극심하므로, 이를 법률이 직접 정형화하

여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곤란하다. 위와 같은 조세회피행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입법자로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불확정개념 등

을 통해 규정한 뒤,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형식

을 취함이 불가피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당

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경제현실의 변화 등에 따라 즉시 탄력적으로 대

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대통령령에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바2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소수의견

①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면서도(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제도를 통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1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거래자

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

당행위계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만약 그 자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대법원 2012. 6. 14. 2010두28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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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가’를 상증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의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상증세법 역시 재산가액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

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 

전단), 여기에서 ‘시가’의 의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시가’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이 사건 준용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시가’ 개념과

는 달리 상증세법이 별도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법령에 의하여 

의제된 ‘시가’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때에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

다. 즉,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그 보유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비율로 할증하여 평가한 금액이 ‘시가’라는 것이다.

② 상증세법이 이 사건 준용 규정을 둔 것은 무엇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공정한 과

세라는 상증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상증세법 제1조). 이에 대해서는 상

속세나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라는 상증세법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

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부의 세습

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하

여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

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크므로 평가기준일 이전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시세가액까지 고

려하도록 한 것이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전

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최대

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재무구조, 경영여건 등에 따라서 회

사의 경영권에 별도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개별 회사의 주식 등이 포함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

은 당사자나 과세관청 어느 편의 입장에서도 용이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의적인 입법

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상장주식의 양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주식을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입법이어

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

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③ 그러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

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점에서 상증세법과 차이가 있다(소득세법 제1조). 즉,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

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그중에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상증세법은 상

속이나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그 재산의 평가액을 과

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

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정하는 등 과세요건인 양도소득금액의 계

산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소득세법 제96조 등 참조), 상증세

법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별도 항목을 마련하고(‘제4장 재산의 평

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가’ 개념과 달리 법령에 정한 일정한 경우에

는 상증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2항 후단, 제3항 참조). 이

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그 조세의 성격과 과세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의 시가 규정은 그 취지에 맞게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액 평

가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만약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

득세법상 응능부담원칙이나 납세자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④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이 사건 준용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

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

6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에 할증

률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

적, 본질적 사항인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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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증세법에서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처럼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가히 ‘위임입법으로의 도피’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법률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법과정에서 위헌 여부가 논란될 것을 우려한 것이고 가

사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

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

해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법원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이 위태롭게 된다.

둘째로, 이 사건 모법 조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액 등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

재다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

하는 내용의 해석을 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양도 당시 예측하기 어

려운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에 할증률 30%를 가

산한 금액으로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인데, 

이는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

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

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과 납세자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준용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로, 이 사건 준용 규정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이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양

도일 현재 종가가 아니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

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 당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대법

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대법

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역시 상장주식을 한

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은 각기 그 입법 목적과 

과세요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에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

한 규정을 둔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에 근거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위 규정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준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사건 준용 규정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에 관한 할증률 

규정을 본다.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재무구

조, 경영여건 등에 따라서는 회사의 경영권에 별도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나 

당해 상장주식의 양도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와 같

이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의제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부

당행위계산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

법상 조세평등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20366 판결, 헌법재

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제외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

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본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

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

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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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763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종래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

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공신력 있는 감

정기관의 감정가격(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 참조) 등도 여기

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상장주식이 그 법인의 경영권이나 지배권과 관계가 있거나 경영권이나 지

배권 프리미엄이 함께 이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일의 

종가는 그 회사의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양도된 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상장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

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

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과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⑦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

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 제40조, 제75조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

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평등원칙, 납세자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며, 모법

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등의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

문, 즉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부분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가운데 ‘구 상증세법 제

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분’

을 준용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라. 코멘트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 7명, 소수의견 6명으로 치열하게 이론

을 전개한 판례로서 모름지기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 존재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필자는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이는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거래는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므로 이들 거래소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인 주가의 폭락이나 폭등을 초래하여 주식거래가격의 왜곡을 불

러올 수 있고, 소위 개미투자자라고 불리는 소액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

므로 조세회피보다는 소액투자자 보호,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을 위

한 거래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일자의 장 마감 후 종가로 거래를 

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해서 부당행위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

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한다고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3

가. 사안의 개요

원고법인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인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무법인이

다.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7. 12. 15. 조정반으

로 지정을 받았는데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지정의 법령근거가 없어졌다고 2018. 

2. 19. 조정반 취소를 하였다. 원고법인은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3의 위헌무효를 주장하면서 쟁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법인세법(2015. 12. 15. 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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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신설)

제97조의 3: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

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

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2) 소득세법(2015. 12. 15.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신설)

제131조의 3 제1항: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

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로 규정한 세무사 등에

게 세무조정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법 조항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이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반’의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세무조

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수행 자체를 못

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법 조항이 시행령에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무사 등으

로 구성된 조직’으로서의 조정반에 관한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세무사 자격

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에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으

로 지정하더라도 부적격자의 세무조정 업무 관여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가 문제 되

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에서 모법 조항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의 담당 주

체로 규정된 전문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 또는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의 구

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

용이 규율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전문성과 규모를 가진 조정반

에 소속된 세무사 등에 한하여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위 각 시행령 조항

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전문 직역과 비교하더

라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무

법인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구성원이거나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세무조정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

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시행령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세무사법, 법인세법과 소득세

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

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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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시행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

법인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각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라. 코멘트

위 판결요지는 다수의견이다. 소수의견 김재형 대법관은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그 해석적용을 통하여 법무법인이 조정반지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

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배출이 되기 전까지는 법률직역과 유사법률직 간에 암묵적인 

업무구획이 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대부분 송무와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여 오고,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는 비송무와 특화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유사법률직은 그대로 배출되

고 있어서 업무가 변호사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세무관료를 

지내고 세무사로 진출하는 기관인 국세청, 기획재정부는 자연히 세무사 업계의 입

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직업적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보니 무리하게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출을 막게 된 것이다.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힘겹게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익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에 비추어 보면 이런 간단한 판단을 무려 

대법원에서 2019. 9. 27. 사건 접수 후 무려 2년 만에 상고기각의 판결 선고를 한 것

은 매우 유감스럽다. 

끝으로 국세청의 과세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수고스럽게 직접 쟁송에 나선 법무법

인 수인의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항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8. 1. 6.부터 1989. 6. 12.까지 사이에 토지 17필지와 건물 3동을 매수하였

다가 1988. 9. 27.부터 1990. 11. 21.까지 사이에 매도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과세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임이 없이 제정되었

다고 불복을 제기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소득세법(19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

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제4항: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의 제1항 제1호: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

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

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

제142조의 제1항 제2호: 제16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42조의 제2항: 제1항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에 의하

여 정부가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

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내용은 법 제94조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전단은 부동산매매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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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함에 있어 법 제94조 제1항, 제120조의 시

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항 

전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시행령 제

142조 제2항 후단은 추계조사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

차익의 계산에 관한 추계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정한다는 것이므

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새로이 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인바, 법 제92조 제4항은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142조 제2항 후단 규정 역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코멘트

위 판결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구분을 판시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년경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

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다. 피고 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과점주식수 전부의 비

율에 상응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지방세법(1997. 8.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

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

산, 차량, 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

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

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

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

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의하여 과점주

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

고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

식분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같은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을 확장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위

임규정도 같은 법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

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78조 제1항은 무효라 할 것이다.

라. 코멘트

이 사건에서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구별을 판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과점주

주에 대한 비상장 법인의 취득세 부과는 법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이어 법인의 소

유주인 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란 비판이 있다. 판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10)

10)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권성 재판관의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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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가격비준표(건설부장관 제정)

가. 사안의 개요

피고 수원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이익산정을 건설부

장관(현재 국토부장관)이 제정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면서 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3. 6. 11.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

인 비교표(이하 “土地價格比率表”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

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

항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로서 매년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는 같은 법 제

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과 더불어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1993. 6. 11.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 등이 없다.

라. 코멘트

실질적으로 부담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합리적인 제정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만약 통제장치가 없으면 법에 의한 조세부담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의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협할 위험성이 높다.

(9) 국세청장 훈령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3.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

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위 토지거래는 국세청장이 정

하는 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였다.

나. 법령의 구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

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내지 7 생략

     8.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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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

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

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

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

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

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소득세법 (1982.12.21.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

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으로써 동법시행령(1982.12.31.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위 위임규정에 따

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

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록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

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

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규정의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

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의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

라. 코멘트

위 판결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적용되는 훈령형식으로 부적법하다는 비판이 있

고11),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형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고

시나 공고로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3. 조세입법의 일반적 원칙

조세입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

가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도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은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

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12)

이 과잉금지원칙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채택하였

거나 채택하려는 수단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과 입법

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기본권 침해가 가

장 작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교

형량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선택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나 침해가 압도적

11) 김백영, 『국세청훈령의 성질과 효력』(판례월보, 1988. 7.)

12) 양삼승, 과잉금지의 원칙(헌법논총 제1집), 헌법재판소, 1990,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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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회계와 경제적 지식을 함께 갖추어야만 제대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을 과세당국이 

주도하다보니 자연히 증세방향으로 입법이 되고, 국회에서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

고 구체화하기보다는 명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세당국은 위임범위를 일

탈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국민의 재산권

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통제를 통하여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대표적인 위헌 사

례를 소개하였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 소송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

Ⅲ
맺는말

인 경우에는 그 고려된 수단을 중지할 것을 요하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성된

다.13)

(2) 적법절차원칙

입법부가 시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제정하

는 경우에 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되고, 

입법절차상 그 법률이 자유로운 정부의 확립된 원칙들과 일치하고 헌법상의 제한과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사법부와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다. 또한 법률의 목적이 정부의 합법적인 권능을 행사하는데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된 수단, 방법이 그 목적에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당한 경우여

야 한다. 법률은 반드시 적절한 입법목적과 합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채택된 수단은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실제적이고 합리적 또는 본질적인 관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14)

(3) 재산권 보장

재산취득과 보유, 양도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

는다. 다만, 생존보장 내지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높은 세율에 의한 과

세, 부동산 등 과세표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를 넘어선 평가, 가공소득 또는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15)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재산권에 관한 

본질적 침해로 위헌이 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교살이나 몰수에 해당되

는 과세는 재산권 침해라고 판시하고 있다.16)

13) 나성길,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131~132쪽

14) 나성길,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142쪽

15)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헌법불합치 결정

16) 이강혁, 『과세의 재산권에 의한 제약』(고시계 1983. 3.),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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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있어 지하공간 
구분지상권과 일단지 인정여부 및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의 현황평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판결 -

이남길 변호사

2개 이상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들은 원칙적으로는 개별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하게 된다. 

2개 이상 토지의 일괄평가 즉 일단지 평가는 일단지를 구성하는 2개 이상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1)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토지 보상평가를 받는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실익은 ‘일단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개별요인 등을 적용’하는 점

에 있다.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은 토지보상에 있어서 2개 이상의 토지에 관한 개별평가 및 일괄평가를 규정하지 않으

나, 평가대상이 ‘토지’이므로 토지보상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토

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황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한 

나지상정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공법상 제한 평가 등의 평가기

준이 적용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일단지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토지의 지하공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

된 경우 이는 지표의 2개 이상 토지를 일단지 평가하는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 둘째 개

발제한구역 내에 속한 공부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 즉 비닐하우스 화훼농업에 이

용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용

방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1.
서설

04

1)  2개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인데 이중 일부 토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일단지 관계에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잔여지 손실보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74조는 잔여지 보상 규정으로서 ‘일단의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 

‘일단의 토지’는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수 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대법원 97누4623판결 참조).

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1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1년, 제230면 참조

가.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소외 1과 소외 2가 1967년에 그 일대의 여러 필지를 각자 매수하여 보유하

다가, 2003년과 2009년에 원고들에게 나누어 증여하였다.

나. 1992년 무렵 철도청은 이 사건 토지 지하 약 16m에서 25m 사이의 공간에 분당

선 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철도청

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지하철도가 설치되는 공간을 특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

받기 위하여 1992년과 1993년 이 사건 토지를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부분과 그

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밟은 후, 1992년과 1993년 ‘협의취득’의 방법으

로 당시의 소유자들로부터 구분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지목이 ‘잡종지’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

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고들은 2006년 이전부터 이를 그 지역

의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의 인접 토지에 ‘농업

용 비닐하우스 수십여 동을 설치’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일 무렵까지 ‘화훼농업을 영

위’하였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

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

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2.
사실관계

3.
대법원판결

(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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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처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을 하나의 단지

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일단지’ 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과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

가하여야 한다. 이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

여야 한다.

지표에 근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이용의 방식이다. 이와 같이 토

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근접한 공간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야 한다. 따라서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

접 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이고, 잡종지에서 경작을 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

가 아닌 용도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소를 결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

니라 존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를 설치하는 것 역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들 또는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역 농민들에게 임

대하였다. 통상의 경우 임대차 자체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서 임차인들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는 건축기초가 연결되어 있

지 않다면 각각 별개의 공작물일 뿐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체로서 관리·이용

되고 있다거나 사회적·경제적·행정적·가치 형성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관리·이

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가. (1) 구분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일정한 상하의 범위

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구분된 층을 상용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지상권이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구분지상권은 목적인 구분층에 따라서 

지하지상권, 지상지상권, 공중지상권의 3가지 형태로 성립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이 

미치지 않는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용권을 가지며,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서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

을 하더라도(민법 제289조의2 제1항 후단), 지표의 전면적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구

분지상권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3)

(2) 따라서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

정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구분지상권의 존재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와 그렇지 않은 인접 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는 지상공간에 지장물 등이 있

는 경우에 토지보상에 관한 ‘나지상정평가’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와도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본다.

나. (1)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

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

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3)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물권3),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년, 제94면부터 제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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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

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

다.”라고 규정한다.

(2)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란 관계법령의 규제에 의해 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토

지를 말하고, 공법상 제한은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 제

한은 공법상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하는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역시 일반적 제한에 해당한다. 개별적 제한

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

시계획시설사업 결정. 고시가 대표적이다. 토지보상에 있어, 공법상 제한 중 일반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9헌바245결정 참조).

(3)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

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법령에 규정된 일정

한 행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단

서 참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등 농림수산업의 영위와 관련된 행위 등 허가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행위는 허

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4 참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구역 내의 토지는 지정 당시의 지목에 따른 현상유지적 혹은 현상 개량

적 사용 외에는 일체의 사용행위가 원칙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한된다(헌법재

판소 89헌마214결정 참조).

(4)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황평가원칙’에서 현황은 현실적인 이

용상황과 공법상 제한, 지목 등 법률적 규제사항을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의 현황은 

현실적인 이용상황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4)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 상의 지목

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의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이다(헌법재판소 2009헌바245결정 참조).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란 토지의 위치, 주위의 환경, 공법상의 제한, 규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말하고, 객관적 상황이란 토지 수요자

에 고유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사회통념에 비추어 본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5) 일

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개별적 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 일시적으로 금지.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와 해당 토지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를 말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정의) 제24호에서 규정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용도지목). 따라서 토지의 이용현황은 지목으

로 나타난다.6)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대한 유권적 확인이자 표시라고 할 수 있다(헌

법재판소 97헌마315결정 참조). 다만 관련법령상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토

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게 된다. 

지목변경신청 해태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는 종종 발생한

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제28호에서 규정한 ‘잡종지’는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

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

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4) 박균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행정판례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6년, 제93면 참조.

5) 박균성, 앞의 논문, 제93면 참조

6) 이준우. 김정순, 지목체계의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7년, 제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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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잡종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구분한 지목 28개 중에서 전. 답. 대 등의 27

개 지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로서, 지목설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으

로 토지이용의 특성을 배제하고 있는 지목이다. 잡종지를 유형화하면 일반 토지(갈

대밭, 야적장, 채석장, 채토장,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부지〔변

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

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부여되는 지목이다. 잡종지를 구성하는 이 시설들은 대부분 도

시계획시설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토지 점유비율에 비해 지표

공지의 점유비율 및 활용도가 현저하게 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건

축물을 수용하는 지목인 ‘대’ 대신에 잡종지로 분류된다.7)

(6) 건축물이 되려면 기둥. 벽. 지붕이 있을 것,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 사람

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성립요건 

중 토지에 정착한다는 요소를 결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 건축법은 이를 ‘가설건축물’

이라고 한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며,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

만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8)

(7) 생각건대,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도 예외적으로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

는 잡종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

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한 재량권 통제 하에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현황평가에서의 현황을 공법상 규제 등을 고려한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제

한구역 내 잡종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경작을 하였더라도 이를 ‘일반적 

이용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9)

그리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념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

지를 농지로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용방법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농업용 비닐

하우스를 설치한 것은 ‘경작수단’에 불과하므로 ‘일반적 이용방법’을 인정하는데 방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임대차계약을 매개로 임차인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기준시점(수용재결일) 당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의 토지이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

므로, 토지임대차라는 이유로 일시적인 이용 상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본다.10)

다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의 건축기초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각 1동의 비닐하우스를 개별적인 ‘경작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가 마치 1동처럼 일체로서 관리·이용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단지를 부정한 결론에 있어서

는 대상판결의 판결이유에 찬동한다.

7) 이동현. 전효중, 지목 설정 및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호, 한국지적정보학회, 1999년, 제94면부터 제95면 참조.

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제6판, 피데스, 2018년, 제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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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의 거의 대부분은 유

죄판결이고, 유·무죄를 다투거나 10년 이

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의 재

판을 받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의 형사사건은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 종

결되므로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양형

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나 법률가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미흡

한 실태로 보인다.

법관의 경우 과거 형사 합의부 배석판사, 

형사 항소심 배석판사, 고등법원 합의부 배

석판사를 거치면서 재판장과의 양형 합의

를 하면서 양형 선례를 습득하는 것이 관

행이었다. 지금은 양형기준표가 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양형 결정에 있어서 적정

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

은 영역이라고 본다. 필자는 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간혹 승복이 되지 않는 양형을 접

하면서 동양사상 내지 문화적 배경을 검토

하는 기회를 갖고자 본 글을 쓰게 되었다.

Ⅱ. 양형에 관한 전거

1. 서경

중국의 최초 역사서인 『서경(書經)』 중 「대우모(大禹謨)」편

에 따르면 죄를 벌함에 있어서 그 후손에까지 이르지 않고

(연좌제 폐지), 포상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며(연금 상

속제), 실수로 지은 죄는 너그럽게 대해 크게 벌하지 않으시

고(과실범 불처벌 원칙), 고의로 지은 죄를 벌함은 작지 않게 

하시며(고의범 처벌 원칙), 그 죄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벌하시고(죄형법정주의 정신), 공(功)의 유무가 의심스

러운 것은 크게 상주시니(포상은 너그럽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 차라리 법전의 항목대로 적용을 회피하는 것

이 낫고(자연법 우월 정신), 사람을 살리는 덕을 좋아함이 백

성들의 마음에 흡족하여(위민활법 정신) 이로써 백성들이 관

리의 말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국가권력의 신뢰회복).1

2. 소동파의 과거시험 답안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북송 사천성 미산 출신이다. 

본명은 소식(蘇軾)으로 당송 8대가 중 1인이다. 과거시험 

진사시(省試)의 시제 <형상충후지지론(刑賞忠厚之至論)>에 

대하여 “요임금 때에 고요(皐陶)가 법관이 되었는데 한 사

람을 사형에 처할 일이 생겼다. 고요가 ‘사형에 처해야 합

니다.’라고 하자 요임금은 용서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고요는 세 번이나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임금

은 세 번이나 용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천하는 고요

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요임금이 

형벌을 관대하게 집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써서 

답안을 제출했다.2

양
형
에
 관
한
 동
양
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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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영정은 한비자를 손에 넣었으나 정작 

한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비자의 사

상만 필요하였고, 이사가 모함을 하자 그에

게 사약을 내렸다. 그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은밀히 그의 간언을 활용하되 겉으로는 그 

사람을 버린다.’가 실현되었다.

한비자는 ‘법은 공평하여 존귀한 이들에게 

아부하지 않는다.(法不阿貴)’라고 하면서도 

군왕은 일체의 법에서 초월하도록 했다. 그

런 점에서 오늘날 법치주의와는 다르다.

“한비는 ‘법술지사(法術之士)’ 즉, 법술의 이

론으로 군왕에게 유세하는 사인이라고 자

칭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한비의 글도 군

왕이라는 한 명의 독자만을 목표로 쓴 것이

었다. 그는 군왕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한다. 

인성에 대한 일체의 환상을 버리고 법과 술

(術), 세(勢)로써 일체의 사람과 사물을 냉정

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왕의 수중에 

든 무기가 바로 법과 술과 세라고 했다. 법

은 공개해서 신하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하고, 술은 ‘암기(暗器)’이므로 예측할 수없

이 깊어야 한다. 한비는 그야말로 ‘법술의 

실천가’라고 할 만 했다.”6

한비자가 죽고 1700년 후인 1515년 이

탈리아의 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 1469~1527)가 나타나 『군주론』

을 지어서 한비자가 서양에서 부활하였다.

(3) 이사(李斯, BC ?~208)

이사는 초(楚)나라 사람이나 진나라로 가서 유세를 하고 

벼슬을 얻었다. 그는 진의 영정을 도와서 진나라가 천하통

일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승상이 되었으나 진시

황제가 죽자 조고의 시황제 유서 조작에 가담하였다가 조

고와의 권력투쟁에 패하면서 그의 운명도 파국으로 떨어

졌다.

이사의 대표적인 논문 『상독책서(上督責書)』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무릇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도를 온전히 하여 독찰(督察)

하고 문책하는 기술을 행하옵니다. 독찰하고 문책하면 신

하는 감히 능력을 다해 군주를 따르지 않을 수 없사옵니

다. 그런 까닭에 군주는 홀로 천하를 통제하면서 통제당하

지 않으니 즐거움을 극도로 다 누릴 수 있사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혼자 결단을 내리므로 권력이 신하에게 있

지 않게 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인의의 길을 없애고, 유세

하는 입을 막으며, 열사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총명

을 막아 안에서 홀로 보고 들으니, 그러므로 거리낌 없는 

마음을 뚜렷하게 홀로 행해도 아무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

게 할 수 있사옵니다.”7

이사는 BC 208년에 환관 조고의 참소로 요참형에 처해지

고 삼족이 멸해졌다. 이사는 형장에서 아들을 돌아보며 이

렇게 말했다. “내 너와 함께 다시 누렁이를 끌고 상채 동쪽 

성문으로 나가서 약삭빠른 토끼를 쫓고 싶지만 그게 어찌 

가능하겠느냐!”그리고 부자는 서로 통곡했다.8 권력의 무

상함이 이와 같다.

이어 그는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했다.

“상을 줄 수도 있고 상을 안 줄 수도 있을 

때 상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인자한 것

이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안 줄 수도 

있을 때 벌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정의로

운 것이다. 인자함(仁)은 지나쳐도 군자

로서 문제가 없지만 정의로움(義)이 지나

치면 그것이 발전하여 잔인한 사람이 된

다. 그러므로 인자함은 지나쳐도 되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 답안을 본 당시 시험관 매요신이 놀라

서 위원장 구양수에게 보이고 1등의 판

정을 하자 구양수가 자신의 문하생 증자

고의 답안일 것으로 추측하고 공정성의 

의심을 살까 봐 2등으로 판정하였다고 

한다.3 오늘날 부정시험을 저지르는 세

태와 비교가 된다. 아! 옛사람들은 이 정

도로 염치가 있었다.

3. 법가 3인 : 상앙, 한비자, 이사

(1) 상앙(商鞅, BC 390?~338)

상앙의 본명은 공손앙(公孫鞅)이고 위(衛)

나라 사람이다. 춘추전국시대 진(秦)나라

의 효공(孝公) 때 발탁되어 변법을 도입하

여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유명한 사목입신(徙木立信)을 통하여 강력

한 법령을 반포하고 시행하였다. 상앙은 

새로 시행될 법안을 만들었으나 백성들

이 신임을 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여 공포를 하지 않았다. 그

리하여 성문 앞에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겨 놓은 자에게

는 10금을 준다.”라는 포고문을 붙였으나 공모자가 없어서 

50금으로 올리는 포고를 하자 어떤 자가 이를 옮기자 50

금을 주었다. 그리하여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린 

다음에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것이 사목입신 사건이다. 일

종의 ‘대중 선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초기에 사회질서가 확립되었으나 공포정치와 강한 

처벌이 독이 되었고, 그의 후원자이던 효공(孝公)이 죽자 모

함을 받고 상앙 스스로 자신이 만든 연좌법4의 올가미에 

걸려 거열형으로 죽었다. 그의 일대기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중 「상군열전(商君列傳)」에 기록되어 있고, 『상

군서(商君書)』란 저서를 남겼다.

상앙은 부국강병이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군주를 위한 

것으로 대표적인 언구로는 “백성이 싫어하는 정치를 하면 

백성은 약해지고, 백성이 즐거워하는 정치를 하면 백성은 

강해진다.”“벌을 무겁게 하고, 상을 가볍게 하면 윗사람이 

백성을 아끼고 백성도 윗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 상을 무

겁게 하고 벌을 가볍게 하면 윗사람은 백성을 아끼지 않고, 

백성도 윗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마천은 상앙을 ‘천성이 각박한 사람’이라고 평했다.5

(2) 한비자(韓非子, BC 280~233)

이름은 한비이고 춘추전국시대 한(韓)나라 출신이다. 순자

(荀子) 문하의 사람으로 『한비자(韓非子)』를 저술한 법가사

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는 이사와 순자 문하에서 

동문수학하였으나 진의 영정(嬴政)(훗날 진시황)이 자신을 사

모하는 바람에 한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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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도(郅都)

질도(郅都)는 양현(楊縣) 사람이다. 그는 낭관(郎官)의 신분으

로 문제(文帝)를 섬겼다. 경제(景帝) 때 중랑장(中郎將)이 되어 

황제에게 과감하게 직간을 하고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면전

에서 굴복시켰다. 일찍이 황제를 수행하여 상림원(上林苑)에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가희(賈姬)가 변소에 갔는데, 멧

돼지가 돌연히 변소로 뛰어들었다. 이에 놀란 황제는 질도에

게 멧돼지를 막으라고 눈짓을 보냈으나 질도는 꿈적하지도 

않았다. 황제가 친히 무기를 들고 가희를 구해주려하자 질도

는 황제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후궁 하나를 잃으면 다시 다른 후궁 하나를 들이면 됩니다. 

천하에 어찌 가희와 같은 여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지만 

폐하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면 종묘사직과 황후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황제가 몸을 돌리자 멧돼지도 달아나 버렸다. 태후(太后)는 

이 소문을 듣고 질도에게 상으로 황금 1백 근을 하사했고, 

이를 계기로 질도를 더욱 중시했다.

질도는 사람됨이 용감하고 기개가 넘쳤으며 청렴 공정했으

며, 그는 사사로운 청탁 서신은 뜯어보지도 않았고, 선물은 

일절 사양하였으며 남들의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었다. 항상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이미 부모를 등지고 관리가 되었으니 이 몸은 마땅히 직분

을 다하고 이 직책에서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킬 것이며 죽

을 때까지 처자식만을 돌보지 않겠다.”

질도가 중위(中尉)로 승진했다. 승상인 조후(條侯) 주아부(周

亞夫)가 최고의 관직에 올라 교만해졌으나 질도는 그를 만나

면 가볍게 읍만 하였다. 당시 백성들은 순박하여 죄를 범할 

것이 두려워 모두 법을 준수하며 자중하였으나 질도는 홀로 

앞장서서 엄하고 가혹한 법을 시행하여 

그가 법을 집행할 때에는 황제의 인척도 

꺼리지 않았으므로 여러 제후와 황족들

은 질도를 곁눈질하며 그를 ‘창응(蒼鷹, 사

나운 매)’이라고 불렀다.

(2) 조우(趙禹)

조우(趙禹)는 태현(斄縣, 지금의 섬서성 무현

시) 사람이다. 좌사(佐史)의 신분으로 있다

가 중도관(中都官)으로 보임되었으며 청렴

했기에 영사(令史)로 승진하여 태위(太尉) 

주아부(周亞夫)를 섬겼다. 주아부가 승상

이 되자 조우는 승상의 사(史)가 되었으며 

승상부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주아부는 

그를 중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우가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재능

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것을 잘 알고 있

으나 법을 집행함에 가혹하여 상급 관청

의 관리로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우는 사람됨이 청렴

결백했으나 오만하여 관리가 된 이래 그

의 집에는 놀고먹는 식객이 없었다. 삼공

구경의 고관이 찾아와도 결코 답방을 해

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조우

는 친구나 빈객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 힘써 그들의 청탁을 받지 않고 자기 뜻

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는 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수시로 잡아들였으나 반

4. 유가(儒家) 형벌관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진시

황제가 사망하고 민란으로 일거에 멸망하자 그 뒤를 이어 

한나라를 세운 유방(한고조)은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법령을 

간소화했고, 한무제 때에 이르러 동중서의 건의로 유학을 

국시로 삼아 덕을 통치이념으로 삼으로써 그 후 왕조가 모두 

이에 따라 천하가 오랫동안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었다.

“정령(법)으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이 면

하기만 할 뿐이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떳떳해진다.”9

이것은 유가와 법가의 정치철학적 입장을 단적으로 대비시

키는 대구로서 만고의 명언이다.

도올 김용옥은 평하기를 “법이라는 객관적 질서가 없이는 

복잡다단한 인간세상의 질서의 대강을 잡기가 어렵다고 해

도 역시 법으로만은 인간 삶의 궁극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

고 하는 유가의 논의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는데 외면할 수 

없는 제1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은 필수불가결한 것

이지만 궁극적으로 법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고 한다면 법의 궁극적 존재의 이유는 인간의 내면적 덕성

의 감화에 있다고 하는 유가의 주장이 역시 인간세의 본질

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질서를 지

켜야 하는가? 그 궁극적 소이연에 인간다움을 도외시한다

면 과연 무엇이 남을 소냐? 그 인간다움을 공자는 인(仁)이라

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10

5. 도가(道家)의 형벌관

도덕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장 뛰어난 왕은 무위자연의 도로 나

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가 

존재하는 줄도 모른다. 그 다음 뛰어난 

왕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며 예찬한다. 그

보다 못한 왕은 법과 형으로 나라를 다

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무서워하

거나 엄숙히 여긴다.”[노자 제17장]

“법령이 복잡하면 도적이 더욱 많아진

다.”[노자 제57장]

“정치가 깐깐하면 그 나라는 황폐해진

다.”[노자 제58장]11

법령이 복잡해지면 법망을 빠져나가려

는 자가 더 많아지고, 규제, 감시와 중

벌로서 다스리면 쇠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6. 혹리열전

유가의 입장에 선 사마천은 『사기(史

記)』에서 「혹리열전(酷吏列傳)」을 저술

하면서 가혹한 수사와 형벌권을 행사

한 한나라 초기의 수사와 재판관 10명

을 혹리로 선정하였는데 그중 질도, 조

우, 장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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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 또한 이렇게 말했다. ‘저속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그저 크

게 웃기만 한다.’ 이는 헛된 말이 아니다. 한(漢)나라 일어나자 

고조(高祖)는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법을 간단하게 했고, 번다

한 것을 버리고 소박한 것을 취했는데, 법망을 배를 삼킬 만

한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너그럽고 간략하게 만들

었다. 그리하여 관리의 다스림은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게 되었

고, 백성들도 모두 태평무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를 

살피어 보면, 나라의 정치는 임금의 관대함과 후덕함에 달려있

는 것이지 엄혹한 법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12

(5) 필자의 평

질도, 조우, 장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청렴하고 법과 원

칙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한 유능한 관리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제 아래에서 이러한 법집행은 가혹

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마천은 「혹리열전」에 배치하여 후세

로 하여금 경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전제군주제 아래에서 과혹한 법집행은 많은 적을 만들어서 그 

업보로 질도와 장탕은 모함을 받아 자결로서 생을 마감하였

고, 조우 만이 천수를 누렸다. 조우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지양

하고, 만년에 여유롭게 사건을 처리한 덕분이라고 본다. 오늘

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다산 정약용: 흠흠신서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欽欽新書)』 「경사요의(經史要義)」 첫 

장에서 다음과 같이 재판관의 마음가짐을 당부하고 있다.

“형사 사건을 판결하는 기본 정신은 흠휼(欽恤)에 있다. 흠휼

이란 그 사건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 사람을 가련히 여기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형사 사건을 판결하는 방법에는 원칙을 적용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예외를 적용해

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융통성 없이 원

칙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해당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옛날의 문헌과 

옛날의 사건을 인용하여 참작하는 자

료로 삼아야 한다. 이에 경전과 역사서

의 중요한 뜻을 간추려 모아서 나중에 

가려 쓸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8. 마키아벨리: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는 『군주론』에서 다음과 같

이 논하고 있다.

“군주는 자기의 백성을 결속하고 이들

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

인하다는 악평 쯤 조금도 개의하지 말

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애심이 

깊어 오히려 혼란상태를 초래하고 급

기야는 살육이나 약탈을 횡행케 하는 

그런 군주에 비하면 약간의 엄격한 시

범을 보이는 군주 쪽이 결과적으로 훨

씬 더 인자스럽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

우는 군주가 내리는 엄격한 재판이 개

인을 다치는 데에 그치지만 전자의 경

우는 사회 전체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

이다. … 인간은 두려워하는 자 보다도 

애정을 느끼는 자를 더 쉽게 배반한다.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이 사악하여 단순

복해서 조사하여 그들의 여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만년 때에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져 

다른 관리들은 더욱 준엄하게 법을 집행했

으나 조우는 도리어 법을 집행함에 여유가 

있다는 명성을 얻었다.

(3) 장탕(張湯)

장탕(張湯)은 두현(杜縣) 사람이다. 그의 아

버지는 장안의 현승(縣丞)이었는데 아버지

가 외출하면서 어린 장탕에게 집을 지키

도록 하였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쥐

가 고기를 훔쳐간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장

탕을 매질하였다. 그러자 장탕은 쥐구멍을 

파헤쳐서 고기를 훔친 쥐와 먹다 남은 고

기를 찾아내어, 쥐의 범죄 행위를 꾸짖어 

매질하고, 진술서를 만들어 반복 심문하고 

논고하는 절차를 밟아 도둑질을 한 쥐를 

감금시키고 남은 고기를 증거로 압수했으

며, 판결문을 갖춘 다음 대청 아래에서 형

벌로 쥐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이 승상이 되자 

장탕을 불러 사(史)로 삼았다. 그리고 수시

로 장탕을 황제에게 추천해서 어사로 임

명하고, 그로 하여금 사건을 심사하게 했

다. 그가 진황후(陳皇后)의 무고(巫蠱) 사건

을 처리할 때 이 사건과 관련된 일당을 철

저히 규명했다. 이에 무제는 그를 유능하

다고 여겨 점차 승진시켜 태중대부로 임명

했다. 그는 조우(趙禹)와 함께 각종 법조문을 제정했는데, 

법조문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 재직하는 

관리들을 단속하였다.

이때 무제는 마침 유가 학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장탕은 중대한 사건의 판결을 할 때는 유가경전 상의 설법

에 부합시키려고 박사(博士)의 제자들 가운데 『상서(尙書)』

와 『춘추(春秋)』를 연구한 자들을 청하여 정위의 사(史)로 

임명하여 법률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판결하게 했다. 의

심스런 사건의 판결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미리 무제에게 

보고하여 사건의 경위를 분별토록 하였으며 황제가 사건 

처리가 옳다고 하면 바로 이를 목판에 새겨 넣어 판례로 

삼고 정위의 명의로 공포하여 황제의 어질고 밝은 지혜를 

널리 찬양토록 했다.

(4) 사마천의 평

사마천은 『사기』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법령이란 정치적인 도구이지만 정치의 맑음과 탁함을 다

스리는 근본적인 제도는 아니다. 옛날에 천하의 법망은 일

찍이 치밀하게 갖추어졌으나 간사함과 거짓을 일삼는 자

들이 싹 트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엄중해지자 관리들과 

백성들이 서로를 속이고, 나라의 정치는 부진해졌다. 이러

한 때에 관리들은 마치 장작을 안고 불을 끄려하고, 물이 

끓는 것을 막으려고 그 위에 더 뜨거운 물을 부는 것처럼 

정치를 했으니, 만약에 강압적인 물리력과 엄혹한 법령을 

쓰지 않고 어떻게 그 임무를 감당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

버릴 수 있었겠는가! 설령 도덕을 제창하는 자들도 반드

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고로 공자는 이렇게 말

한 적이 있었다.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과 다를 바

가 없으나, 반드시 처음부터 송사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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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유기체이고, 개인은 그 유기체의 한 구성원이다. 그리

고 그 유기체 내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존재하고, 개

인들은 그 의무를 준수하는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고대 

중국인들의 사회생활은 이처럼 사회에서 부여한 역할들을 충

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인의 일상에서 개인이 권리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권리 중 자신의 몫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

을 인간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요소로 간주했다.16

그렇다보니 개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개인에게 지우기보다

는 주변의 관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

2. 자기단죄와 집단단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

성을 끌고 와서 예수에게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성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있는바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질문을 하자 예수

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성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서양화의 단골주제가 되었는데 크리스틴 

카욜과 우훙먀오는 로렌초 로토(Lorenzo Lotto, 1480?~1556)가 

그린 <간음한 여인과 예수>17를 제시하면서 서양인과 동양인

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고 있어 소개를 한다.

“예수는 개인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해

주고 싶었나 봐요. 한 번도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부

터 돌로 쳐라 하면서 타인의 원죄가 곧 내 원죄가 될 수도 있다

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고요.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자기가 지

은 죄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 중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

했다면 서양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

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모

든 사람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난의 화

살을 던질지도 모르니까요. 여성에게 돌

을 던지지 않았다가 자신이 돌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18

여기서 의심스러운 것은 여성이 간통하

였다면 왜 상간자인 남성은 없을까? 이

점이 의심스러워서 즉, 바리새파 여러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무고할 수도 있다

는 증거법칙 측면에서 검토할 수도 있으

나 핵심은 예수의 지혜로운 한마디이다. 

여기서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 역시 기득권자에 지나지 않고, 그

렇다고 율법에 반하는 언동을 하면 실

정법을 무시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 양극단을 초월한 한마디를 하여 이 

모두를 잠재운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언행인 것이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땅에 무엇인가

를 쓰셨다.’라는 행동인데 무엇을 쓴 것

일까? 이것이 화두다. 필자가 한마디 던

진다. 활구(活句)로 말하자면 육육(6×6)

은 36이요, 구구(9×9)는 81이다. 사구

(死句)로 말하자면 조고각하!(照顧脚下) 

위 일화는 대중심리를 경계하고, 실정

히 의리의 기반에 매인 정같은 것은 자기

의 이해가 얽히는 기회 앞에서 언제나 서

슴없이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려워하는 자 앞에서는 처형의 공포로 꽉 

얽매어 있기 때문에 결코 모르는 체 할 수

가 없다. 하여간 군주란 설사 사랑을 못 

받더라도 남으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두려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13

군주론에 대하여 마키아벨리의 중대한 

잘못은 우리가 믿듯이 그가 무도덕 내지 

부도덕 하다는 데 있지 않고 그가 정치에

서 도덕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

다는 데 있다고 비판하지만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결합한 근대과학의 방법에 

관한 본질을 파악하고 정치학에 관한 새 

길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한다.14

Ⅲ. 동양과 서양에 관한 책임의 배경

1. 그리스문명과 중화문명

서양문명의 출발점은 그리스문명으로 보

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

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유독 강했다.

이처럼 그리스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

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의 삶은 스

스로 주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강한 

신념은 개인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인식 때문에 가능한 것이

었다. 그들은 인간을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상호 개

별적인 존재’로 파악했다.15

그리스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중화문화권의 

종주인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시 했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 특히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 교육받는

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이 특정 상황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였다면,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개

인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었다.

중국인들은 또한 주변 환경을 자신에 맞추어 바꾸기보다

는,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하여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조화

를 이루고 통치자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그리스

인들에게 행복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

었지만, 중국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꽃병이나 술

잔에는 전투나 육상 경기처럼 개인들이 경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반면, 중국의 도자기나 화폭에는 가족의 일상

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정경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중국인들이 권력자나 가족의 권위에 

한없이 휘둘리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다. 단

지 그들에게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이 

우선이었을 뿐이다. 중국의 핵심 도덕인 유교에 따르면 인

간은 군주와 백성,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노인과 젊은

이, 친구와 친구 등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사회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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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는 법이다. 이러한 개혁은 문화의 성숙과 의식의 변화

와 그 궤를 같이 하며 천천히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사족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려면 규제

를 줄이고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확장해 주는 것이다. 다만 

불공정한 행위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행

위 정도에 국가의 개입을 하는 선에서 자제를 해야 한다.

본 논문을 투고한 2021. 10. 31.이 경과된 2021. 11. 25. 선고

된 2020헌가17, 2021헌바77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위헌(소위 윤창호법) 여부 사건에서 7:2 다수의견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

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

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

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

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

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

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

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

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

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

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

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

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

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

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

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

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사입법에 관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제시라고 하겠다.

이 결정을 지지하는 매일경제신문 

2021. 11. 27.자 사설 “입법지상주의

와 처벌만능주의에 제동을 건 윤창호

법 위헌 결정”도 눈여겨 볼 것이다. 반

면에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의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

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위상이 돋보인

다.(2021. 11. 28. 추고)

법의 경직된 적용을 벗어나서 정의로

운 재판으로 갈 방향이나 여론으로부

터 독립, 죄인에 대한 긍휼 등 재판관

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Ⅳ. 최근 한국 내 상황

1. 엄벌주의 경향

기본형법을 두고 각종 중형주의 특별

형사법 제정을 남발하고, 각종 범죄

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할 방도를 찾기보다는 엄벌 또는 

중형 쪽으로 입법과 양형기준을 상향

해가고 있다. 문화와 의식은 하루아

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나 문화와 

의식은 아직도 개인책임의 깊은 각성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서구적인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

는 것은 부작용과 무리수를 낳기 마

련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

들의 탄원서는 대부분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방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엄벌

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앞서 본 전통적인 형벌관에 비

추어 보면 우려할 상황이라고 하겠다. 

특히 형사 합의자와 미합의자를 동일

하게 대우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와 미

합의에 따라 양형에 엄청난 격차를 두는 것은 유전무죄, 무

전유죄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형벌이 범죄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

2. 행정처분·행정벌과 형벌의 2중 제재

영업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을 가하고, 동시

에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은 노자

와 공자가 지적하였듯이 법이 복잡하고 처벌이 무거워 일반 

국민으로서는 2중 처벌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가급

적 행정처분이나 행정벌로써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각박한 수사와 재판

옛 왕조 시절에 세금 징수를 할 때에 되박의 네 모서리에 달

라붙은 것을 털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에는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마천

은 『사기』에서 청렴하였으나 먼지털이식 수사와 가혹한 처벌

로 명성을 떨친 질도, 조우, 장탕을 「혹리열전」에 배치하고 비

판하고 있듯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는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이 나라에 벌어진 대형 사건의 

수사를 보면 매우 우려할 상황이다. 각박한 수사는 인심을 잃

고 각박한 재판은 신뢰를 잃게 된다.

Ⅴ. 맺는말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법에도 인정

이 있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백 번 맞는 말씀이다. 아무

리 바람직한 적폐 청산이라도 한꺼번에 과격하게 하면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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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문제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고충(苦衷)을 돌아보다.

“이학래 옹 -李鶴來 翁-을 잊지 맙시다.”

   황진호(黃振灝) 변호사

1. 처음에.
2011년 8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북해도를 일주하였

을 때, 현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처음으로 “이학래(李鶴

來)”라는 한 재일교포의 이름에 접했다. 

귀국한 뒤, 그때의 견문을 간추려, “홋카이도(北海道)에

서 만난 사람들과 생각한 일”을 적으면서, 그 신문기사 

내용을 소개한 일이 있었다.

그 기사는, ‘아오키 타카나오(靑木 隆直’)라는 북해도신문 

기자가 쓴 글이었다. 그 후로 그 기사나 이학래 씨의 이

름은, 바쁜 일상에 파묻혀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꼭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조선일보 기

사에서, 한 재일교포 3세가 쓴 -“이학래 옹(翁)을 잊지 

말아 주세요”- 라는 글을 읽고 나서야 “이학래 씨”의 이

름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그 기사에서, “동진회를 응원하는 모임 회원”이라는 재

일교포 저자는, 이학래 씨의 생애와, 지난 2021년 3월 

28일, 이학래 옹이 96세를 일기(一期)로 영면(永眠)한 사

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이학래(李鶴來)씨는, 1925년 일정 하

의 식민지 조선,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다.

1942년, 17세의 나이로 일본군에 징집되어, 부산에서 

2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후 “반강제로”, 태국 점령 

일본군의 연합군 포로수용소 감시병으로 파송(派送)되

었다.

그곳 일제 포로수용소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이나 의복

의 보급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호주(濠洲) 군을 

비롯한 연합군 포로의 감시업무에 종사하였다. 

1945년 8월 종전(終戰)이 되자, 일본군 군속으로 체포

되었고, 연합국의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1947

년 호주의 군사재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나 

제대로 된 통역의 도움도 없이, 포로 학대죄(捕

虜虐待罪)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당시 전범으로 재판받은 조선인은, 148명이

나 되었고, 대부분이 포로 감시원(捕虜監視員)

이었다. 

재판 결과, 그중 23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렸

다.  

그들은, 조선인이었음에도 일본인으로 취급되

어 일본이 저지른 전쟁과 포로 학대에 대한 책

임을 져야만 했던 것이다. 

이학래 씨는, 나중에 20년 중노동형으로 감형

되어 싱가폴 장의(樟宜)형무소(현재는 유적으로 

보존 중임.)에서 복역하다가, 일본 동경 수가모

(巢鴨)형무소로 이감되어 1956년에 가석방되

었다.

그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한국인 신분을 내

세워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범행 당시 일본인

이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런데, 그 후 일본 정부는, 식민지 출신의 전

범들이 출소한 뒤 보상을 요구하자, “1952년

의 San Francisco 평화조약 발효로 한국과 

대만출신 전범이나 그 유족은, 일본 국적을 상

실하여 그 후로는 일본인이 아니니, ”일본인 

전범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은급(恩給)이

나 유족연금(遺族年金)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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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세워, 이들을 원호와 보상(援護補償)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도대체 전시에 다급할 때에는, 국가총동

원법이니 국민징용령을 발동하여, 식민지 

청년과 부녀들을 징발하여 일본 국내에

서 강제노동에 종사케 하거나, 포로 감시

병 또는 군 위안부로 해외에 파송하여 혹

사하고 나서, 종전 후에는, 전쟁 당사국

들끼리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정치적 흥정 

끝에 맺은 조약을 핑계 삼아, “이젠 일본

인이 아니니 전쟁 중의 피해나 희생에 대

한 보상이나 사후혜택을 주지 못하겠다”

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천인 공노(共怒)

할 노릇이 아닌가. 

일본 정부의 처사는, 법리(法理)와 조리(條

理)에 어긋나는 일이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일본 사회에서도 논란

(論難)이 일고 여론화(與論化)되었던 것이

다. 

이 문제는, 전시 하에 강제 징발되어, 일

본군의 성노예로 혹사당한 위안부들과 

일본 국내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

사한 징용자들의 위자료 및 미불임금 등 

손해배상 문제와 얽히게 되어 오래도록 

관련 당사국 사이에, 심각한 외교 문제로 

남게 되었다.

2. 일본정부의 전후(戰後) 대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전문(前文)이나 본문 27개조 및 

부속 선언과 의정서의 어느 곳에도, 일본군 위안부나 점

령지 강제 동원 사역에 혹사된 일본식민지 치하의 조선인

이나 대만인 문제와 관련한 규정과 피해보상 대책을 언급

한 내용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일인지라, 그냥 일본 정부와 피해 당

사국 정부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겨버린 것이었

다. 

한국은, 일본과 영국의 반대로, 전시(戰時) 일본의 식민지

였다는 이유로 대일 강화조약 체결 시에 초청받지 못했다. 

따라서, 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문제 제기할 기회조차 갖

지 못했고, 한·일간의 전후 처리는, 그 후 14년이란 긴 세

월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1965년에 체결된 강화조약 형

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후문제(戰後問題) 처리에 관

한 한, - 교섭이 중단된 북한을 제외하고 - 대한민국 사이

에는, 대일강화조약과 그 후에 이루어진 양국 간 조약을 

통하여, “법률적으로는 완전 또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SF 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

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오래도록 아세아 여러 

나라의 불만을 상징하는 미해결 현안(懸案)으로 남게 되었

고, 한 · 일 간의 국교정상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變

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에 일본의 양심세력 일부는, “반세기를 넘기도록 이와 

같은 부조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나서게 되었고, 당

시 야당이던 일본 민주당은, 일본의 국내 여

론과 일본 최고재판소 등의 판결 취지에 밀려, 

“한국이나 대만 등 과거 일본 식민지 출신으로 

처형된 전범과 그 유족에게 특별 급여금 300

만엔을 지불하라는 법안”을 만들어 중의원에 

제출하였으나 의회해산으로 무산되었고, 그 

후로는 정권교체 등 일본 정국의 혼미(昏迷)속

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 이 법안은, 일본군인 또는 군속으로 있다가 처형된 구 

식민지 국민만을 다루었지, 강제 노역자나 위안부들의 손

해배상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 

그러는 동안에도, 이학래씨는, 1991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시동원(戰時動員)에 대한 사

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투쟁

하였으나, 1999년에 패소 확정되고 말았던 것

이다. 

다만, 일본의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는, 판

결문에서 “이학래씨의 희생과 피해를 인정하

였고, 일본 정부는, 구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判示) 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민주당의 법안 제출도, 결국 이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취한 조치라고는 하나, 

이 역시 그 후의 진전으로 볼 때 정치적 제스추

어에 그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될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도 일본 정부는, 동경도 오-타구 

이케가미 1쪼메(東京都 大田區 池上 1 町目) 1-1 

소재, 이케가미 혼몬지(池上本門寺 : 하네다 공항 

부근) 절 경내에다 2차 세계대전 전후(戰後)에 

싱가폴 장의(樟宜; 속칭 창이)형무소에서 형사(刑死)한, 

B,C급 전범 위령비(慰靈碑)를 세워놓고, 이 비석에 구 

식민지(韓國과 臺灣) 출신 포로수용소 감시병의 이름을 

새겨놓았는데, 23명의 한국인 형사자(刑死者) 이름도 

이 비석에 새겨놓았다는 것이다.

위령비에는, 엄연히 “일본인 전범 형사자”로 새겨놓고

도 보상 문제만큼은, 이제 일본인이 아니니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조리에 맞는 일인가?

3. 한 · 일 양국 정부와 한국 법원의 입장.
가. 양국 정부의 입장.

그동안 일본 국내·외에서,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

나 성노예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

되어 왔는가?    

해방 후 강제징용자의 미지급임금이나 성노예 피해자

의 손해배상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두 나라 국민의 청구권

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일괄·처리되었다’는 입장을 

견지(堅持)하여 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부 간의 합의와 개인 간의 손해

배상청구 문제는, “법리상 동일시될 수 없는 별개 문

제”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위 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이 벌인 침략 범법행위와 관련하여, 경제협력자금이란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장기저리 차관 

2억 달러 등(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外換保有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내었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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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기하는 한편, 국내 징용 피해자들의 신

고를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지

급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후일 일부 피해자가 뒤늦게 일본기

업을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시

효 경과로 재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 

2심 모두 패소. 처리하기도 하였다. 

나. 한국 법원의 입장 

그런데,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 2009다

22549 판결로 위 원고 패소의 전심 판결들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조

차 “무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고,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다분히 국민의 

대일(對日) 감정을 의식한 판결로서, 당시 시

세(時勢)의 흐름을 용인한 포퓰리즘 판결이라

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에 이르러 김명수 대법원 전

원합의체는, 재차 이 판결을 가(可)11 대 부

(否)2로 재확인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들에

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간

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

기 위한 것”이라 전제하고, “일본이 식민지배

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

권이 협정에 포함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

였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일 협정으로 받

아낸 자금 중에는 징용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되

었다”는 일부 학계 주장이나 세론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사법부를 혼선(混線)에 빠뜨

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에서 민사34부 재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

이다. 즉 위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

명이 일본제철. 닛산 화학. 미츠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이를 각하해버린 것이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인정한 배상청구권을, 

3년 만에 뒤집어버렸고, 당시의 소수의견에 따라 이

를 부인해버린 것이다.

즉 원고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송

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일심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안을 거론하여, 

“개인 청구권이 완전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으로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1965년 양국 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

하여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

는 없으나,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비엔나 협정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이나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시하고,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

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뒤, “대법

원 판결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그 정당성을 배척했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들이 승소하여 강제집행까지 마칠 경우의 

국제적 역효과를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

이라고도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일관계 외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즉, “일본이 제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I)가, 한국이 청구

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위신이 바닥

으로 추락하며 대표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미국

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진다” 고도 설시하고 있다.  

원고 측은, 즉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부당한 판결”

이라 하여 항소 제기의 뜻을 밝혔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도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했다”

는 이유를 들어 이 1심 판결에 반발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보아 아주 타당한 판

결”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1심 판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먼저 판시내용의 요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안을 거론하여, “개인 청구권이 완전

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더라도, 대한민

국 국민이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으

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로, 비엔나 협정 제27조에 따라 국

내적 사정이나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

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비엔나 협정 제27조에 의하면, “어

느 당사자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

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

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징용

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잘못

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셋째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관계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법부 재판관이, 판결을 통해 외교 문

제를 거론하고, 국가안위를 걱정하고 

있으니 월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는 재판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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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에 제소할 경우, 동 재판소가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한민

국의 위신이 추락하게 될 것이고, 대표적 자

유민주주의국가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의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전망(展望)하고, 이를 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국내 정

계 움직임을 일고(一顧)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

중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태를 방치하

여왔다. 이는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한일 외교의 정치적 해법이 제시되어도, 이

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무시하였고, 친여세

력은 똘똘 뭉쳐, “토착 왜구니 죽창가와 이

순신 열두 척”등 항일감정을 부추기며, “합

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은 모조리 친일

파로 몰아붙여 국론을 분열시켰고, 항일(抗

日) 내지 반일(反日) 몰이를 해 왔다는 비난

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분별한 책임 회피와 

항일. 반일 몰이”로 국론은 분열되었고, 끝

내는 최소한, 대법원을 장악(?)하여 사법 혼

란까지 초래하고 만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줄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하

여 좌절하게 된 늙은이들을 인생 패배자로 만들어버렸

으니, 그동안의 법적. 정치적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4. 앞날의 전망.
이번 1심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대표는, “자국민을 보

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항의

하고 있다. 

대법원 전체 합의부의 승소 판결을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한 반발은, 소송당사자로서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항

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혼란은 계속되기 마

련이다. 

당초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

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고법에서 1

심 판결을 지지하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금 상

고심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현 대법원 판사들이, 재차 

“2018년 판례”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사

법부의 혼란은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로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하려 할 것이란 전

망이 지배적인 만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외부요인이 작용하더라도, 대법원이, 3년 

만에 자기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2018년 판결 이후 승소한 다른 징용 피해자들

은, 이미 국내 일본 기업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강제집행을 관할하는 재판부조차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질 것이다. 

그런데, 2021년 8월 11일. 서울민사지법 민사단독 25

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 와 유족 등 5명이 일

본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과 

관련하여 본안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대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패소를 선고한 결

과이며, “시효 개시 시기의 문제점”이 남아 있긴 하

나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낮

아진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대법원은, 본안문제 외에도 이 시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나의 난제를 안게 된 것이다. 

도대체, 이로 인한 국민과 소송당사자의 혼란은 앞

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냥 방치해두고 한·일 

정부 사이의 정치적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

가.

현 시국 하에서는, 선뜻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이다.

아무튼,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만 맡겨둘 일이 아

닌 것 같다.

5. 여담 (餘談).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아세아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중국은, 피해 국민의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종전 후의 중국 측 통계자료에 의하면, 1946년 

10월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의 침략이, 중국 내 

공·사간(公私間)의 재산에 입힌 직접 피해액은 약 

313억불, 간접 손해액은 약 204억불로, 1937년

부터 1945년까지의 8년 동안, 일본군의 침략전

쟁으로 입게 된 물적 피해가, 최소 500억불에 이

른다고 추산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1,040만명 (단일사건으로는, 1937.12.13.부터 6주간

에 걸쳐 자행된 남경시민 등 약 30만 명의 대학살 사건이 

있다.) 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더해, 중국인 위안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전

쟁 학살 피해자 가족(전쟁고아) 등, 일본의 전쟁범

죄로 인한 개인적 손해배상 문제는, 종전 후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개인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중국 정책지도

자의 대일 인식과 세계관에 좌우되면서도, 국가

이익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에 경제재건 

전략구상(戰略構想)이 얽혀져, 대일정책(對日政策)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내에 팽배하던 반일여론(反日與論)

은, 차츰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

로 변화되어 갔다. 

1964년도에 이르러서는, 중국 지도층 사이에 전

쟁 배상 문제를 “국교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중

요성 있는 교섭항목에서 배제”하기로 뜻을 모으

게 되었고, 중·일 간의 국교 교섭 초기부터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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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중·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

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국(大國)인 중국이, 섬나라 소국(敗戰小國)

인 일본을 상대로 돈 내라는 것은 대국답지 않다”는 단

순 논리가 통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용을 베풂으로써 “일본 국민의 여론을 친중(親中)

으로 전환시켜 일본의 선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 깊은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4년도에 일찍부터, 중국지

도부는, 배상권 포기 정책을 밀고 나가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전후 일본의 상호 

국익 추구와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큰 목적을 지향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망조직(網組織)을 활용한 대중교육과 

국민설득에 진력(盡力)함으로써, 국민 사이에 우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72년 9월 26일부터 2일간에 열린, 중국 희

(姬) 외교부장과 일본 오히라(大平) 외무대신 회담에서,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양

국간 전쟁과 관련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하지 아니할 것

을 선언한다“는, 전쟁배상청구권 포기선언을 하게 되었

고, 이 후 일본 국민은, 일종의 부채의식(負債意識)을 품

게 되어 중국에 대한 중공업시설지원 등 경제발전에 협

력하기를 꺼리지 않게 되었으며, 막대한 유상 및 무상 투

자로 오늘날의 중국 개방.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거국적

인 협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로 중·일 화해를 이끌어낼 당시의 등소평(登小平)과 주

은래(周恩來) 등 중국 지도자의 대일안목(對日眼目)과 숨

은 노력은, 중국의 개방 발전사상(開放 發展

史上) 드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 한 가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독일의 전후 

지도자들은, 이웃 피해국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왔는가? 

특히 유태 민족 대학살의 책임을 다하기 위

해 독일 지도층과 국민은 어떤 희생을 감수

(甘受)하여 왔는가? 

독일은, 전후 정치체제를 일신하여, 역대 

총리들이 국민과 일체가 되어, 대를 이어가

며 나치스의 침략전쟁에 대한 회개와 피해 

보상 정책을 성의를 다해 펼쳐 나온 사실

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대비하여, 일본은 전후에도, 전쟁을 

주도한 천황제(戰爭主導 天皇制) 체제를 이어

나가면서, 그 지도층은, 대를 이어 왕년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정 회개(眞正悔改)

는커녕,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의 전범(戰

犯)들을 흠모(欽慕)하고, 욱일기하(旭日旗下)

의 과거사에 대한 향수공감(鄕愁共感)에 젖

어왔으며, 근년에 이르러서는, 재군비(再軍

備)를 목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

으니, 개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웃나라 조선 병합과 수탈(倂合收奪)

의 죄책을 뉘우치기는커녕, 근래에 이르러, 

혐한(嫌韓)선동과 독도야욕의 강화 등, 대

한민국에 대하여 “여러 문제”에서 표리부

동(表裏不同)의 무시정책(無視政策)을 펴 왔다는 비난을 면

치 못할 것이다.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GDP는, 한국의 29배였으나, 

지금은 3배 차이로 좁혀졌다. 이제 우리들 하기에 따라, 극일(克日)의 

길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올해의 IMF 통계에 의하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국민소득

은, 한국이 47,000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44,000달러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과학기술면에서, 당장은 일본이 앞섰다고는 하나, 한국의 발전상

과 잠재력을 볼 때, 우리의 하기에 따라서는 멀지 않아 일본을 추월하

게 되리란 전망을 허망한 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이제 선진국 문턱에 올라선 우리로서는, 대

국적(大局的)인 입장에서, “反日·抗日의 옛 틀”

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극일(克日)을 위해서

도, 좀 더 넓은 역사적 시각을 살려서, 과거사

는 잊지 않되, 새로운 화해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역사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후진 국가는, 미래를 안 보고, 과거에 붙
잡혀 있다.”

김형석 명예교수의 인터뷰 대담 중 한마디.
(2021년 9월 28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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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

	 어디에	설까	잠시	주저하였지만

	 이내	둘	사이	중간을	골랐다

	

	 가끔씩	고개	들어	앞서가는	님	살펴보고

	 때때로	돌아보며	뒤에서	따라오는	님	챙긴다

	

	 앞에선	점점	멀어져가고	뒤에선	따라오지	않으니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대로	낑낑대는	일이다

	

	 보듬켜	그져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을	이어주는	고리다

	

	 일으켜	세워	세상	붙잡고	있는	자는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옹벽	버텨주는	어스앙카처럼

	 뒤로	파고들어가	깊이	숨었다

	

	 객석에선	그	손	보이지	않는데

	 무대장치	바꾸듯	순식간에	구름	떠간다

	

	 쪽대본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

	 무성	연극쯤	되리라

	

	 연습	한	번	없이	더구나	배우조차

	 그	극의	종말을	모른다

	

	 이	희한한	무대	한복판에서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떠든다

	

	 관객이	아니라	배우를	위한	극이었음을

	 뒤늦게	무대	내려와서야	알게	될	게다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워

	 차마	제대로	얼굴	들지	못할	게다

	 	 	 				2011.			12.			19

앞뒤로	서서	산행하는	부부	사이에서	걸어가던	애완견

그	간격	벌어지자	낑낑대는	모습	보면서

류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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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온실이	원래	고향이었으니

	 이	만큼	버티어준	것만도	대견하다

	

	 이제	뽀얗게	잘

	 익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가지	생각	않고

	 열매만	자꾸	더	매달라고	할	순	없지	않은가

	

	 이끌고	가는	축은	어차피

	 하나이지	않은가

	

	 근육	키우고	자갈밭길	걸어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섰다

	

	 트레이너	그늘	벗어나

	 내	손에	비로소	인계되었다

	

	 몸	풀며	간단히	테스트해	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해	볼만	하다

	

	 맨손으로	나서	중무장	보병들	모조리	쓰러뜨린	곳이어서

	 지름길	하나까지	꿰뚫고	있다

	

	 절벽	기어올라	고지	탈취한	곳이어서

	 튀어나온	돌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다

	

	 앞서가는	녀석들	산허릿길	걸으며	콧노래	부를	때

	 간단히	고개	넘어	앞질러버릴	게다

	 	

	 고산준봉	꼭대기에	올라선	자가	바로	너인	줄	알고	나면

	 모두들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게다

	

	 뒤처진	줄	알았는데	언제	앞서	갔는지	몰라

	 눈이	휘둥거려질	게다

	

	 가자!	이제	산비탈	뛰어오르는	표범처럼

	 날개	없이도	나는	일만	남았다

	

	 축지법	배우지	않았어도

	 산을	건너뛰어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

			2011.			12.			20.

동짓달	추위	견디지	못하고	

오그라져	있는	수초	바라보며

류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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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바닷가에서 보낸 한 철

바닷가에서 보낸 한 철

 2021년, 해운대의 봄과 여름 사이

 

                                                                                                                                          고종주 변호사

바다는 나의 구원이자 그림자

1. 어느 시인은 바닷가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

았음이 분명한데, 무슨 이유로 그런 구원도 모자라 거의 평생을 이렇게 바닷가에서 붙박여 살아가는 것일

까. 경상남도 서남단에 위치한 반농반어의 작은 섬마을인 미조리. 여행을 좋아하던 시인 황동규가 젊은 시

절 그곳 해안을 거니는 느낌이 각별하다고 한 바 있고, 시인 곽재규는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예술기행』을 ‘미조 포구에서의 짧은 하룻밤의 기록'으로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작

가 박태순은 자신이 저술한 3권의 국토지리지 『나의 국토 나의 산하』중 제2권에서, 미조항에서 갓 잡은 멸

치회와 갈치회, 그리고 바다의 돼지고기라고 불리는 삼치의 각종 요리를 무슨 고전음악이나 명화처럼 음미

하였다고 술회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여러 사람의 문인들이 아마도 미조라는 이름에 끌려 웬만한 지도상에

는 이름도 없는 그 작은 마을을 찾았던 듯하다.  

2.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망망한 바다뿐인 그곳에서 나이 스물이 될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매

일 같이 눈이 짓무르도록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궁핍하고 단조로운 삶이 몹시도 신물 나고 

지겨워 간신히 그곳을 탈출하고서도 끝내 나는 바다를 버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허리께에 자리 

잡은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병역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내가 보고 자랐던 바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유혹을 끝내 견디지 못하여 나는 결국 5박 6일간 남중국해를 따라 멀리 타국의 전장

까지 내려갔다가 1년 6개월 뒤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그 바다를 다시 거슬러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3. 그 후 나는 도리 없이 이 곳 바닷가에 정착을 하였고, 잠시 내륙으로 거처를 옮겼다가도 금방 되돌아오곤 

하였다. 지나친 바다집착이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여야 할까. 출생 후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익사의 위기를 모면했다는 점에서도 시인의 언명이 아니더라도 가히 바다는 나의 구원이

고 내 삶의 끈이 되고 말았다. 

4. 맑은 날 오전 한나절의 윤슬이 눈부신 해운대 바다는 가히 햇빛의 놀이터가 된다. 먼 바다는 눈부신 ‘빛

의 태피스트리(tapestry)’로, 가까운 바다는 반짝이는 수만 마리 흰나비 떼의 군무(群舞)로 황홀하다. 가물가

물한 수평선은 꿈을 꾸는 듯 아득히 눈높이에 떠 있다. 해변에선 바닷물이 마치 적진을 향한 연합군의 상륙 

군단처럼 하얀 치열을 드러내면서 뭍을 향하여 끊임없이 밀려든다. 달이 뜨는 밤이면 해운대바다 일원은 신

비로움과 몽환의 아우라가 흘러넘치는, 푸르스름한 신라 향가풍의 달빛에 젖은, 아득한 신화와 전설의 나라

가 된다.    

5. 알베르 카뮈는 "나는 바다에서 자라 가난이 내게는 호사스러웠는데 그 후 바다를 잃어버리게 되자 모든 

사치는 잿빛으로, 가난은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와는 달리 나는 이윽고 가난을 웬만큼은 

견딜 수 있게 되자 바다와 더는 헤어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강이 바다와 하나인 것처럼 삶과 죽음이 하나

인 것을 깨닫게 된 요즈음에 이르자 나는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저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다. 마치 바다 기슭

에서 울창한 수목과 새들과 향기로운 꽃들을 품에 안고 삶을 부지하면서 한 마리 커다란 고래처럼 느긋하게 

누워서 쉬는 저 동백섬처럼. 그리고 동해와 남해를 가르면서 뭍 가까이로 바짝 다가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애써 지켜보고자 하는 저 멀리 보이는 오륙도 형제들처럼. 그뿐인가. 바닷물에 지친 발등

을 적시며 지금도 수많은 사연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저 광안대교의 의젓함처럼.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포

구가 아니다. 태평양의 한 자락이며,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는 한반도의 관문인 부산이다. 나는 2021년 봄

과 여름 사이, 그런 부산, 그중에서도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몇 자 적어 두었다. 

6. 원문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지만, 사정상 모두 생략하였다. 한편으론, “이야기는 필

자와 독자가 상상에 의한 이미지와 감정을 통해 서로 다른 꿈을 꾸기 위한 공간이다. 그 때문에 나는 여행기

에 사진을 넣지 않는다.”는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말에 동의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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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토)_오월의 수평선을 걷다

비 올 확률이 70%로 예보되었으나, 이 곳 부산은 여우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이윽고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자 새로 핀 연두색 동백잎에 맺힌 물방울이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새 잎을 가까이서 가만히 들여

다보면 어린 생명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들과 도란도란 무슨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기온은 12.5도.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고, 풀과 나뭇잎은 싱싱하고, 얼굴에 와 닿는 오월의 바람은 부드

럽고 상쾌하다. 문득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건듯 부는 한줄기 바람처럼 속절없이 흘러가버린 세월이 

덧없기 짝이 없어 마치 꿈을 꾸고 난 것만 같다. 누가 그랬던가? 인생은 한바탕의 꿈이어서 그 꿈을 깨고 나

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러고 보니 참 많고도 많은 사연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만큼

의 파란만장이라면 더는 후회도 미련도 없을 터.

비가 온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바닷가엔 주말인데도 행인이 드물었다. 해운대 해수욕장 북편 끝자락

에 있는 3동의 마천루인 엘시티를 지나 블루라인 파크에 들어섰다. 

동해남부선 일부 구간(미포 - 송정) 철로를 개조하여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한편, 그 상부에는 스카이캡슐이 

오간다. 같은 구간에 나무 바닥으로 된 긴 산책로가 있다. 갈맷길의 한 갈래인 이 산책로는 우리나라 동해의 

남단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수평선을 끼고 강원도 고성과 거진까지 북행하는 아름다운 길이다. “그대와 함께 

수평선을 걷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풍경이다.   

동해는 태평양에 이어진 한바다여서 마치 메밀꽃이 일 듯 파랑이 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오늘 따라 바

다는 뭍과 면한 해변에서만 하얀 속살을 보일 뿐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하다. 한 개의 선과 두개의 색상(그

것도 아주 비슷한)으로 된 대단히 단순한 구도의 바다 - "가장 큰 것이 가장 단순해서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작가 홍성원의 말이 실감난다. 

거기다가 바다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만남 세 가지를 들어 바다를 잊을 수 없다고 한 시인 정현종의 말도 

생각난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 바다와 뭍이 만나는 해변, 그리고 바다와 바람이 만나는 파도. 그

는 말한다.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경계, 만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수평선과 파도와 해변이 항상 갖고 

있는 낭만적 그리움과 이국정조와 일말의 페이소스를 푸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바다 곁에서 새로운 만남 하나를 더하였다. 바다에서의 만남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나란히 손을 잡고 서서 저 망망한 대책 없는 아름다움

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벌써 아득

한 옛날의 일이기는 하나 그 만남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보람이 있으랴.

구덕포까지 갔다가 청사포로 돌아와 마을버스를 타고 장산역으로 가서,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을 들러 찬거

리를 준비한 다음, 2호선 지하철 전동차로 동백역에 내려 집에 와서 오늘 걸은 거리를 살펴보니 12.34km. 

걸은 시간은 158분. 걸음 수는 16,328보였다. 그만했으면 우리에게 임한 멋진 선물인 2021년 5월의 첫날

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한 편이다. 

하늘과 바다와 풀과 나무와, 그리고 햇빛과 새소리와 일렁이는 파도소리와 그 사이로 간간이 불쑥불쑥 끼어

드는 옛날의 추억과. 이와 같은 귀한 벗들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걸으며 생각하며 한껏 

춤을 추었으니 이날의 남은 시간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지 싶다. 

2021. 5. 3.(월)_청사포 몽돌해변, 모성의 그 따뜻한 품 속

해운대 블루라인 산책로를 따라 타박타박 걷다보면 청사포에 조금 못 미쳐 오른쪽에 늘어선 소나무 사이로 

은빛 파도가 드나드는 자그마한 몽돌해변이 보인다.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이 열려있어 낮 시간 동안은 물가

로 접근이 가능하다. 

나뭇길을 따라 해변으로 다가간다. 일렁이는 바닷물을 따라 뭍을 오르내리는 자갈소리가 자글자글 요란스

럽다. 배낭을 벗어놓고 몽돌 위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눕는다.  

10시30분. 기온은 15도. 아득히 높고 푸른 하늘, 봄날의 따스한 햇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다. 들끓는 바다의 저 눈부신 빛의 알갱이들을 대체 무어라 불러야 하나. 그물에 걸린 은빛 멸치 떼의 

목숨을 건 파들거림? 수만 마리 흰나비 떼의 화려한 군무? 대낮에 한바다로 쏟아져 내린 별빛 찬란한 은하

수의 폭발? 물 위에서 춤을 추는 햇빛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얼굴은 화끈거리고 눈꺼풀은 파르르 

떤다. 태양은 물위에 빛의 길을 양탄자처럼 저같이 깔아두었으니, 나는 저 길을 따라 ‘영원’을 향하여 끝없이 

바다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바닷물은 자갈을 품고 뭍을 향하여 짓쳐 오다가 한 바퀴 몸을 뒤집고는 산산

이 부서져 물보라를 사방에 흩뜨리면서 장중한 파도가 되어 울부짖는다. 거기다가 드나드는 물에 시달리면

서도 물에 젖어 한껏 빛나는 크고 검은 작은 돌들하며, 꿈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활꼴로 휘어진 아스라한 

동해의 멀고먼 수평선. 바다를 향하여 의젓하고 당당하게 도열하고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긋이 지켜보고 

선 물가의 소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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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 자갈밭 짙푸른 무한 천공 아래 바다를 향하여 누워 온몸에 햇살을 받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때 그곳이 

그에게 잠시 임한 낙원에 다름 아니었다. 나는 자연 속의 작은 아이였고, 그 순간 자연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을 뻗어 삶에 지친 나를 자애로운 모성으로 포근히 감싸 안아 주었다. 놀랍고도 은혜로운 카이로스(Kairos)

의 경지였다. 문득 눈을 열어 보게 된 계시의 순간이자 내 영혼에 뜻밖에 임한 축복(serendipity)이었다. 

그러자 ‘영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나는 물가에 누워 온몸에 햇살을 받는 그 자세로 돌이 되길 

원했고, 한편으로는 영혼은 그대로 하늘로 향하고 몸은 그대로 스려져 한줌 흙이나 바람이 되고 싶었다. 지

금 내가 꿈을 꾸는 것일까?

 홀연히 잠에서 깬 듯 비몽사몽의 시간을 접고 자리를 수습하여 그곳을 떠나오는데 파도가 나를 소리쳐 부

르는 듯하여 자꾸만 뒤가 돌아다보였다. 이윽고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솔숲 사이로 환하게 웃으며 변함없이 

몸을 뒤채는 파도의 눈부심만 내 옷자락에 매달려 어디까지나 따라오고 있었다. 

2021. 5. 5.(수)_추억의 바다에서 오월의 숲으로

눈을 뜨니 바다였다. 어린 시절, 낡은 초가집의 대문을 열어젖히고 문턱에 올라서면 환히 바라다보이던 아

스라이 멀고도 푸른 바다. 이제는 그 바다가 마치 대양을 항해하는 대형 선박의 조타실에서 바라보는 느낌

으로 바짝 다가온다. 먼 옛날, 부산과 미조항을 부정기적으로 오가던 수십 톤급 화물선의 선장이었던 아버

지가 브리지에서 파이프를 물고 서서 어둔 밤바다를 응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거의 밤새도록 항해를 하여 

부산에 도착하면, 항구의 불빛은 어쩌면 그리도 찬란하고 눈부시던지. 그리고 그 불빛이 그땐 웬일로 그토

록 아련한 슬픔으로 비치던지…….   

그런 바다를 지금은 거실에서 편안히 내다본다. 창 가득히 태평양이 한 폭의 정물로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러

나 같은 바다인데도 서재 앞 전망대에서 보이는 바다는 마침 그쪽에서 떠오른 태양빛에 눈부시다. 간밤에 

내린 비가 채 흘러내릴 새도 없이 창유리에 방울방울 맺혀 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바다의 대가는 만만찮다. 그러니까 9년 전, 나는 뜻밖에도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진

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확진 과정에서 문제의 병변은 다행히도 자가면역췌장염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 

일로 반쯤 혼이 나간 아내는 밤낮 바다를 그리워하는 내게(당시 주거는 바다에서는 먼 지역에 있었다), 그토록 소

원하는 바다라도 실컷 보고 가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으로 전세 입주를 했다가 집주인 여자의 갑질을 도

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어 무리를 하여 같은 건물의 주거 하나를 매수하였다. 나는 이후 바다를 그야말로 원 

없이 보고 살지만, 무리한 끝의 부담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2021. 5. 10.(월)_울산광역시의 허파이자 영남알프스의 발등인 울산대공원 

동해남부선 구 해운대역 역사 인근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9시 20분 울산행 버스를 탔다. 부울 고속

도로를 거쳐 50분 후 울산에 도착. 버스를 내려 온 길을 되짚어 10분쯤 걸은 다음, 동문을 통하여 울산대공

원으로 들어갔다.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우리 내외의 안마당이자 놀이터였던 울산대공원은 지금 무성한 

신록이 맹렬한 생명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우리가 울산에 거주할 당시 조성이 완료된 울산대공원은 

옥동 일대 110만평의 광대한 면적에 27만평에 달하는 각종 시설을 갖춘 전국 굴지의 근린공원이다. 그곳에 

형성된 녹지를 시작으로 옥동숲길을 한 시간 넘게 걸어 문수공원에 이르고, 다시 인근의 문수산을 디딤돌

로 하여 인근의 8대 명산이 줄을 잇는 거대한 산줄기인 영남알프스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울산대공원을 발등으로 삼아 문수산의 무릎을 올라서면 장대한 영남알프스의 허리춤을 들추면서 

아득히 동해를 먼빛으로 내다볼 수 있는 멋진 풍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영남알프스는 국토의 등뼈인 백두대간에서 서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늑골인 낙동정맥에 위치한 산줄기로서 

울산, 양산, 밀양, 경주, 청도 등 5개 시군에 걸쳐, 표고 1240미터의 최고봉 가지산을 정점으로 동서남북 장

장 칠백여리에 달하는 1000미터 이상의 고산준령과 기암괴석, 그리고 광활한 억새 평원과 아름다운 계곡 

등으로 이루어진, 도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성벽이다.

가히 영남지역 동남부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영남알프스의 기점을 나는 울산대공원이라고 생각한다. SK가 

1000억 원을 들여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조성한 후 울산시민에게 헌정한 이 멋진 공원이 들어서면서 공업

도시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음은 물론 울산은 물론 영남지역 시민들의 그림 같은 휴식공간

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울산대공원은 그곳에서 성장한 한 기업이 생태계의 복원과 시민의 건강을 위

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실감나게 보여준 생생한 현장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울산을 떠난 지 16년이 지나 공원의 수목들은 더욱 키와 몸피가 자라 울울창창하게 우거졌고, 곳곳에서 들

리는 산새들의 노래 소리가 공원본부에서 보내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어울려 멋진 코러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동문을 지나 한참을 걷다보면, 남문 쪽으로 넘어가는 길로 이어지고, 그 길의 중턱을 넘어서는 어름

엔 우리 부부가 울산에 거주 당시 날마다 걷던 추억의 옥동숲길이 보인다. 이후 장미원, 동물원, 나비정원 

등 멋진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어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심 속의 쉼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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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만개한 이팝나무의 꽃이 눈부셨다. 다만, 장미원의 꽃들은 아직 일러 봉오리만 맺혀 있을 뿐 꽃구경

은 2주 후 쯤을 기약하여야 할 듯. 300만 송이의 장미꽃이 주인공이 되는 장미축제는 5월 23일경 시작된다

고 한다. 

옛날 우리가 거닐던 길목에 있던 작은 연못은 공원 안으로 편입되어 잘 단장이 되어 있고, 그 부근을 조금 

넘어선 비탈진 경사면에 마치 동화 같은 자그마한 동물원이 있는데, 주로 공작과 앵무 등 예쁜 색깔의 조류

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저들끼리 즐거워 죽겠다는 듯이 이곳 저 곳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재

잘거리고 있었다.  

숲 속 빈터에 마련된 작은 휴식 공간에 앉아 날로 짙어만 가는 오월의 푸르름을 원도 한도 없이 바라보면서 

둘은 간단히 요기를 하였다. 시절도,  숲도, 나무와 풀과 꽃들도, 하늘과 땅과 사람들과 그 사이를 무심히 날

아가는 새들도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홀연히 시간이 멎은 듯 했고, 우리 두 사람의 숨 또한 그 천연

스러운 자연의 리듬에 섞여 하나가 된 듯,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전체가 이 세상  풍경이 아닌 것 같았다. 한

바탕 꿈을 꾸는 듯 했다고나 할까. 

2021. 5. 14.(금)_자연의 음유시인인 새들의 가창대회, 1위는?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곧 침묵을 배경으로 하여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정화하는 청량제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시냇물 소리, 함박눈이 솨아 하고 쏟아지는 소리, 파도가 

모래사장에서 몸을 뒤채거나 바위에 부딪쳐 튀어 오르는 소리, 나비가 꽃속에서 꿀을 빨아들이는 소리, 꽃

이 피는 소리…….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자연의 음유시인인 새들의 노래 소리다. 나뭇

가지 사이를 선을 그으며 화살처럼 날아다니거나 가지에 앉아 꽁지를 깐들거리며 하늘을 우러러 목청을 높

이는 저들이 없었다면 피곤에 젖은 오월의 이 저녁이 얼마나 적막했으랴. 

오늘 모처럼 작심하고, 현암사가 펴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백가지' 시리즈의 하나로 녹취한 자연의 가수 

71명과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가수 5명을 합한 명금 76명을 불러 장장 1시간 30여분에 걸쳐 가창대회를 

열었다. 음악성, 박자, 성량, 음색, 영성 등을 종합하여 1인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위는 울새(robin), 2위는 밀화부리, 3위는 나이팅게일, 4위는 카나리아, 5위는 큰유리새, 6위는 굴뚝새, 7

위는 개똥지빠귀, 8위는 꾀꼬리, 9위는 제주휘파람새, 10위는 쏙독새, 11위는 종달새 등이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꾀꼬리의 순위가 낮은 것에 놀랐고, 종달새는 음악성이 한참 부족하였다. 1위를 차지한 

울새(특히 붉은가슴울새)의 자신만만하고 정교할 뿐 아니라 중간 부분에 멋진 변주까지 곁들인 해맑고 아름다

운 노래는 정말 황홀 그 자체였다. 그냥 반할 정도였다고 보면 좋겠다. 

그들의 멋진 노래를 들으려고 부러 시간을 내어 인터넷의 바다를 건너다니는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

다.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고 본다. 사랑은 수고다. 

2021. 5. 15.(토)_사각사각 배 깎는 소리로 오는 오월의 봄비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 주말이면 대개 동해의 수평선을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바닷길을 따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쯤을 걷거나 아니면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장산 골짜기를 따라 체육공원까지 비슷한 시간을 걸었

으나 오늘은 쉬기로 한다. 

봄비와 함께 짙은 운무가 앞을 가려 창을 내다보아도 바깥이 마치 신부가 베일을 둘러쓴 듯 희미하게 보인

다. 비는 사각사각 배 깎는 소리로, 나무에서 풀밭에서 새잎이 살찌는 소리로, 창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잠든 귀를 깨우는 젖은 목소리로 가만가만 내린다. 

마르탱 파주는 비가 오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듯하다고 했고,  헤르만 헤세는 오늘 같이 안개가 앞을 가

리는 날을 좋아해서 즐겨 시큼한 수목 냄새를 들이마시며 숲길을 걸었고, 중국의 문화사학자 위치우위는 오

래도록 창가에 붙어서 밤비내리는 날의 몽상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그간 오래도록 날이 가물어 목말라했던 우리의 오랜 벗인 숲속의 나무

와 풀들은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은총에 감사하며 나지막하게 흥얼거리고 있으리라. 

대신 우리 역시 집안에 갇혀 어슴푸레한 바깥 풍경을 망연히 바라보며 모처럼의 무료함을 즐긴다. 졸리면 

잠을 자고, 머리가 맑으면 몇 자 글을 읽고, 그러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몇 자 쓰기도 하면서 실로 오랜만에 

할 일 없는 한낮의 여유로움을 만끽한다. 내게 다가온 시간은 내 몸을 통과하여 조용히 빠져나가 저만큼 달

려가고 있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이 한가로우니 굳이 신경 쓸 일도 없다. 

당장은 아무 일 없다는 이와 같은 일상 또한 우리에겐 그럴 수 없는 축복일 터.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

온 날들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향유하면서 미구에 다가올 어려운 일들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기로 한다. "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태복음 6:34)”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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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6.(일)_우리들의 삶은 빛과 그림자의 교집합, 그러므로 행복을 누리고 불행을 견뎌라

저 휘황찬란한 도시의 아름다운 밤풍경을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이고, 또 내가 노숙자가 

아니어서 이곳 어딘가에 내가 거처할 주거가 있다는 사실, 거기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

실이 그저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멀리 외딴 섬마을에서 궁핍하게 자란 초라한 행색의 한 시골소년이 대륙으로 건너와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공부를 하고, 전쟁에 참가하고, 책을 읽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애를 태우고, 속을 끓이면

서, 반세기에 걸쳐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겨우 마음의 평화와 안일(安逸)의 청흥(淸興)

을 누리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맙고 행복한 일이나 순간이 어찌 그뿐이랴. 돌이켜보면 지난 일은 힘들고 고달픈 것

만은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길 것이 도처에 적지 않았다. 

가뭄에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봄날에 새로 피어나는 나뭇잎과 풀잎의 새 순.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

래, 목련, 벚꽃, 철쭉 등 줄을 이어 피어나는 산과 들의 봄꽃들. 대천공원의 주인인 느티의 그 멋진 자태하며, 

여름의 소나기와 천둥, 번개. 가을의 단풍. 낙엽을 쓸어가는 초겨울 저녁의 쓸쓸한 바람소리. 남부지방에도 

축복처럼 쏟아지던 함박눈. 비록 가진 것은 적었으나 위와 같은 자연의 선물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이기에 

나 또한 자연이 주는 축복의 품안에 있었다. 

그뿐인가. 은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한가로운 시간은 또 어떠한가. 윤동주, 김소월, 

서정주, 김영랑의 시를 나는 내 고향 시골의 흙냄새와 바람 속에서 읽었다. 거기다가 시인 정현종의 꿈꾸는 

듯한 탄력 있고 면면한 산문을 읽는 기쁨. 김기림의 짧은 글 ‘길’을 시가 아닌 수필로 읽는 감칠 맛. "모국어

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고 한 법정스님의 산중 수필을 읽는 시간은 또 얼마나 행

복했던가. 노르웨이의 여가수 세실 슈샤바의 청아한 목소리와 러시아 출신의 성악가 안나 네트렙코의 오페

라 아리아를 듣고 보는 그 유혹 또한 강렬했다.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는 헤세의 산문집 제목이 주는 치명적인 매력. 딸은 이미 절판된 책을 거금 10만 

원이나 주고 어렵게 구하여 아빠에게 선물했다. 오월 하순이면 등장하는 검붉은 워싱톤체리의 새콤달콤한  

그 맛. 홍로 사과를 통째로 과즙을 턱으로 흘리며 베어 먹는 즐거움. 김화영 교수의 번역으로 된 다비드 드 

브르통의 『걷기예찬』을 읽는 행복.  사진작가 강운구의 글과 사진, 이를테면 『자연기행』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눈 맛.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부르는 아그네스 발차의 정감 있는 굵은 목소리. 그 때 나는 아득한 추억과 나른한 

몽환의 세계에 빠져든다. 그러나 아내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웬일인지 아버지 생각이 난다면서 눈물을 

흘린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에 나오는 그 화려하고 끈적끈적한,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문장의 강렬한 힘. 못 견디게 설레는 해운대 봄 바다의 수만 마리 나비 떼의 군무(群舞), 그 반짝거림. 

의뢰인의 승소판결이나 무죄 판결로 덩달아 나까지 으슥해지는 그 득의와 성취감(이제는 이 일도 까마득한 옛일

이 되었다). 아이들의 합격통보, 취업 소식, 학위취득. 불의의 암 선고 후 온 식구가 나락으로 빠졌으나 일체의 

불평이나 투정 없이 홀로 항암치료를 거뜬히 끝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의연한 아내. 이후 몇 번의 정기검진

에서 ‘이상 없음’의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순간 나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소중

함을 더욱 실감한다.  

놀라운 풍경을 마주하고 섰을 때. 나는 종종 그 경이로움에 아이들처럼 눈물을 흘린다. 중국 장가계의 기상

천외한 자연정경 앞에서 그랬던가. 연암 박지원이 요동벌판 1200리를 앞에 두고 호곡장(號哭章)을 기록한 

심경을 알 듯하다. 따끈한 욕조에 몸을 깊숙이 담그고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져들 때. 까슬까슬 잘 마른 속

옷을 갈아입을 때의 감촉, 그 향긋한 물 냄새와 바람 냄새 그리고 햇빛 냄새. 교통량이 적은 초록 봄날의 고

속도로를 승용차로 거침없이 달려갈 때(내게도 그런 때가 있었던가). 그러한 때 나는 내 삶에 드리운 온갖 시름

을 곁에 잠깐 밀쳐놓고 마치 여름 한낮의 짧은 꿈같이 임한 모처럼의 일락(逸樂)을 향유한다. 

이만큼 살다보니 삶이란, 빛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 건강과 연약함, 

웃음과 울음의 교집합이자 상호교차의 끊임없는 여정임을 실감한다. 그림자 없이 빛만을 원한다면 사람은 

정오의 뙤약볕 밑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임하든 경거망동하지 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거나 내장된 삶의 지혜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건너

뛰고,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면서. 다만, 즐겁고 행

복한 순간은 이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는 곧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낸 데 대

한 보상임이 분명하므로. 어려운 순간 역시 우리가 

누린 행복한 순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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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7.(월)_우리 시(詩), 내 인생의 은총이자 위로인 모국어의 보석

시는 내 인생의 은총이자 위로다. 시는 나를 꿈꾸게 하고, 소년 시절을 되돌려주며, 사물과 대화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병들고 가난한 내 이웃들,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눈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시는 파도치는 바다, 끝없이 펼쳐진 아득한 하늘과 산맥, 굽이치는 강줄기, 목마른 대지를 두들기는 여름날

의 시원한 소나기, 나무와 꽃과 새들, 원시림, 태풍과 천둥번개, 인생살이의 기쁨과 슬픔이다. 시는 이 모든 

것들이다. 

시는 우리의 모국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내 귓가에 속삭인다. 시를 통하여 발견한 모국어의 

아름다움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자 선물이다.

시도 때도 없이 청보리밭을 휘젓고 지나가는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황소의 울음소리,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서 해변의 바위를 때리고는 길길이 치솟는 파도의 물보라, 노랑 장다리밭을 떼지어 나는 나비, 와글와글 모

여서 우는 논두렁 곁의 개구리들, 따가운 가을 볕발 아래 누렇게 익은 벼 포기 사이를 튀어 오르는 메뚜기 

떼, 아침저녁이면 집 앞의 느티나무에 몰려와서 울부짖는 새떼……. 나의 어린 날은 그 속에 시가 있었다. 시

를 듣고 보고 읽으며 시와 더불어 나는 자라났고, 시를 통하여 모국어 사랑을 배웠으며, 시를 통하여 일을 

배우고, 시의 운을 빌려 말을 하고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나는 어쩌다가 보니 법률가가 되었으나, 내 집 서가에는 법률서적은 없다. 사무실에 몇 권 있으나 그걸 들여

다보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시집은 온 집에 널려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국내 수천편의 많고 많

은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 수백 편을 골라 따로 프린트를 하여 소책자로 만든 다음, 이 걸 가방 속에 지니

고 다니면서 손때가 묻고 겉장이 나달나달 해지도록 수시로 꺼내 읽는다. 그 중에서 암송을 목표로 하는 시

편 200편 정도를 골라 상시 그 절반 정도는 내 입술에 온전히 살아있기를 소망한다. 기억이 희미해지면 다

시 외우고, 가물가물해지면 또 외우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내가 시를 사랑하자, 시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소년시절, 그렇게도 쓰고 싶었으나 재능 탓인

지 끝내 오지 않던 시가, 나이 쉰에 이른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바람처럼, 무슨 축복처럼 시가 떼 지어 몰

려왔고, 나는 그들을 마치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을 줍듯 바구니에 허둥지둥 주워 담기 바빴다. 그렇게 첫 

시집을 갖게 되었다. 그러고는 5년 후 어떤 도시의 큰 재난에 마음을 다친 나는 시가 내게 위로의 천사로 임

하였듯,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해야만 한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느꼈고, 그에 기인

한 표제시를 주조음(key note)으로 한 제2시집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냈다.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모국어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글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깊이 품에 껴안으면서, 마력을 지닌 언어의 힘에 끌렸으며, 이를 도구로 대학도 

가고 사랑을 하였다. 이어 그토록 힘들고 고단한 긴 시간의 독서과정을 견뎌내고는 두 번의 국가고시를 거

쳐, 내가 좋아하는 그 말과 글을 피곤에 절도록 부리면서 사십년 동안이나, 한편으로는 나 자신과 가족을 부

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가의 서재에 있는 책 중 가장 많은 것이 시집이라면 사람들은 믿을까? 그리고 그가 법률서적보다는 주

로 시를 읽는 시간이 많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률서적은 사람을 법률가로 만든다. 그러나 참 좋

은 법률가는 좋은 시를 통하여 인간사의 슬픔과 기쁨, 삶과 죽음, 험난한 세상을 건너가는 지혜를 터득한다. 

그렇게 믿기에 나는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수많은 혜택 중 가장 큰 공을 주저 없이 모국어의 보석인 우리 시

에 바친다. 

2021. 5. 19.(수)_내 나라 내 땅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고 싶다. 오래된 꿈이다. 

지난 주말부터 늦은 봄비가 연일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그다지 많은 비는 아니지만 

별거 아니라고 우산 없이 그냥 걷다가는 금방 옷이 축축해지는 그런 날씨였다. 

오늘 마침내, 날이 개고 해가 높이 떠오르자 나무에, 풀잎에, 길가 여기 저기 묻어 있거나 공중에 떠돌던 먼

지가 길바닥에 모두 가라앉아 사방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보석이 따로 없다. 

천 년 전에 일대를 잠시 다녀간 최치원 선생은 작은 석각 하나와 시 한수를 남긴데 불과하지만, 동백섬에 발

을 들여놓기만 하면 어김없이, 어딘가에 우뚝 서서 멀리 바다를 하염없이 내다보았을 당신의 모습이 어슴푸

레 떠오른다. 마치 마땅히 치러야 할 입장료 같이. 아직도 그분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하다. 그 때문에 이곳

은 개발에서 비켜선 채, 지금은 소나무와 동백나무로 숲이 울울창창하여 바닷가인데도 행인이 흡입하는 공

기의 청량함은 심산유곡에 못지않다. 거기다가 파도의 포말이 일으키는, 사람의 체액을 닮은 소금냄새는 정

겹고 향긋하기까지 하다.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달고, 시야는 넓고, 기온은 알맞다(19.5도). 아름다운 오월의 해변이다. 다만 바다는 호

수처럼 평화로우나 아직 잠이 덜 깬듯 부연 해무에 덮여 있어 수평선이 보일 듯 말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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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자체가 여정이어서 우리는 늘 이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먼 거리는 비행기, 기차, 버스, 승용차 등 여

러 교통편을 이용하지만 삶과 활동공간에서 가까운 거리는 많이들 걸어 다닌다. 생각하면 나 또한 그간 참 

많이도 걸어 다녔다. 몇 해 전부터 운전도 그만두었다. 걸으면서 세상과 자연을 읽고 들으며 걸으면서 생각

한다.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몽테뉴의 말이 실감난다. 그 때문에 고대 그리

스에는 소요학파가 존재했고, 다수의 철학자가 걸으면서 자신의 사상체계를 정립하였다. 걷는 사람에게는 

저 숲과 바다가 서재고 자연이 책이다. 그러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프레데리크 그로는 자기 동네를 무심코 걸

으면서도 걷기의 호사스러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멈칫멈칫 주저하는 걸음으로 여기 저기 걸어 다니다 드디어 눈을 든 채 천

천히 그냥 자기 동네를 누비기도 하는, 이 전례 없고 손쉬운 호사를 누려 보라.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

난다. 달리지도 아니하고 어떤 명확한 임무를 자신에게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도시가 

그 도시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는 느낌과 비슷하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특별히 그 어떤 것에도 주의

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갖가지 색깔과 디테일, 그리고 형태와 외관 등 모든 것이 풍부하게 주어진다. 목적 없

이 홀로 걷는 산책은 사람의 시각을 다시 발견하도록 해준다.”

해운대 백사장엔 모래로 성을 세우고 거기 여러 형상을 새겨두었다. 인간의 표현 욕구라는 것도 저렇게도 

다양하고 정교하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큰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휘젓거나 아니라도 어차피 며칠 후 축제

가 끝나면 형체도 없이 그만 사라지고 말 작품인데, 저와 같은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사람은 정성을 

다한다. 덧없고 부질없는 일일까? 아닐 것이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 같은 찰나의 기쁨과 위로가 필요하다. 

일별하여 무익한 일로 보이는 듯한 세상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놀라운 각성을 얻기도 하므로. 

나는 일상의 걷기를 통하여 하늘이 내게 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 머잖아 일

에서 놓여난 후 그때도 지금처럼 건강이 보장만 된다면, 해안을 걷고 머물고, 걷고 머물고 하면서, 전국을 

한 바퀴 빙 돌아볼 계획을 하고 있다.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운동화 밑창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 내 땅

의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고 싶다. 그것이 이 나이에 이르도록 나를 먹여 살린 국토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정말 오래된 꿈이다.   

2021. 5. 22.(토)_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장미꽃이 아니라 바로 너란다 

2주전과 같은 시각. 울산대공원 동문을 들어서자 입구에 있는 연못에서 하얀 물줄기가 오월의 녹색 동산을 

배경으로 푸른 하늘을 향하여 기세 좋게 치솟고 있었다. 대장 분수가 백색 깃발을 높이 들자 시종 분수들이 

때맞춰 머리를 조아리며 좌우를 원으로 둘러싼다. 서늘한 물보라가 비산한다. 떨어지는 물벼락에 연잎들은 

몸을 떨며 깔깔거린다. 우리를 향한 유쾌한 환영인사다. 

오늘은 장미원 가는 길을 달리 잡았다. 대공원의 포장바닥이 아니라 공원이 품고 있는 동산의 소나무 숲길

로 올라섰다. 이 길은 본래 동해남부선 철도의 덕하역에서 출발하여 선암호수공원을 거쳐 울산대공원을 지

나 고래전망대를 경유하여 태화강 전망대에 이르는 총거리 15.6km, 소요시간 6시간 30분길의 한 갈래다. 

우리 내외가 10여 년 전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2년간 즐겨 거닐던 옥동 숲길은 그 중 일부분이다. 그리고 크

게 보면 이 길은 또한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동해안의 떠오르는 해와 동해바다를 벗 삼아 강원도 고

성의 통일전망대를 잇는 장장 770km에 이르는 해파랑길의 한 구간이기도 하다. 

며칠 전까지 거의 닷새간이나 연일 오락가락했던 봄비 덕분인지, 황금색 솔잎이 수북이 덮인 숲길의 바닥은 

비에 젖어 푸근하고 편안했다. 나뭇가지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박새들의 지저귐이 요란스러웠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와 테르펜 향내로 가슴이 다 시원하고, 울창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오월의 햇빛이 폭포수

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종일이라도 걷고 싶은 추억의 아름다운 길이었다. 한 시간 20분을 

걸어 우리는 산길에서 다시 대공원의 경내로 내려와 장미원으로 향하였다. 

아쉽게도 5월 26일부터 5일간으로 예정되었던 대공원의 장미축제는 역병 문제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장미

의 나라는 지금 한창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빨강, 노랑, 분홍, 하양과 오렌지색의, 그리고 다시 그 

색깔들의 수많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은 12개국 265종 300만 송이에 달하는 장미들이 제가

끔 만면에 천상의 웃음을 머금고 한껏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장미원을 들어서자 일대에 자욱한, 시골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던 그 흔하고 익숙한 들찔레 향기에서부터 이

름 모를 무슨 향수 내음을 닮은 듯도 한 은은하고 맑고 감미로운, 만개한 수백만 송이 장미의 체취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황홀한 색상과 향긋한 내음이 꽃밭 도처에 낭자하고 흥건하였다. 꽃나무는 1m 내외의 

관목이 주종이었다. 오직 한철의, 그도 불과 며칠간 탐스런 꽃 몇 송이를 제각각 저리도 연약한 가지에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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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려고 흙과 햇빛과 비와 바람은 나머지 온 세월을 전심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단 말인가. 놀랍고도 신비

로운 집중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장미를 꺾다가 장미 가시에 찔린 것이 원인이 되어 목숨을 잃은, 그리하여 죽음조

차 너무나도 로맨틱하여 그 사실로도 가히 한 전설이 된 릴케는 생전에,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수많

은 눈꺼풀 아래 아무도 모르는 잠이 되는 기쁨이여”하고 노래하였다. 눈꺼풀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겹겹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피어나는 꽃잎을 두고 아무도 모르는 잠이 되는 기쁨이라고 탄식한 시인의 그 여리고도 

섬세한 감성이라니!

타계한 시인 박희진은 젊은 시절, “한 육십년쯤은 시들지 않은 꽃을 아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다. “그 신비한 광망(光芒)을 잃을까봐/ 낮에도 피곤하면 닫히는 꽃/ 흰 꽃잎 한가운데/ 검고 

둥근 화심(花心)이 있는/ 거기 어쩌다가 홀연히/ 이슬이 솟는 때가/ 제일로 아름답다”고 한 시 말이다. 시인

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눈[眼]이었다. 

나는 문득 이 장미원에서 천지를 덮은 저 눈부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저렇게 영화롭고 찬란한 아름다움

도 한철을 채 견디지 못하고 스러져가야 함을 못내 안타까워하던 중, 엄마를 따라 나와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어쩌다가 장미꽃이 제 생각엔 무척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든지, 붉은 꽃잎을 넋을 잃고 뚫어

져라 바라보고 있는 서너 살 된 작은 아이에 시선이 머무는 순간, 난데없이 시인의 그 질문이 내게도 찾아왔

다. “한 백년쯤은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아는가?”라는. 

그러고는 나는 스스로 답한다. 그래, 그러리라. 한 철을 피었다가 이내 시들고 마는 꽃이 어찌 사람보다 아름

답다고 하겠는가. 아이야. 네가 그 꽃보다도 더 예쁘단다. 너는 네가 지닌 그 꽃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

상의 비바람을 이기고,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타고 넘으면서, 장차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

금 네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는 붉은 심장, 그것이 바로 네가 지닌 꽃이란다. 그 꽃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장

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 적어도 백년쯤은 시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란다. 

2021. 5. 23.(일)_내가 거친 필사(筆寫)의 제2단계, 언어의 보석 상자 나의 무지개 노트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세상은 곧 사람과 사물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듣고 읽는 것이요, 세상을 표현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쓰는 것이다. 사람은 그 누구도 언어를 도구로 한 

이와 같은 양면의 활동 없이 생존할 수 없다. 점자와 수화는 이러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

조도구다. 국어교육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네 분과로 구성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는 암송이 있고, 읽기와 쓰기 사이에는 필사가 있다. 오늘은 그간 내가 거쳐 온 필사의 

과정을 되짚어 본다. 

제1단계는 다른 사람이 쓴 좋은 글을 노트에 한 자 한 자 베껴 쓴다. 되도록 엄선하여, 되도록 많이. 하이쿠, 

시, 소설, 수필, 잠언, 경구, 속담, 명언 등 각종 아포리즘과 광고카피는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미술, 음악, 건축 등 예술작품과 서적 등 모든 분야의 책들이 그 텍스트다. 젊은 날 나는 그렇게 많

은 필사노트를 만들었고, 그 때문에 내 오른손 중지의 첫째마디에는 펜혹(굳은살)이 생겨 그 부분을 칼로 몇 

번 깎아 낸 일도 있다. 세계문학고전과 우리나라 소설을 나는 그렇게 읽었다.

제2단계는 3M의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을 노트에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스트잇에 적어 큼직한 노트에 옮겨 붙인다. 시중에는 다양한 색상으로 된, 다양한 크기의 포

스트잇을 구할 수 있으므로, 베껴 쓰는 글의 분량에 따라 다른 크기의 포스트잇을 이용한다. 글의 종류별로 

색상을 달리 할 수 있고, 그냥 재미삼아 색깔을 달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든 대학노트 크기의 필사노트도 

내게 여덟 권 쯤 있다. 주로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던 약 10년간에 걸친 시기였다. 나는 이 노트를 무지개 노

트라고 부른다. 노트를 펼치면 다양한 색상의 무지개가 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좋은 글의 보물 상자

다. 틈날 때마다 한번 씩 그걸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제3단계는 내가 읽은 좋은 글을 컴퓨터에 옮겨 적는 방법이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과 부분을 만

나면 나는 일단 그 페이지에 포스트잇을 붙여둔다. 독서가 끝나면, 나는 책상에 앉아 사전에 표시해 둔 부분

의 글을 키보드로 입력한다. 10포인트의 바탕체로 된 활자와 좁은 줄 간격으로 나는 그와 같은 자료를 지금 

2,000쪽 쯤 모았다. 항목으로 따지면 5,000개에서 10,000개쯤은 되리라고 본다. 생의 후반기에 인문학 서

적 등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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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는 모바일의 메모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서, 나는 시간, 장소, 텍스트 구분 없

이 언제, 어디서나 주로 짧은 글을 수집하는 한편, 그때그때 떠오른 내 생각을 단상이나 아포리즘의 형식을 

빌려 수시로 기록한다. 이 방법을 활용한 것 또한 벌써 5년쯤 되기에 그간에 모인 분량도 만만찮다. 

나는 대학시절 이후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는, 이상의 4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

은 대부분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다. 컴퓨터에 입력해 두어야 할 정도로 분량이 몇 쪽을 넘어가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렇다.

제1단계의 단순필사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적인 수작업에 의존하는 이상 그만큼 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이를 인용하는 데는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정신의 성장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만하다. 제2단계의 포스트잇을 이용한 필사는 자료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

정 주제의 글을 쓰고자 할 때, 관련 부분의 기록을 한 곳으로 모아, 이를 기초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 좋

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찾고자 하는 글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제3, 4단계의 디지털 방식의 필사는 아

무리 많은 분량이라도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는 특장이 있어 대단히 유용한 필사방

법이다. 그러나 한 자, 한 자 수작업으로 종이에 적어나가면서 손끝에서 발생하는 펜의 압력이 일으키는 내 

정신과 영혼에 미치는 자극의 강도로 보면 아날로그 방식에 못 미친다. 내가 아직도 무지개 노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오늘의 나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겨 내게 세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방식을 가르쳐 

준 저 수많은 동서고금의 스승들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성장하였다. 그런 연유로 나는 늘 세상에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을 다소나마 어떻게 세상에 되돌릴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한다. 

에머슨은 사람은 절반은 자기 자신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절반은 내 것이 아닌 듯하

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절반만 자신이고 나머지 절반은 타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 같다.

2021. 5. 24.(월)_내게 장난을 걸고 싶어 몸살이 난, 아난티 코브의 저 짓궂은 바람

오전 9시경 집을 나섰다. 가랑비가 오락가락 하였다. 우산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면서 걸어가 지하철 2호

선 동백역 → 중동역 → 대천공원 부근 → 방향을 바꾸어 → 신해운대역(경전철) → 오시리아역 → 동부산관

광단지 공사현장을 거쳐 인근 풍원장 식당에서 안동보리밥으로 점심을 마친 후, 기장 힐튼호텔 해안으로 걸

어갔다. 날이 들고 눈부신 햇빛이 대지에 쏟아졌다. 

아난티 코브의 산책로는 인적이 드물었다. 바다는 고요하고 수평선은 졸음에 겨운 듯 멀리 물러나 앉아 가

물가물했다. 뭍에는 때 아닌 바람이 길가에 무성한 들풀과 꽃들을 휘젓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 얼굴을 매만

지는 오월의 바람은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바람이 실어오는 나무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바다냄새를 가슴 깊

숙이 들이키면서 한낮의 햇빛 속에서 잠시 길가에 앉아 한 점의 정물이 되었다. 그러자 젊은 날 한때, 바람 

부는 날 습관처럼 중얼거리던 시 한편이 마치 꿈엔 듯 다시 찾아와 메마른 내 입술을 적셨다. 

오늘따라 바람이 

저렇게 쉴 새 없이 설레고만 있음은

오늘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의고만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풀잎에

나뭇가지에

들길에 마을에 

가을날 잎들이 말갛게 쓸리듯이

나는 오늘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의고만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아 지금 바람이 

저렇게 못 견디게 설레고만 있음은 

오늘은 또 내가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음을 

바람은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박성룡, 바람 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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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흘러, 나의 내면에는 저 바깥과는 달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던 상실의 바람,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던 자각의 바람은 아득한 추억처럼 이제 모두 잠이 들고, 지금은 오직 막막하

고 고요한 침묵의 시간만이 흘러넘친다. 삶과 죽음이 하나인 것을 조용히 깨달아 가는 이즈음, 저 아득하고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미구에 다가올 새로운 삶의 시작인 영원을 생각는다. 작고한 김현은 생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모현암의 빗질 잘 된 마당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내게 죽

음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일까. 내가 나아갈 새로운 세계를 예

표하는 저 아득한 바다일까. 아니면 두고 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일까. 그도 아니면 지상의 온갖 아름다

운 풍경일까. 허나 바다가 영원을 가리킨다면 다시 볼 바다를 그리워할 이유가 없고, 재회의 믿음이 굳건하

다면 다시 볼 그 얼굴을 또한 그리워할 까닭이 없으며, 다음 세상이 지상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불멸

의 낙원이라면 굳이 이곳의 아름다움에 미련을 남겨둘 연유가 없을 터. 

다만 내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나는 위와 같은 생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할 재간이 없다. 그

러므로 그저 지금처럼, 내게 장난을 걸고 싶어 몸살이 난 짓궂은 저 바람의 손길에 무심히 이 순간을 맡길 

수밖에. 

2021. 5. 30(일)_ 바람은 귓전에서 깃발 펄럭이는 소리로 노래하고 햇빛은 오월의 대지 위에  
축복처럼 쏟아진다

해운대 운촌항 포구가 내려다보이는 주거에서 동백섬 입구까지는 10분여. 기온은 22도. 습도는 47%. 하늘

은 쾌청. 동남동풍 3.3%. 걷기에 안성맞춤인 날씨다. 10시 40분. 집을 나서니 바람은 귓전에서 깃발 펄럭이

는 소리로 노래하고, 햇빛은 오월의 대지위에 축복처럼 쏟아진다.  

핏빛으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병사처럼 동백은 이미 떨어져 흙이 된지 오래고, 철늦은 붉은 철쭉만이 산책

로의 어깨 참에 드문드문 피어있다. 육계도인 동백섬을 한 바퀴 돌면 930m. 현관을 나와 영화의 거리를 거

쳐 섬을 세 바퀴 돌아 집에 들어서면 만보는 된다.  

동백섬 산책로에는 주로 인근 주민들인 젊은 남녀들과 함께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 COVID 19 사태 전 같

은 중국인 관광객과 외지인들은 찾아볼 수 없다. 주차장에 그렇게도 흥성대던 관광버스 역시 지금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는다.

연중 60일쯤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대마도는 오늘따라 해무에 가려 수평선에 모습이 없다. 인간의 최대 가

시거리가 25km라는데 직선거리로도 50km에 달하는 대마도가 보인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지구가 구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저 먼 수평선 위에 대마도의 최고봉 8, 9부 능선 정도가 

아니라 그 섬의 긴 해안선까지 보인다는 것이 과학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물의 영상이나 실루엣이 아니라 일종의 신기루라는 이론도 있을 법도 하다. 그 점을 검

증 중이라는 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어떻게 보면, 물길 백리 밖에 존재하는 먼 섬, 더군다나 조선조 초기만 해도 우리 땅이었던 저 섬을, 마치 떠

나간 옛 연인의 모습을 그리듯, 보이리라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없는 모습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인지도 모를 일이다. 

뭍에는 바람이 쉴 새 없이 사람들의 피부를 어루만지고 있으나, 오늘 따라 과거 현해탄으로 부르던 숱한 사

연의 바다, 대한해협의 양양한 저 바다는 고요히 잠에 취해 있다. 한반도의 끝, 대륙의 발등을 적시는 조수

의 조용한 일렁임만 저 바다가 지금 숨을 쉬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활꼴로 휘어진 수평선의 왼쪽 끝엔 미포곶이, 오른쪽 끝엔 이기대 해안을 지나 광안대교가 보인다. 바로 곁

에는 APEC회의가 열렸던 누리마루가 있다. 나는 간혹 저녁 무렵에 이곳에 들러 낙조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

하곤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처럼 주거 가까이 물, 불(햇빛), 흙(대지)과 공기(바람) 등 물질 4원소를 바탕으로 나무, 

풀, 꽃, 새, 나비 등 살아 숨 쉬는 다수의 생명체를 품고 있는 넉넉한 쉼터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개발금지의 연유가 된 천 년 전 해운선생의 방문이 고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흔적을 ‘역사’

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마음이 또한 고맙다. 소유가 아니라 향유의 관점에서 보면 동백섬

은 나의 자산으로 내 집의 앞뜰이기도 하다.

이기대에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바다를 가로질러 이곳 동백섬 앞 운촌항을 지나 백사장 뒷편 솔숲까지 해

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한 기업의 신청이 두 번이나 배척되고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이 있어 검토 

중이라 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천혜의 풍경은 본디 천하 만민의 것으로 개인의 이윤추구 대상이 아니다. 부

디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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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1.(월)_45억 년의 되풀이, 저 일렁이는 파도는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

오늘은 해파랑길 제6구간의 기점인 덕하역에서 선암호수공원을 거쳐 울산대공원을 향하여 걸어볼 생각이

었으나(그러자면 기장역에서 동해남부선 무궁화호 열차를 환승하여야 한다) 차 시간을 놓쳐 방향을 바꾸어 동해선 

경전철을 타고 가다가 송정역에서 내렸다. 송정 → 구덕포 → 청사포 → 해운대 방면으로 갈맷길의 구간 일

부를 역행(逆行)하기로 했다. 

송정 죽도공원 입구엔 접시꽃이 만개하여 한껏 맵시를 뽐내고 있었다.  이제는 시를 떠나 정치인이 되고만 

도종환은 한때, 병중에 있는 아내를 ‘접시꽃 같은 당신'이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길을 그토록 애

닳아 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그 슬픔과 상처가 이제는 다 아물었는지 모르겠다.  

붉은 꽃봉오리와 이를 떠받치는 연두빛 잎새(거기다가 죽도공원의 초록색 송림까지), 하늘과 바다의 푸른 빛 등 

삼색 대비가 너무나 섬뜩하여 가슴이 서늘한 것은 사실이다. 170년 전 미국 콩코드 숲속을 거닐던 헨리 데

이빗 소로우는 붉은 색 풍금조와 초록색 소나무, 푸른 하늘의 선명한 대조에 감탄하면서 이를 '자연의 삼위

일체'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였다. 이와 같이 눈에 띤 것은 비슷하나 느낌은 제각각이다. 

1.2km의 송정 모래밭은 해수욕장 개장 하루를 앞두고 조용히 엎드려 있다. 죽도공원의 끝자락에 선 송일정

에서 바다를 아득히 내다본다. 탁 트인 큰바다, 동해다. 어선 한척이 물을 가르며 작업장으로 나아간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탄식한다. 그래서 망양지탄(望洋之嘆)이라고 했

던가. 바다는 내가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나의 삶 전제를 멀리 내다보게 하며,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별 별 사람들을 모두 너그럽게 대하라고 채근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 멀었다는 사실을 일

깨워준다. 바다는 늘 내게 그런 큰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세상의 그 많은 바다 중에서도 송정바다가 더욱 그렇다. 이 바다에 대한 감회는 남다르다. 오래전 군복

무를 마친 후 복학한 다음 해, 처음으로 마주한 부산에서의 바다가 이곳 송정바다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

애 처음으로 나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갑자기 찾아온 바다에서의 그 사랑

은 너무나도 위대하여 나로 하여금 이후의 격랑이 이는 숱한 생의 파도를 뛰어넘게 하였다. 인생의 저물녘

에 이르러 이렇듯 무사히 항구에 당도한 것 또한 바로 꺼지지 않은 내 생의 길잡이인 바로 그 등대 덕분이다. 

먼 바다에서 뭍을 향하여 달려온 바닷물은 저와 같은 모습으로 몸을 뒤채면서 하얀 속살을 보이기도 하고, 

모래톱을 그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기도 한다. 가히 45억 년의 되풀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나의 발밑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저 작은 파도는 족히 48년 전의 되풀이다. 그날의 추억을 나는 고스란히 이곳에 묻었

으므로, 지금 저 파도는 내가 숨겨둔 비밀의 사연을 헤집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익살스런 표

정으로 즐거이 속삭인다.    

다시 걸었다. 그리하여 구덕포를 거쳐 갈맷길의 블루라인 나뭇길을 따라 청사포 등대에 이른 것은 11:00경. 

저 수평선은 직선인가, 곡선인가? 이 바다 앞에서 둥근 원둘레의 절반이 넘는 각도의 궁륭으로 휘어진 저 

수평선을 보고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말인가? 편견은 무섭다. 10번 마을버스로 장

산역, 그리고 동백역, 집에 도착한 것은 11:40.  걸음 수 11,477보. 걸은 거리 8.59km. 활동시간 113분.

집에 돌아오자 읽다가 책상 위에 펼쳐 두었던 책 안에서 다시 내 귀에 대고 가만가만 속삭이는 소로우의 목

소리가 들린다. "느릿느릿 걷는 자가 되어 날마다 최소한 한두 시간 야외에서 보내는 것, 일출과 일몰을 감상

하는 것, 바람 속에 들어 있는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 언덕이나 나무의 전망대에 올라 눈

보라와 폭풍우를 관찰하는 것. 그렇게 나는 산책하는 사람이다. (…) 땀구멍을 모두 열어젖히고 사계절 내내 

자연의 모든 시내와 대양과 조수에 목욕을 한다. 봄과 함께 파릇파릇해지고, 가을과 함께 노랗게 익어간다. 

각 계절의 영양분을 보약처럼 들이킨다. 그것이야 말로 나를 위하여 특별히 조제된 진정한 만병통치약이다."   

2021. 6. 1. (월)_봄은 가고 여름이 되었지만 꽃은 여전히 핀다

자연의 시간은 순수지속이나 인간의 시간은 단절된 순간의 연속이다.  그런 셈법으로 사람들은 봄이 가고 

이제 여름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어제 피었던 꽃은 오늘도 여전히 피어있고, 한그루의 풀꽃에서도 더러는 

한 송이가 지면 다른 송이가 이어 피기도 한다.   

거제동에서 퇴근하던 중 건물 화단에 심어둔 몇 종류의 꽃을 보았다. 인간의 시간으로 여름이 오거나 말거

나 저들은 변함없이 자연의 시간에 따라 활짝 웃으며 향기를 발하고 있었다. 보라색 옥잠화, 노란 달맞이꽃, 

하얀 약모밀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간씩 멈추게 한다. 

어제는 산책길에서 붉은 접시꽃을 보았는데, 오늘은 주거 가까이서 수국꽃을 보았다. 오월이 장미의 계절이

라면 유월은 수국의 계절이라 해도 좋을 듯. 하순쯤 되면 영도 태종사의 수국 정원이 볼만 할 것이다. 운촌

항 연변의 로터리를 장식한 노란 꽃밭이 웬일인가 하고 근접하여 살펴보았더니 천수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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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들판에서는 개망초가 한창이고, 큰금계국도 사방에 널려있다. 에머슨은 대지는 꽃으로 웃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환경생태학자 레이철 카슨이 이 말을 널리 유포시켰다. 아닌 게 아니라 꽃은 가까이 다가가 자신

을 쳐다보는 사람을 향하여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끼리 무어라 

떠들어대도 다만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그 모든 소음을 즐거이 들어준다. 

대여 김춘수 선생이 깨우쳐 준 바, 이름이 없었다면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저 가냘픈 꽃의 흔들

림과 향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겠는가. 사랑은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름지기 호명에서 시작한

다. 공자가 편집한 시경 또한 시인(또는 글 쓰는 사람)의 본령은 우선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여름엔 자연의 많고 많은 권속들의 이름을 되도록 풍성하게 알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진작에 

모바일에 ‘Picture This’라는 이름의 멋진 앱을 심어두었다. 

2021. 6. 2.(화)_만물이 잠든 시각에도 세상 어딘가엔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자 

오후 6시쯤 되면 태양의 고도는 더욱 낮아지고 고층건물의 등을 비추는 햇빛은,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끝내

고 가로로 길게 누워 저녁을 맞는 내해(內海) 건너편의 동백섬을, 마치 번철에 오른 무슨 생선처럼 네 토막으

로 자른다. 노란색의 세로줄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햇빛의 통로이고, 나머지는 고생대의 공룡 같은 거

대한 몸집의 빌딩이 만든 그늘이다. 그 앞을 어선인 듯 한척의 자그마한 동력선이 바닷물을 가르면서 고물에 

길게 물무늬를 매달고 포구로 돌아온다. 오늘도 그리하여 하루의 삶이 끝났다. 

일상으로 대하는 저물녘 갯가의 범상한 풍경이지만 해질 무렵 물체의 긴 그림자는 우리로 하여금 일말의 애

상(哀傷)과 적막함을 불러일으킨다. 알베르 카뮈는 ‘사막’이란 제목의 산문에서 저와 같은 그늘을 ‘말없는 슬

픔’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행복이기도 하다면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다. 

“사람이 가슴으로 확신할 수 있는 진실이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늘이 피렌체 들판의 포도나무와 올리

브나무들을 엄청나고 말없는 슬픔으로 뒤덮어가기 시작하는 어떤 저녁, 나는 이 진실이 자명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장의 슬픔은 아름다움에 대한 한갓 주석만은 결코 아니다. 저녁을 가르며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나는 내 속에서 무엇인가 응어리가 풀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슬픔의 얼굴을 가진 이것이 그래도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임을 오늘 내가 어찌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런 뜻에서 아이리스 머독 역시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도 슬퍼서 다년간 불행이

라 오해하고 그걸 내몰았으나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행복이었다.”는 말로 생의 끝자락에 닥친 자신의 불행을 

목숨처럼 껴안았으리라.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는 포구에 서서, 평생에 걸친 온갖 고난과 시름이 자잘한 몇 개의 주름으로 

남았을 뿐인, 어떤 노인의 편안한 얼굴 같은 저녁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면, 내가 살아온 긴 세월의 고통과 

슬픔 등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느낌이 든다. 아마도 저 소금기가 밴 바닷물이 풍기는 진한 향기 때문이리

라. 아이작 디너센(Isak Dinesen)이 “세상만사에 대한 치유는 소금물로 하라. 땀, 눈물, 바닷물이 그것이다.”

라고 한 이유를 알 듯도 하다. 바다 냄새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이윽고 지상의 빛이 모두 스러지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불빛이 조금 전에 사라진 빛

을 대신하고자 나선다. 그러나 그건 어림없는 일. 해발 65m쯤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저 섬은 이제 깃을 접은 

새들과 광합성 대신 호흡을 시작한 나무와 풀들을 따뜻이 품에 안고 더욱 짙어만 가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는다.

섬의 발등을 적시고 있는 바닷물이 마치 요람의 아이를 재우듯이 자장가를 흥얼거리면 밤은 더욱 깊어간다. 

창을 열면 저들의 고른 숨소리마저 헤아려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섬 건너 저편 먼 바다의 수평선에는 여러 

점의 불빛이 나란히 도열하여, 밤하늘에 높이 뜬 은하수의 별처럼 깜박거린다. 어선일까. 먼 물길을 따라 밤

새 항해를 하는 화물선일까. 야간 작업등(作業燈)에 이글거리는 어부들의 얼굴과 불 꺼진 조타실에서 어둔 

바다를 응시하는 항해사의 매서운 눈빛이 떠오른다. 만물이 잠을 청하는 이 시각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저

렇듯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자. 

2021. 6. 3.(수)_ 한 세기전의 수줍고 단정한 새색시 같은, 부산이 숨겨놓은 아름다운 마을,  
내 사랑 명지오션시티

면적이 55만평에 달하고, 가구 수는 7,000이 넘으며 인구 또한 25,000명이나 되는 소도시를 마을이라니!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아담하고 조용하고 깜직한 마을임이 분명하다. 

해운대, 기장 등 동부산에서 서쪽 끝인 이곳으로 접근하려면, 광안대교 → 북항대교 → 남항대교 → 을숙도

대교 등 4개의 해상교량을 거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또한 멋진 드라이브 코스다. 승용차로는 25분에서 

30분, 1011번 버스로는 45분에서 55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지하철 3호선을 1호선 하단역과 연결하는 공

사 때문에 일부 지체구간이 있다. 공사가 끝나면 소요시간은 더 줄 것이다. 

입구에 이르러 자동차에서 내리면 먼 여행 끝에 드디어 집에 도착한 아이들 같이 마냥 들뜬다. 보들레르는 

항구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곳이야말로 생존경쟁에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는 매혹적인 안식처다. 어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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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라도 그냥 들어 눕고 싶어진다.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파밭과 염전으로 널리 알려졌던 김해군 명지 일원의 공유수면(50년 전 나는 사람을 

만나려고 배를 타고 이 부근을 건넌 적이 있다)에, 어쩌면 이렇게 왕관의 보석 같은 예쁜 마을이 생겨날 수 있단 말

인가. (환경운동가들이 들으면 큰일 날 말?) 2005년에 부산광역시가 직접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이 기적의 신도시는 하늘과 바다와 강, 그리고 숲이 어우러져 가히 환상적인 조합을 이룬 아

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다. 초·중·고 등 각 급 학교와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식당가인 행복마을에는 

세상의 모든 음식이란 음식은 모두 모여 있다. 

부산이 명지오션시티를 숨겨두었다고 한 이유는, 개발이 끝나 입주를 시작하고서도 10년이 지난 2017년에

야 이곳의 존재를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주

민이 아니면서 이곳을 한 번 다녀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곳을 잘 이야기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나는 

안다. 왜냐고? 자기만 즐기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곳을 그런 이유로 숨겨두고 싶어 한다.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철새도래지와 늪지 덕분에 개발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주로 새들을 위한 친환경 위

주로 조성이 되었다(둑을 넘어갈 수 없고, 원색의 의상을 입고 산책로에 진입할 수 없다. 이곳의 주인인 새들이 놀라니까. 

손님은 마땅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당대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후손들을 위한 오래 기억될 

기념비적인 작품을 빚어냈다. 

특히 해안을 따라가면서, 60m의 폭으로 조성한 튼실한 해송의 숲이 울창하고, 낙동강을 동서로 가르는 왕

복 6.6km의 산책로는 주변에 각종, 각색의 꽃나무를 심어놓아 철철이 예쁜 꽃이 피고 그로 하여 늘 향기가 

그득하다. 방조림 건너 안쪽 차도주변에는 일제히 벚나무를 줄줄이 심어 해마다 사월초가 되면 이곳은 이른

바 꽃동네가 된다. 머잖아 남천동 삼익아파트 단지처럼 벚꽃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월의 버찌와 

가을의 단풍 또한 구경거리라고 할 만하다. 마을 곳곳에 근린공원이 있고, 공원 사이를 잇는 공터와 인도에

는 이팝나무, 아기사과나무, 오동나무, 느티, 낙엽송과 낙우송, 메타세콰이어 등 고급 수종의 아름다운 수형

으로 된 나무들이 즐비하다. 

호수와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주인인 새들을 관찰하는 탐조대가 있고, 물이 빠지면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러나 당연히 접근금지다) 먼 저편의 대마등(大馬嶝)을 비롯한 장자도, 진우도 등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기다란 

모래섬이 마치 부평초처럼 떠서 나부낀다. 서쪽으로는 가까이 가덕도의 연대봉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멀리 

몰운대와 다대포가 가물가물 눈에 들어온다. 

더러는 공중을 떠가는 비행기가 보이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해가 높이 뜨면 바다는 햇빛의 놀이터가 되

고, 달이 뜨는 밤이면 강물은 월인천강(月印千江)의 전설 나라가 된다. 하구에 이르러 서행(徐行) 중인 낙동강 

칠백리의 물길이 마침내 저 망망한 태평양에 멈칫멈칫 다가가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하는, 그리하여 강물

과 바닷물이 한데 어울려 넘실넘실 춤을 추는 장면은 다른 곳에서는 차마 꿈도 꿀 수 없는 명장면이다. 

주말이라도 이곳은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직 하늘과 바다와 강, 그리고 호수가 된 바다를 느릿

느릿 거니는 철새들, 솔숲을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 눈부신 햇빛과 서늘한 달빛 뿐이다. 이들이 이곳의 주인

들이다. 어쩌다가 눈에 뜨이는 한두 사람은 그저 그들을 구경하는 행인에 불과하다. 

오늘은 그만하자. 이쯤으로도 내가 이곳을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듯 하지 아니한가! 나 또한 이

곳을 오래 숨겨두고 싶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를 굳이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겠다.) 사랑이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던가. 두 가지 마음 말이다. 

2021. 6. 5.(토)_ 신라 천년 사직을 수도 경주의 등 뒤에서 지켜본 울산 태화강,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를 낳더니, 이제는 국가정원의 훈장을 달다

동해선 벡스코역(08:45) 승차 → 기장역에서 동해행 무궁화로 열차 환승(09:18) → 태화강역 도착(10:00) → 

도보로 태화강변에 도착(10:30). 오늘의 일정 또한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당초 계획은 덕하역에 내려 선암호

수공원으로 향할 생각이었는데, 해당 열차가 그곳에 정차하지 않는 바람에 내처 울산까지 가기로 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산책코스 하나를 추가하게 되었다. 

울산 도심을 느린 걸음으로 횡단하는 태화강은 50km에 약간 못 미치는 그다지 긴 강은 아니지만, 가지산 

배냇골 또는 백암산 탑골샘에서 발원한 물이 동해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은 산과 계곡을 넘나들고 들판을 주

유하면서 선사시대 이후 금세기에 이르도록 650㎢나 되는 유역과 그 몇 배에 이르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의 바탕이 되어 왔다. 

특히 고도 경주의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어, 신라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라천년사직의 애환과 영고성쇠

를 빤히 바라보며 목숨을 부지하여 왔고(태화강이란 이름도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태화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

다), 금세기 전후에는 국내 제일의 산업도시를 낳더니, 드디어는 그 공로로 순천만에 이어 십리대밭 일원 태

화강대공원이 2019년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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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산업화하면서 태화강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울산시민과 당국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결국 

강은 회생하였고, 이제는 연어가 회귀하는 모천으로서의 기적을 낳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동식물 423종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되었다. 하구 습지 면적 32㎢로, 동해로 흘러드는 77개의 하천 중에서 가장 

습지가 넓은 곳으로 기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하구에서 굴 등 각종 패류가 자생한다는 사실이 발

견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당도한 지점은 하류라고 보아야 할 곳도 아닌데도 강물의 유속은 마냥 느렸다. 만고풍상을 겪고 난 

뒤 세상만사에 달관한 나머지 이 생을 초월하여 한껏 느긋해진 마음으로 아득한 산봉우리를 지긋이 바라보

며 뒷짐을 지고 “세월아, 너는 가거라, 나는 이러히 걷는다”고 하면서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한 노인의 발

걸음 속도 같은 행보다. 강변의 습지에는 갈대와 부들, 억새가 사람의 키 높이로 무성히 자라 바람에 무심히 

나부끼고 여기저기 희끗희끗 피어있는 개망초 부근에 이따금씩 흰나비가 나풀거렸다. 

유유히 그리고 잠잠히 흐르는 저 강을 바라보니, 시간도, 세월도, 인생도, 역사도 모두 모두 흘러 다 지나가 

버리고 오직 남는 것은 옛사람이 남긴 기억과 그 기억의 흔적뿐임을 실감한다. 그런 마음으로 강을 바라보며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을까. 

강이 흐른다. 

이제 무심한 일월의 조응 속에서

품에는 어룡권속들의 자맥질과

등에는 생로와 환락의 목주를 얹고

선악과 애증이 교차하는 다리 밑으로 

사랑의 밀어와 이별의 노래를 들으며

생사의 신음과 원귀의 곡성마저 들으며

일체의 삶의 율조와 합주하면서 

강이 흐른다.

샘에서 시내에서 폭포에서 여울에서 

억만의 현존이 엉키고 맺혀 

새로 낳고 죽어가며 바다로 흘러 

거기서 격노와 포효와 파괴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마당이 되고 

거기서 평등과 자유와 평화의 

정밀한 생성의 바탕이 되어

곡절로 가득한 역사를 지으려고 

강이 흐른다.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도 없이 

무상 속에서 단일한 자아를 안고 

철석보다도 굳은 사랑을 안고 

영원한 순간을 자지름하며……

(구상의 시, ‘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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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선으로 잘 정돈된 강변길을 한 시간 반 쯤 걸으니(6km 상당의 거리다), 강을 건너 십리대밭으로 들어가는 

인도교가 있었다. 그동안 차도인 다리 서너 개를 그 아래로 통과하였다. 십리로 뻗어있는 짙은 대숲이 길게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고, 입구엔  막 전성기를 넘긴 이른바 기화요초들이 시들시들 따가운 햇빛에 기진맥

진해 하고 있었다. 너무 늦게 왔다는 아쉬움이 컸다. 

그래도 소득은 있었다. 아, 코스모스! 실로 얼마만인가. 웬일인지 이즈음엔 거리에 가을이 되어도 코스모스

를 구경할 수 없다. 그런데 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난데없이 이곳에서, 어린 날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듯한 추억과 감상에 젖어, 강바람에 한들한들 몸을 흔드는 빨강, 분홍, 보라색의 철없는 코스모스를 한참이

나 바라보았다. 젊은 날,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을 꽃길은 나를 얼마나 설레게 하였던가. 그리고 작은 알약만

한 막 피기전의 쬐끄만 꽃망울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 배어나오는 말간 꽃물에서 풍기는 보랏빛 냄새

는 또 나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였던가. 꽃밭에는 코스모스와 친구가 되려고 무릎을 굽혀 한껏 키를 낮춘 해

바라기도 드문드문 끼어있어 더욱 재회의 감회를 깊게 하였다. 

프렌치 라벤더의 향내에 취해 점심 요기를 간단히 마친 뒤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만 나누고 다음날에 다시 

와서 하루 종일 찬찬히 놀다 가리라 작정하고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길엔 울산 교통 사정에 어두워 시간이 

늦어 허둥지둥하였고, 거기다가 태화강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만석이어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거

기서 우리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30분쯤 걸어 오후 2시10분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돌아왔다. 걸음 수는 

20081보. 활동시간 204분. 걸은 거리 15.25km. 몸은 조금 고단했지만 새 친구를 얻은 기분에 마음은 한

결 가뿐했다. 

2021. 6. 6.(일)_바다를 위한 헌사(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다가 내게 베푼 것, 바다가 내게 가르쳐 준 것, 바다가 내게 보여 준 것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

다. 찬사를 늘어놓기로 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도 어림없으리라. 누구든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생후 3주 만에 외가에서 친가로 돌아오던 도중, 수심이 얕아 부두에 접안을 하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여객선에 다가간 거룻배에서 나를 안고 큰 배에 오르던 숙모가 하마터면 팔에서 나를 놓칠 번한 아찔

한 장면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당시 자애로운 바다가 나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줄 모르겠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빼기

로 하자. 바다를 위한 헌사로 몇 가지만 적어본다. 

(1)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작가 홍성원의 글이다. “바다를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물 중에

서 바다는 가장 단순한 구도를 지니고 있다. 한 개의 선과 두 개의 색상이 만나는 구도의 전부다. 가장 큰 것

이 가장 단순해서 바다는 우리를 감동시킨다.” 

두 개의 색상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상으로 뒤엉켜 있어서 수평선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맑은 날의 경우, 바다는 가까이는 밝은 청록색(Ocean Blue, light blue green)이었다가 점점 멀어

질수록 연한 파랑색(Aqua Blue, pale blue)으로 옅어진다. 하늘은 우리의 시선 가까이 높은 곳은 청천색(pale 

blue)인데 점점 멀어질수록 파스텔블루(Pastel Blue, pale blue)로 옅어진다. 그리하여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에서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색조는 비슷해진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같은 것 같으면

서도 다른 색상이 하늘과 바다의 색상이다. 

결국은 한정된 공간에 선 하나만 그으면 바다를 그릴 수 있으니 바다의 모습은 얼마나 단순명료한가. 바다

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단순함이다. 복잡한 것은 아름다울 수 없다. 사람의 삶

과 말과 글도 그렇다. 

(2) 바다는 만남을 표상한다. 

세상만물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바다 또한 그렇다. 바다는 하늘과 만나고, 바다는 

바람과 만나고, 바다는 뭍과 만난다. 그와 같은 만남의 경계에 수평선과 파도와 해변이 생겨난다. 

시인 정현종은 쓴다. “바다는 대체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해변과 파도와 수평선이 그것이다. 모두 문자 그

대로 낭만적인 물건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 속에는 이국정조(異國情調)가 있으며 어디서 오는지 잘 알 

수 없는 한 가닥 페이소스(pathos)도 있다. 그런데 잘 보면, 위의 세 가지는 모두 두 가지의 다른 것이 만나는 

경계임을 알 수 있다. 해변은 바다와 땅이 만나는 경계이며, 파도는 물과 공기가 만나는 경계이고,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경계다.” 

연인들이 바다를 찾는 이유를 알겠는가. 바다가 연출하는 만남의 환경 속에서 사람은 목석일 수 없다. 과거 

나의 선배 한분은 농담조로,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바닷가를 남녀가 함께 걸으면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연

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파트너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행보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

의 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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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다는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 

나는 진작 “바다는 45억 년의 청춘”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바다는 매일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의 바다는 어

제의 바다가 아니며, 내일의 바다는 오늘의 바다가 아닐 것이다. 카뮈가 “바다에서의 아침은 세상의 처음을 

보는 것 같다”고 한 말도 같은 뜻이라고 본다. 인류에게는 재난이지만 가끔 맞닥뜨리는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바다의 자정작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조절장치이자 청정한 공기로

의 정화장치다. 

(4) 바다는 만인을 치유한다. 

바닷물은 인간의 체액과 염도가 비슷하다고 한다. 바다의 소금물 냄새와 향기는 강력한 정신 치유의 효과가 

있고, 파도가 분사하는 비말을 장기간 흡입하고 오랜 지병을 고쳤다는 사람의 말을 들은 바도 있다. 해변의 

맑은 공기는 오염된 대기에 상처 입은 폐를 치유한다. 바다가 함유하는 무기물은 인체에 약이 되기도 한다. 

(5)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한다. 

그리하여 바다는 강물도 받아들이고, 빗물도 받아들이며, 모든 지구의 오물과 쓰레기도 받아들인다. 너그럽

기 짝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없다. 그만큼 품이 넓기 때문이다. 

(6) 바다는 노래한다.  

바다는 바람이 없는 날에도 일렁인다. 모래톱에는 바닷물이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사람이 마치 숨

을 쉬듯 바다도 호흡을 한다. 파랑이 일면 노랫소리는 커지고, 물결은 높아진다. 해변에서는 바다도 사람들

도 우주의 리듬으로 숨을 쉬고, 우주의 리듬으로 노래를 한다. 

(7) 바다는 천의 얼굴이다. 

바다는 빛깔, 모양, 소리가 같은 날이 없다. 물빛은 하늘색이기도하고, 청남색이기도하고, 에메랄드색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햇빛이 쏟아지면 눈부신 백색이 되기도 한다. 황혼 무렵엔 선홍색으로 물들기도 한다. 잠든 

호수처럼 잔잔하다가도, 바람을 싣고 한껏 설레기도 하다가, 큰바람이 몰려오면 성난 맹수처럼 울부짖기도 

한다. 그러다가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거울처럼 매끈한 수면에 달빛을 되비치기도 한다.        

(8) 바다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 것도 없는 체 한다. 

바다는 광활한 생명의 터전이다.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살고 우리는 그중 1%만 안다. 그 1% 중의 작

은 일부분이 인간의 식량자원이 된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광활한 자연환경이자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무궁한 생태계인 바다가 없었다면, 인간 또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품안에 숨기고 있어서 겉으로는 그저 일렁이는 물로만 보인다. 그냥 빈손으로만 여겨진다. 짐짓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러나 그 품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 담는다. 그러고는 말없이 겉모습만 보여줄 뿐이다. 이에 나는 내

가 사랑하는 바다에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헌정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지구상의 그 어떤 모범 

사도가 바다만큼 이를 잘 준행한 사람이 있었던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

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린도 후서 6:9-10).” 

2021. 6. 7.(월)_호수는 대지의 눈이자 숲의 심장이며 자연의 가슴에 달린 거울이다(소로우)  

울산대공원에서 동쪽으로 불과 4km 남짓 떨어진 숲속에 숨어 있는 수원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곳이 

있다. 선암호수공원이다. 유원지나 호수는 사람들의 주거와는 멀리 떨어진 산중이나 인구밀집지역의 외곽

에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 호수는 도심에 있다. 사람들이 호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수가 사람

들 쪽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하여야 할까.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신선산의 표고가 겨우 79.7m다. 

인가에 밀고 들어와 바로 곁에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는 오늘, 열차로 신해운대역에서 덕하역으로 이동하

여,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새로 지은 지나치게 덩치가 큰 덕하 역사(驛舍)를 나와 맞닥뜨린 덕하 장터(오늘이 

오일장이 서는 날) 주변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해파랑길의 제6구간인 기점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장터거리에 앉아 있는 할머니들에게 물어 결국 버스를 타고 서너 구간을 지나 울산 삼일여고 부근으로 와

서, 다시 길을 묻고 물어 뙤약볕 아래 밀집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길을 30분이나 걸어 자그마한 언덕을 

넘어 당도한 곳이 바로 울산시가 조성한 선암호수공원이었다. 

걷기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호반의 산책만큼 매력적인 장소가 없다. 하늘과 숲과 물과, 또 거기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완상(玩賞)하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도심보다는 적어도 시간이 

세배쯤은 더 늘어지는 것 같다. 

이곳에 와서 저 호수의 파란 물빛을 바라보니, 다시 소로우가 생각난다. 그는 말한다. “호수는 경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표정이 풍부한 지형이다. 그것은 대지(大地)의 눈이다.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은 자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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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9.(토)_활짝 핀 꽃보다 피기 직전의 꽃봉오리가 더 아름답다. 사람도 그렇다. 

미당(未堂)이 쓴 시, ‘선운사 동백꽃’의 운(韻)을 잠시 빌린다. 

부산 영도 태종대로 

태종사 수국꽃을 보러 갔더니

수국꽃은 아직 일러 만개하지 않았고

나비 대신 벌 대신 사람들만 꽃밭에 몰려와

작년엔 이때쯤이 최고였는데, 정말 최고였는데

애꿎은 시절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입을 모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의 시간에 따라 피고 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가 꽃은 모

름지기 활짝 피었을 때보다 막 피기 전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니던가. (물론 사람도 그렇다.) 

일단 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꽃은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농익어 흐드러진 모습에는 이미 시들어 죽어가

는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법. 그러나 피기 직전의 싱싱하고, 풋풋하고, 탄력 넘치는 꽃봉오리는 애교와 열정

과 천진한 사랑의 모습으로 충만하다.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 만개 전의 꽃봉오리는 색상과 형태와 향기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수국이 활짝 피려면 적어도 한 열흘쯤은 기다려야 할 듯. 허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 말로 얼마나 행복한 세

월이던가. 세상에 이만큼 가슴 설레고 복된 시간이 또 있겠는가. 저 수국은 흙의 성분에 따라 붉은 꽃이 피

기도 하고, 노란 꽃이 피기도 하고, 파란 꽃이 피기도 한다. 장차 어떤 색상의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의 웃음

을 지으며 그리고 언제쯤 나를 맞아줄지를 상상하며 기다리는 이 기간은 열흘이 아니라 스무날이라도 금방 

지나가고 말리라. 그러므로 나를 혼곤히 취하게 하는 마약 같은 그 세월의 달콤함을 마땅히 즐겨야 하리. 

그리하여 나는 다시 영랑의 시운(詩韻)을 차용하여 나의 기다림을 기리고자 한다. 

성의 깊이를 잰다. 호숫가를 따라 자라는 나무들은 눈의 가장자리에 난 가냘픈 속눈썹이며, 그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과 낭떠러지들은 굵직한 눈썹이라고 할 수 있다.” 

호수가 대지의 눈이라는 말을 들으니,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맘 호수만 하니 눈감

을 밖에”라고 한 정지용의 시, ‘호수’가 떠오른다. 하늘빛을 닮아 푸른색이 되었다가, 한편으론 숲의 빛깔을 

닮아 녹색이 되기도 하는 울창한 숲속의 호수를 멀리서 바라보면 과연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는 

또 다른 날의 일기에서, 호수를 숲의 심장이자 자연의 가슴에 달린 거울이라고도 하였다. 

그는 170년 전 미국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를 걸으며 자연을 예찬하고 단순소박하고 깔끔한 삶을 영위하는 

한편, 산책의 과정에 얻은 보석 같이 빛나는 사유의 결과물로 수십 권의 일기(journal)를 세상에 남겼다. 이런 

곳엔 무엇보다 그가 남긴 『월든』이나 『일기』를 지참하여 숲속에서 한 장 한 장 아껴가며 읽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아쉽다. 

소로우가 찬탄하여 마지않은 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나는 첫째로는 빛에, 둘째로는 시력에, 그리고 그 둘

을 동시에 주신 분께 감사한다. 그 둘이 없었다면 나는 결국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솔로몬

왕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술회하지 않았는가(전도서 

11:7).

돌아오는 길은 뜻밖에도 쉬웠다. 거기까지 올라온 마을버스를 타고 간단히 큰 길로 내려가 시내버스로 공업

탑을 향하여 세 구역을 나아간 바, 울산대공원 동문이었다. 해운대행 직행 버스를 20분 간격으로 그곳에서 

탈 수 있다. 오래도록 드나들어 너무나도 익숙한 울산대공원 바로 근방에 또 다른 초록의 쉼터가 숨어 있었

음을 우리는 과거 울산에 거주한 이래 거의 20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니. 알고 보면 이렇게도 쉬운 것을, 

알기 전엔 사방을 온통 정신없이 헤매었으니. 세상만사가 대체로 그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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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까지 오락가락 하던 빗줄기로 장산 계곡엔 물이 불어 맑은 물이 기운찬 소리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

다. 과거에는 이 물로 일대에 아득하게 펼쳐졌던 들판에서 자라던 벼 포기들을 살찌웠으나 이제는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어가고 일부는 춘천을 통하여 일대의 오물을 정화하면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대천공원에서 걸어 5분 쯤 거리의 좌측 꺼진 부분에 자그마한 습지가 있다. 지금 거기 수련이 피었다. 곁에

는 이를 축하하려고 수국이 붉은 꽃을 피웠다. 

폭포사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사찰에 이름을 부여한 양운폭포가 있다. 폭포라기 부르기에는 너무 작

은 낙차(落差)이긴 하나, 소리만은 우렁차서 자신이 폭포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폭포 주변 물가에 특이한 이국 수종의 나무가 일곱그루나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캐나다의 국기에 등

장하는 메이플단풍나무다.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캐나다 지역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이 나무들을 보았는

데, 바로 여기 장산의 작은 폭포 곁에서 이들을 오랜만에 다시 본다. 

콩코드의 은자(隱者) 소로우는, “내게 월든(호수)은 대서양이고, 한 순간은 영원”이라고 말하면서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서 산책과 사색을 통하여 후세에 아름다운 문장에 담긴 깊고도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통찰을 

남겼다. 크기가 무슨 상관이랴. 양운폭포는 그렇게 크기에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이름값을 다하고 있다.

장산의 품과 계곡은 우리 식구들에게는 고향과 같이 너그럽고 편안한 품이고,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일

상의 쉼터다. 다녀오면 그때마다 몸과 마음은 맑아진다.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면 우리는 항상 그곳으로 간다. 

계곡의 물소리와 바람소리, 나무 가지사이를 오가며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가끔씩 등장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는 다람쥐, 항상 우리를 반기는 듬직한 공원 입구에 늘어선 느티의 행렬, 철따라 피는 야생화, 공원 뒤편에 

이젠 키가 몰라보게 자란 여러 그루의 금목서 형제들, 이 같은 장산의 식구들은 우리가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방에서 달려온다. 못 말릴 환영인사다. 그 재미로 우리는 수시로 장산을 찾는다. 계절과는 상관없이.

수국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계절을.

환희가 아니고 왜 슬픔인가. 그때가 되면 꽃은 이미 지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가 기쁨의 세월이며 그때 

이후는 이미 꽃을 잃어야 하는 상실의 계절이 될 것이므로. 

그러나 지금은 저들의 만개로 눈부신 수국정원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 축복받은 이 시간의 감미로움

을 나는 마음껏 향유하리라. 비록 짧게 끝나고 말 기간이긴 하지만. 

2021. 6. 21.(월)_해운대의 진산, 금련산맥의 최고봉 장산을 예찬하다

해운대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안에 있는 명품 소도시다. 해운대가 명품인 것은 사람들의 공보다는 자

연의 혜택이 먼저다. 배산임해(背山臨海)의 지형이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다. 앞에는 세계를 향하여 열린 무한

의 바다인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고, 등 뒤로는 태백산맥의 끝자락에서 정기를 이어받은 기장군 일광면의 달

음산에서 시작하여 영도 봉래산으로 이어지는 금련산맥의 최고봉인 표고 634m의 장산(萇山)이 버티고 있

는 덕분이다. 그리하여 해운대의 주거는 대부분 낮에는 앞문으로 파도가 일렁이면서 생겨난 시원한 태평양

의 바닷바람이, 밤에는 뒷문으로 울창한 수목의 호흡으로 생겨난 장산의 신선한 산바람이 넘쳐난다. 해운대 

사람들에게 태평양이 어머니라면 장산은 아버지다. 

장산은 7000만 년 전에 화산폭발로 생긴 산으로(해운대에 온천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품이 너르기 한량이 없

으며(사람들이 가끔 길을 잃기도 한다), 골이 깊고 수림이 울창하여 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운촌항으로 이어지는 춘

천의 원류다), 수많은 조류와 곤충들이 서식하고 야생화가 넘쳐난다. 정상 부근의 억새밭은 널리 알려져 있다. 

좌동의 신시가지 주거에선 장산의 입구인 대천공원이 지척이다. 거기서 체육공원까지는 도보로 15분에서 

20분이면 당도할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산책객과 등산객이 갈린다. 좌측으로는 해발 383m의 옥녀봉

과 같은 높이의 중봉을 지나 정상에 이르고, 체육공원 못미처 우측으로 올라가면 해발 334m의 구곡산에 

이른다. 어느 곳이든 눈높이로 떠오른 동해와 남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을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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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바닷가에서 보낸 한 철

큰길 건너편에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장차 이곳 놀이동산에 어떤 볼거리와 재미있는 조

형물과 시설들이 들어설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건축 중인 서구풍의 건물들은 대체로 

조잡하고 어수선하다. 적어도 현재로는 그렇게 보인다. 거기서부터 해운대 운촌항까지는 버스로 30분 남

짓. 오시리아 역에서 경전철을 타도 그만큼의 시간은 소요된다. 

바다를 떠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뒤돌아보면 바다는 멈칫멈칫 자꾸만 내 뒤를 따라온다. 오래 전 

대변항에 들렀다가 몇 줄의 글을 적은 바 있는데, 세월은 흘러도 그제나 이제나 형편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십일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햇빛이 좋은 날에 늦잠에서 깨어나는 기장군 대변항 포구에 가서, 바닷

가 둑을 나란히 걷고 있는데, 물밑이 훤히 보이는 해수면 아래 해초들 부드럽게 나풀거리고, 물고기 

몇 마리 한가히 노니는 모습 보인다. 물살이 발밑에서 낯선 우리 둘을 보고 꾸뻑꾸뻑 절을 한다. 순명

의 사람 곁으로 다가왔다가 호수가 된 포구에 갇혀버린 바다. 날렵한 어선 한 척 남빛으로 눈부신 만 

안쪽을 한 줄 백색 선을 그으며 달려오고, 차디찬 하늘 아래 꽉 찬 햇빛을 안고 유리가루로 깨어져 

날카롭게 빛나는 바다. 오징어 무리들 비스듬히 기대 놓은 발 위에 말간 얼굴로 바다냄새를 뱉어내며 

편안한 자세로 사지를 뻗고 누워 몸을 말리고 있고, 몸단장으로 출어준비에 부산한 어선들의 마스트 

위에 갈매기들 내려앉아 느긋하게 부리를 깃에 벼린다. 맛이 일품이라는 마른 생선포 몇 점을 흔들며 

중년의 건강한 아낙은 지나치는 우리를 보고, 갔다고 꼭 오세이, 하고 정다이 웃고, 잠이 덜 깬 남자

는 담배 하나 비스듬히 꼬나물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얽힌 그물코를 풀어내는데, 뭍으로 올라온 바다

가 검게 그을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깊게 출렁인다. 남해군 미조 포구를 닮은 그 곳 정경이 우리를 잠

깐 취하게 하고, 약국에서 점안약 하나 사들고 포구를 뒤로하고 떠나오는데 대변 바다는 긴 그림자

가 되어 11.3킬로미터나 떨어진 우리 집 방안에까지 줄줄이 따라 온다. (졸시, 그림자 - 기장군 대변항에

서)

2021. 6. 30.(수)_ 왕복 4.2km의 기장군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하루 몫의 휴식공간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오시리아 해안산책로 4.2km는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멋진 길이다. 길바닥은 양탄자처럼 푸근하고 부드럽

다. 북쪽 대변항 앞 곶의 바다에서 송정 바다까지 270도 쯤 활꼴로 휜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닷바

람에 해변의 갈대와 호텔 아래 초지에 무성한 억새풀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아난티 코브의 레지던스를 지

나 자그마한 군부대 초소를 넘어가면 오랑대에 이르고, 위쪽에서는 해광사의 종각 공사가 한창인데, 그 부

근엔 지금 접시꽃과 금계국이 저들 천국이다. 

산책길의 노변에 마련된 흔들이 의자에 앉아 몸을 싣고 바다를 바라보면, 동해바다 또한 함께 흔들린다. 마

치 유명 화가가 그린 한 장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어 흔들이 의자를 차지하면 아득하게 펼쳐진 

바다와 수평선이 동시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각 또한 함께 출렁거린다. 저 수평선은 웬일인지 항상 눈높

이에 있다. 물가에 임하면 바로 그 위치에서 부드러운 직선으로 단호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해발 수백 미터

의 산정에 오르면 수평선은 또 거기까지 따라 올라와 눈높이에 떠서 가물거린다. 어디를 가든 저 바다와 수

평선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 

북쪽으로는 선암리, 연화리, 그리고 대변항 포구가 보인다. 걸어가면 적어도 또다시 십리길 이상은 될 듯. 그

렇게 갈맷길은 이어진다. 해변은 상시 파도가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유쾌하게 노닐고 있고, 길가에는 애써 

돌보지 않는데도 야생화는 제대로 나서 저희들끼리 어울려 피고 진다. 

다시 산책로를 되짚어 돌아오면서, 기장 힐튼 호텔이 부산 시민에게 헌정한 환상의 북카페, 이름하여 ‘이터

널 저니(Eternal Journy)’라는 아름다운 독서공간에 들른다. 연인과 동행하면 여름날의 저 망망한 바다와 얼

굴을 매만지면서 머리카락을 흩트리는 바람과 무량하게 쏟아지는 한낮의 햇빛과 더불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적 충만을 만끽할 수 있다. 거기서 온종일을 머문다 한들 탓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

는 자신만의 독서 삼매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요기를 하러 큰길가로 올라서면 거기, 풍원장에서 운영하는 안동보리밭, 시골밥상 등의 먹을 만한 음식점이 

역병 중인 여건에서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인근 담벼락엔 국내 작전 중 전상을 입은 한 국가유공자가 취미

로 키웠다는, 앙증스런 화분들에 크고 작은 화초들이 피어있다. 식당 앞 화단에는 애기사과, 방울토마토, 아

메리카자두가 열린 초목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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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시 외워보기

이찬효 변호사

시 외워보기시 외워보기

다시 시를 외워보기로 했다. 전에 직원이 운전해 주는 차

를 타고 출퇴근할 때 시를 외워본 적이 있었다. 나이 들어

가니 새벽에 한두 차례 잠이 깨어 금방 다시 잠이 들지 않

는다. 그런 때에 미당선생처럼 산 이름을 아는 대로 백두

산부터 한라산까지 쭈욱 내려가며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잊기 쉬운 일본 문자 가타가나를 손으로 써보

기도 하였다. 계속하니 좀 싱거워져서 다시 시를 외워보기

로 하였다. 김동길교수님이 시조나 영시를 멋지게 암송하

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또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도

록 ……. 

사무실이나 집에서의 자투리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 혹은 산책하는 때를 이용하여 외우고, 새벽에 잠이 

깨면 외운 시를 머릿속에 떠올려본다. 생각이 잘 나지 않

는  부분은 낮에 확인해 보고 거듭 외운다. 짧은 시는 이

틀 정도, 정지용의 「향수」나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와 

같이 긴 것은 사나흘 정도 걸려서 외우게 된다. 박두진의 

「청산도」는 일주일 넘어 걸렸다. 

그중 몇 편에 대해 나름 시와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

고  싶어졌다.

유치환의 「깃발」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깃발」은 이번에도 맨 처음 외운 시다. 첫 연부터 맺힌 가슴이 확 트이듯 하면서 어떤 아련함이 남는

다.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하여 흔드는 깃발, 원초적인 생명의 몸짓, 그러면서, 어떤 한계 같은 걸 느

끼게 한다. 여기서 ‘맑고 곧은 이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유 혹은 어떤 의지? 가슴 속에서 

한 번씩 깃발이 펄럭인다.

유치환 선생은 통영에서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쯤 집에 오신 적이 있었다. 법률문제의 자문을 구하러 

늘 공부하는 법원 공무원인 아버지를 찾아오신 것이었다. 유 선생이 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저분은 유

명한 시인이시고, 시간이 있으면 산이나 들로 나가 나무 밑에서 시를 구상하신다더라”고 말씀해 주셨

다. 유 선생은 우리 통영 국민학교 교가의 작사가이시기도 하다. 작곡가는 윤이상 선생이고.

‘아세아 아름다운 동반도 대-한/ 뻗고 뻗어 남으로 줄-기 다한-곳/ 바르거라, 의롭거라, 씩씩하거

라-/ 우리나라 떠메고 나갈 통영 어린이-’ 조회시간마다 이 교가를 부르면서 소년들은 어슴프레 

역사같은 것을 생각하며 푸른 꿈을 싹 틔웠다.

유치환의 「생명의 서」

유치환은 1938. 9.에 동아일보에 「생명의 서」를 발표하였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

되기 7년 전으로 사막체험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시인은 아라비아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시를 

썼다.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된 영겁의 허적’이라고 하였

는데, 몇 년 전 두바이의 사막투어에서 그런 실감을 하였다.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라는 표현에서는, 알라는 가까이 하기 힘든 엄숙한 존재이기보다 인간에 가

까운 신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 연의 “‘나’란, ‘나의 생명’이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

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에서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생명의 본질적인 모습을 추구하

려는 시인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고들 해석한다. 그러면, 바로 앞연에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자신이 ‘회한 없는 백골’이 되겠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열사의 열렬한 고독 가운데’서 생명의 본 모습을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생에 충실

하다 회한 없이 사구에 묻혀간 백골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뜻은 아닐까? 생각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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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의 「초혼」

천재 시인 소월의 절창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낸 애절하고 적막한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낼 수 있을까?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

름을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

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는, 실제로 

초혼을 해본 사람이라야 쓸 수 있는 말이다.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두 살이던 남동생이 

아프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날 아버지께서 초

가지붕 위에 올라가 애의 옷을 흔들면서 “…

야! …야! …야!” 하고 동생의 이름을 부르시

던 모습이 환영처럼 남아있다. 다음날 오후반 

학교를 가는데 혼자서 가는 길에 머리에 뭐가 

떠오르지도 않는 것 같이 멍하고 이상했다. 

공부하러 갈 마음이 영 나지 않았다. 결국 학

교를 가지 않고 이리저리 빙빙 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담임선생님께서 가정방문

을 오셨는데,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 오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에 아버지께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게 

언제쯤이냐?” 물어보시곤, “그때 제 동생이 

잘못되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하시는

데,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만 울음보가 터

지고 말았다. 울음이 잘 멈추어지지 않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어린다. 그전

에도 동생을 잃은 적이 있었다.

이정화의 「집」

해발 5,000m, 카일라스 설산 위 날개 펴

소리 없이 맴도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나

야크가죽배 고요히 떠있는

알룽창포 긴 강 물고기들의

비린 내장 속

거기가 내 집.

수면에 닿아 스러지는 눈발처럼

이미 형체 없는

내 살의 살

뼈의 뼈

바람의 손이 끊임없이 돌리는

저 마니차경(經)들

이 시인은 나의 동생이다. 중학 때부터 개천예술제 

중등부 백일장 장원을 하고 입상을 하곤 하더니, 

나중에 「시와 시학」의 추천으로 시인이 되었다. 두 

권의 시집을 내었다. 

티베트에서 시신을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풍장이나 

강물 속 물고기에게 던져주는 수장의 풍습을 보고 

듣고 쓴 시라고 한다. 자연에서 와서 다시 자연으

로 돌아가게 되는 육신, 생사일여(生死一如), 피아일

체(彼我一體)인가. 육신을 떠나는 영혼은 바람 따라 

도는 마니차경으로 구제를 받는가?

성종화의 「말 말 말」

성시인은 고등학교 선배이다. 고교 시절 진주 개

천 예술제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고 전국 학생문

예 작품공모에 수필 부문 1등으로 이름을 날렸

다. 검찰공무원으로 법무사로 바쁜 생활을 하면

서도 꾸준히 시를 써왔다. 그의 시는 청아하고 울

림이 있다. 말 많으나 쓸 말은 적은 세상, 말로써 

다투는 세상에 「말 말 말」이 좋아서 외워보기로 

했다.

살아가면서 주워들은 말이나

더러는 귀동냥을 해온 말일지라도

그 말들이

선문답이거나

철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볕 바른 베란다에

이제 피기 시작하는 춘란의 향기나

그 옛날 이웃집 소녀가

치마폭에 감추어다 주던 곶감 같은

아, 그렇게 향기롭고 달콤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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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승의 「수선화에게」

정호승의 시는 쉽게 읽히면서도 여운이 있다. 「풍경 달다」, 「수선화에게」 같은 시를 외워본다.

「수선화에게」는 외로움을 위로하는 시다.

와룡산 암자 달빛 어린 오동나무 옆에서 몇 달을 처절하게 외로워 볼 때 이 시를 알았더라면 마음이 좀 편해

졌을 듯하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살아보니 그럼을 알겠다. ‘가끔은 하느

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데, 외로우신 하느님, 인간적인 하느님은 좋은데, 정말 그러신지는 신자가 

아닌 나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산 그림자, 종소리를 이

렇게 알아내는 시인의 눈과 마음이 놀라웁다.

이호우의 「휴화산」

일찍이 천 길 불길을

터뜨려도 보았도다.

끓는 가슴을 달래어

자듯이 이날을 견딤은 

언젠가 있을 그날을 믿어

함부로 하지 못함일레.

이호우의 시조는 「살구꽃 핀 마을」에서처럼 다정하고 아취가 있다. 그런데, 여기 「휴화산」에서는 세상을 내

려다보며 은인자중하는 장부의 기운이 느껴진다. 유치환의 「바위」나 이육사의 「광야」같은 계열인 듯하면서

도 그와 다른 기운과 멋을 가졌다. 과묵하게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다시 분출하였다.

정지용의 「향수」

「향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다. 교과서에 실리고, 

박인수와 이동원의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래

는 부르지 못하지만 시는 자주 외워본다. 예스럽고 

향토색 짙은 정경 속으로 타임머신을 탄 듯 빠져들

어가게 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넓은 벌 동쪽 끝’이라는 공간에 ‘옛이야기 지줄대

는 실개천’이라고 시간성을 집어넣어 장면을 입체

화한다. 그곳에 해가 설핏할 때(저물녁) ‘금빛 게으

른’ 황소울음을 등장시켜 오롯이 시적 무대를 꾸민

다. 금빛은 해질녘의 붉은 노을을 비유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는데, 이로써 무대가 환하게 밝아진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바람 소리를 시각화하여 역동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시를 읽고 외우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겼다. 어

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묘사하는데 ‘전설 바다

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이라고, 왜 ‘전설 바다’라는 

조어(造語)까지 해가며 길게 수식하고 있는 것일까? 

안해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이라고 왜 

거듭하여 비슷한 표현을 하였을까? 그냥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라고만 하였어도 되지 않았

을까?

하늘에는 성긴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여기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은 무엇이며, 누가 ‘모

래성으로 발을 옮긴’다는 것일까? 별이 모래성 같

은 은하수 쪽으로 움직여간다는 것일까? 시인이 모

래밭에 서 있는 것일까? 시를 해설해 놓은 데에서도 

그에 대한 설명은 아직 찾지 못하였다. 

그렇더라도, 「향수」를 외우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이 ‘파아란 하늘빛을 그리워’하듯이 맑고 평화로워

진다. 박두진의 「청산도」를 외울 때처럼 기분이 좋

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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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의 「바다 2」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앨쓴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회동그라니 받쳐 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 펴고 …

지용은 놀라운 상상력과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표현력으로 자

신의 바다를 그리고 있다. 「향수」도 그렇지만, 이 시를 보고서 

지용을 천재 시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에 소월이라면 남에

는 지용이다.

“재재발랐다”는 재바르다에서 나온 말로 몹시 재치 있고 빠르다

는 뜻이며,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는 바닷물

에 부딪치는 돌과 모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변죽을 둘러’에서는 바닷가 모래 위로 밀려오는 바닷물이 모래

밭의 작은 조개껍질이나 바둑돌의 가장자리를 둘러치고 다시 

흘러 내려가면 물기가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 없어지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하고, ‘앨쓴 해도’는 바닷물이 밀려와 모래

톱을 이루는 것을 해도를 그려 놓은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

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연의 ‘회동그라니’는 휘동그라지다(휘둘리어 동그라지다)의 

뜻이고,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 펴고 …’는 지구 위

의 바닷물을 연잎 위에 물방울이 얹혀있는 모습에 비유하여 표

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위에 든 해설은 모두 권영민 교수의 

풀이다.

이 해설을 보기 전에는, 바다를 잡아보려고 하는 시인이 ‘뿔뿔

이 달아나려고’하는, ‘푸른 도마뱀떼’같은, ‘꼬리가 이루 잡히

지’ 않는 바다를 가까스로 포획하여 해도에 집어넣어 받쳐 드는 

과정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상상해 보았다. ‘흰 발톱에 찢긴 생채

기’는 그 포획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

르도록’은 집어넣은 해도 안에서도 바다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

타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 펴

고 …’. 그렇게 상상해가니 시가 더 잘 외워졌다.

시를 읽고 외워보면 마음이 순수해지고, 와인을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성경이나 불경을 읽

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지 싶기도 하다. 시인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보는 것 같기도 하다. 시를 외워보면 마

음이 안으로 향하게 된다. 맑아짐을 느끼게 된다.

사무실이나 집에서의 자투리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 혹은 산책하는 

때를 이용하여 외우고, 새벽에 잠이 깨면 외운 시를 머릿속에 떠올려본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낮에 확인해 보고 거듭 외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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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길에서 만난 책이야기

                                                                                                                                       홍광식 변호사

1. 다시 올 수 없는 날은 삶 속의 죽음

가을 들판에 익어 가는 나락을 보면 읊조리곤 하는 영국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눈물이 덧없는 눈

물이(Tears, Idle Tears)’이라는 시1가 있다. 

눈물, 덧없는 눈물,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네,

거룩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솟는 눈물

가슴에서 솟아나 눈에 고이네 

복된 가을 들판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다시 올 수 없는 날들은 생각하니

그리고 ‘다시 올 수 없는 날은 삶 속의 죽음’(O Death in Life, the days that are no more)이라고 노래하였다.

가을날 수확을 거둔 들판을 바라보면 그때까지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거룩한 절망 그 밑바닥에서 눈물

이 솟아난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엄숙한 한계를 절묘하게 노래하였다.

1949년생으로 마산에서 태어나 1981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 통영 등지에서 근

무하다 부산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다. 평생 법원주변에서 법의 그늘에서 살아왔다. 

1　 독서모임 하무리에서 읽었던 김희보 편저 <세계의 명시>에서 보았던 것같다.

70세도 훌쩍 넘어 인생의 가을마저 저만치 떠나가고 세월의 눈이 쌓이고 겨울이 찾아 왔다. 마산에서 

서울에 있는 법과대학에 들어갔다는 기쁨은 잠시, 더 앞에 가로놓인 막막한 앞날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

였다. 가지 못하게 된 다른 길들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였다. 현실의 생활인으로서 직업

으로 선택한 법률가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1967년 필자가 대학에 들어가고 4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사이던 어머

니가 서점을 하시게 되면서 책과의 남 다른 인연이 맺어졌다. 법률공부에 대한 회의가 엄습하면서 책과

의 인연이 깊어져 갔다. 

법률의 숲속을 헤매면서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G.Radbruch가 지은 ‘법학원론’을 읽었

다. 라드부르흐는 법률가가 성공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경고하였다.  

‘법학은 특히 실패하기 쉬운 직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업에 실패한다는 것은 최대의 죄이다. 그것은 바

로 신성한 정령에 대한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위축시키고 불구화하며 파괴해 버리

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에 관한 지식 하나에 인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률가로서 성

공하기 위해서도 인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쌓여야한다. 다른 사람의 지식만으로 지혜로워 지지는 않

는다.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책과 가깝게 지내면서 책의 숲속을 헤매어 왔다. 

70고개를 넘어 되돌아 보면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 동안 책을 읽고 익

힌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두어야 할 의무감도 느끼고 있다. 

2. 손에 책을 놓지 말라 -手不釋卷

가. 요즘 유튜브,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언제든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책과는 더

욱 멀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보와 생각은 다르다. 정보만 원하는 사람은 유튜브, 인터넷 검

색으로 충분하지만, 책은 정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책은 능동적인 지적 활동을 

해야 읽을 수 있다. 생각의 깊이는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제와 질문에 대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을 투자했는가에 좌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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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있는 정보는 주변에 널려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인간과 화면을 보는 인간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

가 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독서는 ‘고독 속의 대화가 만들어내는 유익한 기적’이다. 독

서는 날마다 경험과 기억, 지혜로 가득 찬 뇌를 발명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리언 울프의 저서 ‘책 읽는 

뇌’에 따르면 독서가 뇌에 가장 훌륭한 음식인 이유는 풍성한 자극원이기 때문이다. 글자를 이해하고 상

징을 해석하는 측두엽, 상황을 파악하고 활자를 시각으로 상상하는 전두엽, 감정을 느끼고 표상하는 변

연계 등 독서의 흔적이 남지 않는 뇌영역은 거의 없을 정도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자크 엘루는 정보 및 지식사회를 비판하면서 자료-정보-지식-지혜로 이어

지는 지식의 서열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가 정보로, 정보가 지식으로, 지식이 지혜로 끊

임없이 탈바꿈돼야 하는데 오늘날 지식정보 사회에선 대부분 지식이 지혜로 도달하기 전에 멈춰버리고, 

심지어 자료와 정보에서조차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와 정보가 인터넷에서 

교환되지만 그 대부분은 지혜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식의 미숙아 내지 지진아다. 

나. 손에 책을 놓지 마라(手不釋卷), 책을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녀라

소설가 박종화 선생의 장편 소설 <세종대왕>이 있다2. 그 소설에서 세종대왕이 그 많은 업적을 이룬 배

경에는 탄탄한 독서가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항상 손에 책을 놓지 아니하고(手不釋卷) 밤늦도록 글을 읽는 독서를 하였고 이

를 통하여 세종의 인품이 한사람의 의젓한 격을 이루었고, 여기서 그의 슬기로운 叡智가 백금 빛을 싸느

랗게 뿜었다. 叡智는 經綸을 낳고 경륜을 실천으로 행하여졌다.

책을 읽으면 한 번이나 두 번만 읽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다.

모든 經.史.子.集을 반드시 백번씩 읽었다. 더욱이 春秋佐傳과 楚辭같은 책은 백번에 또다시 백번을 더 

읽었고, 구양수와 소동파의 문집은 천 번가량이나 읽었다. 이러하니 그의 머리에는 예와 이제, 국가를 

영도한 제왕들의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린 일을 밝고 밝게 판단할 수 있었고, 사람을 쓰고 이거하는 방법

을 글 속에서 얻었다.

2　 1997년 창원지방법원에 백합문고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구입한 도서였다. 개인적으로 읽고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인 李炯基3의 수필집 ‘바람이 만든 조약돌’에 <책을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녀라>고 권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단 한번 밖에 살지 못한다. 단 한번의 인생, 너무나 아쉽다. 아쉽다 못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찾아보면 우리 앞에는 단 한번의 인생을 백번도 살고 천번도 살 수 있는 희한한 길

이 있다. 독서가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책속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무수한 인생이 펼

쳐져 있다. 때로는 저자가 상상의 힘을 빌어 만들어낸 架空의 인생이 그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남의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 남의 인생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독서, 그것은 곧 一回的 人生을 多

回的으로 살게 하는 길이 아닐 수 없다.

다. 책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즐거움이다.

전 일본 수상 호소가와 모리히로의 저서 權不十年에서 책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우리를 일상적세계로부터 비일상적 세계로 인도하여 과거에서 미

래에 걸쳐서 思索의 旅程으로 유도해 주기 때문이다. 司馬遷은 “하루 가운데 두 시간만이라도 딴 세계

를 살아 그날 그날의 번뇌를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신과 육체의 감옥에 같힌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특권을 얻은 것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비일상적인 체험은 어떤 의미에서 여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 우리 주변 나라를 알기 위한 공부

세계 4대 강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4대 강국 나라들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상황을 숙지하기 위한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①. 1970년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에 종로5가 이화동에 있었던 서울법대도서관에서 대학동기 정문수

군이 청계천 헌책방에서 일본 이와나미(岩波)문고를 한 권 사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다. ‘일본인이 본 한국

(?)’인가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뒤에 일본 明治대학 정치과 2학년 학생의 글이 있었다. ‘일본에서 이

웃인 한국을 알아보려고 이 책을 보았으나 한국에 와서 보니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다. 이 책을 사시는 

3　 진주 출신으로 경성대학에도 계셨다. ‘낙화’라는 시가 특히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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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이 뜻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대학시절부터 직접 외국의 현실까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일본의 대학생에 비하면 법학을 전공한다고

는 하였지만 고시공부나 한답시고 앉아 다른 나라의 상황은커녕 우리나라의 사정도 제대로 모르는 처

지였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공부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반성은 하였다. 

②. 1990년8월 동아일보 東亞 廣場에 金 鎭炫 논설위원이 적은 아래와 같은 -‘1 當 36  한국 대 美蘇

日中-’라는 컬럼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다4. 세계 4대 강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개개인

은 모두 미국 소련 일본 중국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1當36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 미국 소련 일본 중국

의 인구와 대비하여 우리나라 사람 1인이 36인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1등이라야 

한다는 충고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나라들에 관한 지식은 기초이고 필수이다.

③. 중국을 알아야 한다는 이만열교수의 경고

경희대 국제대학에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교수5는 서

울에 있는 대형서점에서 중국서적 코너를 보고 ‘빈약한 한국 서점

의 중국어 원서 섹션’이라는 컬럼을 적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어처구니없었다. 내가 이제까지 목격한 도서 컬

렉션 중 최악이었다. 중국어 책 섹션은 일본 원서 섹션의 한 구석

에 숨겨져 있었다. 중국어 섹션이라는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점원

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중국어 섹션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국어 책이 놓인 책꽂이 선반은 달랑 7개였다. 그중 두 개를 중국어 학습 교과서가 차지했다.

4　  그뒤 김진현저 <한국은 어떻게 가야하는가>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에 포함되었다.(매일경제신문사.1993년)에 수록되었다. 
소련이 붕괴되어 러시아로 되기 전이다.

5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한글로 된 두 권의 저서도 이미 출판하였다. 최근 ‘한
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보물’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미국인보다 미국을 더 잘 꿰뚫어 본 알렉시 드 토크빌(1805~1859)처럼 
이만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국을 본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냉혹하게 한국의 오늘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나라 이상의 나라다.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다섯 명 중 한 사람이 중국인이다. 중국의 지적인 다양

성과 점증하는 문화적인 역동성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은 중국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보다 면밀하게 중국의 추세를 관찰해야 한다.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중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신문을 읽거나 중국

어로 편지를 쓰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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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50대까지는 Newsweek, National Geograpic 지들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다가, 모두 구독

을 중단하였다. 

지금은 동광동에 있는 일본책 서점 동서도서에서 일본 문예춘추를 매달 구입하고 있다. 그 때마다 서점

에 나와 있는 일본 책도 보고 구입하여 읽곤 한다.

 

3. 끝이 없어야 할 독서-노년의 독서

가. 에디슨이 ‘나이들어 시간이 지루해지는 사람은 젊었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경고하였다. 40대에 접어 든 1990년대 초 법정스님의 수상집들을 읽고 서머리를 

해두었는데, 그중 ‘산방한담(山房閑談)’에서 서머리해 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새겨

두고 있었다.

젊어 있을 동안에 삶을 알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폐한 내면을 지닌 채 늙어갈 것이다. 밖으로는 

돈을 가지고 미끈한 차를 타면서 뽑낼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텅빈 사람이 될 것이다.

텅빈 사람이 되지 않았아야 한다고 다짐하였지만 2011년 62세가 되어 법원에서 퇴임하고 책을 읽어도 

별로 쓸모도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였다. 솔직히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져 책을 읽어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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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머리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가 기억의 감

퇴도 두렵지만 오히려 지적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더 문제임을 숙지하고 독서를 계속 아니 더 왕성하게 

하고 있다. 

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인에 대해 사라져야할 쓸모없는 존재라고 좋지 않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젊은이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전해 온다.

“가장 빨리 늙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지.”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 꾸는 꿈이지.”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만큼이나 다르지.”

“학문이 도대체 무엇에 소용됩니까?”

“순경(順境)에 처했을 때에는 치장물로 쓰이고, 역경(逆境)에 처했을 때에는 피난처로 쓰이지.”

“학문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법이 두려워 마지못해 하는 것을, 구애됨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학문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늙음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에게는 가장 유용한 식량이지.”

다. 일본 선승 마스바라 다이도(松原泰道)가 펴낸 <백세에서 당신들에게 百歲から あなたへ>라는 책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움을 멈추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에도후기의 儒學者 사토 잇사시 (佐藤一齋)의 

이야기를 알려 준다.

젊어서 배우면 바로 장년에 할 일이 있고

장년에 배우면 늙어도 衰하지 않고

늙어서 배우면 바로 죽어도 썩지 않는다.

少にして學べは 即ち壯にして爲すこと有り

壯にして學べは 即ち老にして衰えず
老にして學べは 即ち死にして朽えず

사토는 88세에 돌아갔다. 인생 50이라고 하는 시대이므로 대단히 장수한 학자이다. 사토는 엄격한 가

르침을 남겼다. 현대어로 읽는다면

<귀가 들리지 않더라도 눈이 보이는 한, 혹은 귀가 들리지 않더라도 눈이 보이는 한 공부를 계속하여야 

한다>

보이는 한, 들리는 한 학문을 멈추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지금 사이토선생의 질책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다. 아니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다. 나의 변변찮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있고, 변변치 않은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배울 수가 있다.

라. 독서의 생활화를 빨리 시작하여야 한다. 젊어서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으로 심화된 독서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평생의 지적생활의 기초가 된다.

마음에 와 닿는 책을 만나면 지은 이를 확인하고 그 지은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

지, 살아온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아본다. 책과 함께, 책의 저자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날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읽은 한권의 책, 한 줄의 글, 한편의 시가 한 사람의 정신에 不滅의 흔적

을 남기는 수도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공급할 수도 있다.

4. 법원내부 문고들, 독서 모임

가. 독서생활의 일반화에의 요청

물의 수준이 높아져야 배의 수위도 올라간다고 한다(水高船高). 좋은 책을 통한 지식은 친구나 동료 등 

주위 분들에게 알려 공유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위 분들이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다.

다음에 보는 독서 모임 하무리에서 읽었던 <한국과 일본국>이라는 책에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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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대 일본 명치유신 무렵 일본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농촌 이곳 저곳에서 1,000건 이상

의 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새로운 일본을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열심히 연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불가에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여 한다(上求菩提 下化衆生)고 한다.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내려고 아래로 하류는 녹아 강물이 된다.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세를 많이 지

면서 지금까지 살아 왔다. 그 감사의 표시로도 책을 선물하여 왔다.  

나. 백합문고 등 법원관내 문고

1997년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김영

일 법원장님이 오셔 법원장이 주도하여 2

천권 가량의 책을 선정하여 백합문고를 만

들었다. 김원장님이 고향도 아닌 창원에 

오셔 법원 판사들을 비롯하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의 정서 교양을 함양하기 위 법

률도서가 아닌 일반 교양도서를 법원도서

관 내부에 만들었다. 

1998년에는 부산지방법원으로 전근 오셔 부산법원에도 동백문고를 만드셨다. 백합문고, 동백문고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다고 듣고 있다.  

그 뒤 창원지방법원 관내에 통영에는 당시 지원장이던 최인석변호사께서 한산문고를 만들었다.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필자도 부장판사라는 위치에서 개인적으로 책을 권하고 하였지만 최고책임자인 법원장께서 직접 아이

디어를 내어 문고를 만들 때 훨씬 실천력이 있음을 체감하였다. 그 뒤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관내 

지원단위에도 문고들이 만들어 졌다고 들었다. 

고향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 등을 기증하였다. 얼마 전 소송 건으로 갔

다가 당사자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때 조정이 끝나고 담당하신 판사께서 조금 

양보한다고 전체로 보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운을 읽는 변호사>책의 내용을 인용하셨다. 

법원내부에 문고의 독자가 있음을 알고 무척 반가웠다.      

우리 사회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이 책과 가까이하기 어렵고, 출판시장도 수요자가 적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 구내에 자체 문고를 둔다면 출판된 책의 기본적인 수요

가 확보되어 우리 출판업계, 도서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한 이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김영일원장님과의 만남에 감사드린다. 

다.  문고를 만들 때 책을 선정한 경험이 있던 차에 부산에서 2000년 하무리라는 독서 모임이 만들어졌

고, 도서선정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2000년 무렵 부산에 거주하는 교수님, 언론인, 공무원, 변호사 등 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매달 

책을 미리 선정하여 배부하여 읽어와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201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무리>라

는 이름으로 그동안 읽었던 책의 소개, 여행기 

등을 수록하였다.

2003년 무렵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께서 하

무리 회원으로 가입하고 모임의 내용이 다양해

졌다.

동서대학에 강의하러 온 일본인 와카미야 요시

부미(若宮啓文) 전 아시히 신문 편집인, 이와쿠

니 데슨도(岩國哲人) 전 이즈모(出雲) 시장 등과 

만날 수 있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씨는 하무리에서 읽었던 책 

<한국과 일본국>의 권오기 전 통일부 부총리와 

공동저자이다. 장제국 현 총장께서 주선하여 2007. 3.1 와카미야씨와 우리 하무리회원들과 만나 독도

문제, 북한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유익한 대담을 가졌다.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사히 신

문을 주필까지 역임한 사람으로 연세대학교에 유학와서 우리 나라말도 상당히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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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으로 우리 회원들과 비슷한 나이라고 하자 1948년 생이면 자신이 1월생이니 자신이 형일 것

이라고 우리 말도 섞어서 대화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월드컵을 한일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발의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한일 모두 축구 관중이 많지 않은 나라

인데 단독 주최를 하게 되면 월드컵경기를 마치고 나면 경기장이 남아 문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던 

것이다.

한일공동으로 주최하고도 축구경기장이 남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상당한 미래예측력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쿠니 데슨도(岩國哲人) 전 이즈모(出雲)시장은 미국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르간 수석부사장을 하

다가 고향인 인구 10만인 이즈모의 시장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역시 동경대학 법대출신으로 금융인으

로 세계적으로 활동하다가 인구 10만인 고향 이즈모 사람들의 권유로 시장을 맡았다. <지방의 도전>,<

지방의 논리>,<남자가 결단을 내릴 때> 등의 저자이다. <지방의 도전>,<지방의 논리>은 일본도 모두 대도

시 중심을 인구, 문화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1990년대 지방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든 화제의 책

이다. 

부산에서는 국내책의 저자도 만나기 쉽지 않다. 일본인 저자를 직접 만나 책, 그리고 그들의 세상을 보

는 안목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과 일본국>에서 권오기 전 총리는 ‘역사를 추상적으로 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 중국을 알

고 그 역사도 알고 나아가 일본사람, 중국사람도 알아야 하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나보고 

알아야 한다.는 지적은 지방에 사는 분들이 유념할만하다.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y)>라는 슬로건이 있다.

하무리모임에서 부산에 와있는 외국 영사들과 만나는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일본총영사, 중국총영

사까지 모임을 가졌다.

2006년인가는 하무리회원인 이성율 회장이 중국을 알아야 한다고 회원들이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단

체여행을 갔다 왔다.  

광저우에서 아편전쟁이 발발한 곳이 광저우였고, 광동성이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 신해혁명의 

주역 손문의 고향으로 혁명가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부산지방에서만 살아가고 있어 국제적인 식견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대단히 유익하였다.

2004년에는 부산에서 4월회 모임이 결성되었다. 법원 판사님들, 변호사님들로 구성되었다. 매달 4째 

월요일에 모임을 가졌고, 4월회 모임은 매달 한분씩 책을 읽고 써머리를 하여왔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

는 수십 권의 책에 대한 써머리는 개인적으로 유력한 지식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 한국독서포럼이 결성되어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들

었다. 독서모임 회원들이 서로 만나 책을 읽는 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벗이 되어있다.

통영지원에 근무하던 2008.11월 鴻志會라는 독서모임이 결성되었다. 최홍림이라는 분의 이름에 있는 

기러기 鴻을 이름에 넣었다.

2008년 11월 통영바닷가 횟집에서 처음 <바다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고 발표하였다. 

통영 욕지도 출신 김성우님의 명수필집 <돌아가는 배>를 읽었는데, 2017년 김성우님의 고향인 욕지

도를 순례하였다. 폐교가 된 초등학교에 배 모양의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 김성우님이 평생에 걸쳐 읽

었던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풍광이 수려한 욕지도를 일주하고 <돌아가는 배>의 기념비도 

보고 왔다. 

1967년 대학에 들어가고 김성우 선배님이 적었던 ‘이제 종이배의 항해는 끝났다. 30세에는 사물을 실

물대로 보아야 한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홍지회 회원님들과 중국 낙양을 다녀왔다. 삼국지에 영웅들이 활동하던 시절은 영원히 사라지고 낙양

은 쓸쓸한 도시로 변해있었다. 중국 3대 석굴의 하나인 용문석굴은 17미터 높이 비로차나 불상과 함께 

웅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 건너편의 백거이의 묘도 보존이 잘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다. 

독서모임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면 공동의 관심사, 화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독서뿐 아

니라 여행도 같이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추억을 가진 좋은 벗이 될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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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을 통한 세대간의 架橋

존 맥스웰이 지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6>이라는 책의 마무리에 윌 앨런 드롬굴

(Will Allen Dromgoole)의 '다리 놓는 노인'(Bridge Builder)이라는 아래와 같은 시가 있다.

한 노인이 기나긴 길을 내려가는데,

저녁 어스름이 내렸네.

잿빛 저녁은 추웠고,

앞에는 물줄기가 느릿느릿 흐르는 

깊고 넓은 시내가 있었네. 

황혼을 지나온 노인에게 

물이 흐르는 시내는 두렵지 않았지. 

그런데 그는 강 저편에 무사히 다다르자 

다리를 놓기 시작했네.

옆에 있던 순례자가 말했지. 

"노인장, 공연히 다리 놓느라 

힘을 빼고 계시는군요. 

여정이 끝날 테니 

노인장은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않을 거외다. 

깊고 넓은 시내를 건너왔는데 

어째서 저녁 무렵, 이렇게 다리를 놓으시는거요?" 

다리를 놓던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들고 말했네. 

"선한 친구여, 내가 오늘 지나온 길을 

뒤따르는 이들이 있소. 

6　  김정혜 옮김. John C.Maxwell. Good leader Ask Great Question.비즈니스북스.2015. 나이든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
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시이다 

어느 젊은이의 발이 이 길에 닿게 될 거요. 

이 거센 물결이 내게는 별것 아니었으나, 

아직 머리 검은 이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소. 

그 또한 땅거미 속에서 이 길을 건너야 할 터이니.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젊은 세대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不公正하다. 결국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일정 부

분 우리 기성세대가 저질러 놓은 것이다. 젊은이들만이 다음에 장래의 일들을 도맡아야 한다는 건 사실

이 아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젊은이와 노인들) 손 안에 있다.  공동의 삶이 좀 더 많은 연민과 창의성과 정

의로움을 가득 차게 하려면, 여러 세대가 함께 힘써야 한다. 

양자강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뒷물이 밀어서 간다(長江後浪推前浪). 70대 초반이지만 그 사이 많

은 좋은 책들이 생명을 잃고 사라지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좋은 유익한 책들이 다음 세대와 이어지

도록 다리를 놓아 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가 2005년부터 두 해째 펼쳤던 ‘책 읽는 대한민국’ 시리즈의 2006년 기획이 2006. 12. 13일 

한 해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그 날짜에 “험한 세상 길잡이 얻으셨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그해 연재하였던 책의 목록을 소

개하였다. 

<1> 직장인의 필독서 20선(1월 1∼23일), <2> 자녀교육 길잡이 20선(1월 24일∼2월 16일,<3> 연인들을 위한 책 

20선(2월 20일∼3월 14일),<4> 자연의 향기 속으로 20선(3월 20일∼4월 11일),<5> 리더십을 위한 책 20선(4

월 17일∼5월 12일), <6> 스포츠의 열기 속으로 30선(5월 18일∼6월 22일),<7> 흥미진진한 역사 읽기 30선

(7월 1일∼8월 5일),<8> 세계화 이해하기 20선(8월 16일∼9월 8일),<9> 남자 들여다보기 20선(9월 18일∼10월 

20일),<10> 인생 후반전 대비하기 30선(11월 1일∼12월 13일).

험한 세상 길잡이 얻으셨나요 라는 ‘책 읽는 대한민국’ 시리즈의 각 분야의 필독서에 구체적으로 책의 

제목과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1> 직장인의 필독서 20선(1월 1∼23일)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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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의 필독서 20선(1월 1∼23일)

책 저자

당신의 파라슈트는 어떤 색깔입니까? 리처드 N 볼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로빈스

체인징 마인드 하워드 가드너

프로페셔널의 조건 피터 드러커

닭을 죽이지 마라 케빈 왕

결정의 엣센스 그레이엄 앨리슨

부의 탄생 윌리엄 번스타인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치명적 자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의미있게 산다는 것-일과 생활, 의미의 재발견 알렉스 파타코스

목숨 걸고 일한다 오카노 마사유키

피터의 원리 로렌스 피터, 레이먼드 헐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강만수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복거일

백만불짜리 습관 브라이언 트레이시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퇴근 후 3시간 니시무라 아키라

글로벌 지식 경제시대의 경제학 송병락

퍼스트, 브레이크 올 더 룰스 마커스 버킹엄·커트 코프먼

 

다른 분야의 책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각각 내용의 요지를 개

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때까지 출판된 책을 분야별로 잘 정리해 두어 책을 알아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 대표적인 월간지 文藝春秋 1998. 8월호에 ‘2l世紀圖書館’이라는 이름으로 책에 관하여 앙케이트 

결과를 게재하였다. 일본의 政,官,財, 文化界의 인사들이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이 읽어야 하

고, 다음 세대가 읽어주었으면 하는 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문예춘추 2018. 9월호에 손자와 함께 읽

고 싶은 한권의 책 (孫と 讀みたい 一冊)-49인이 추천한 세대를 넘어서 읽어야 할 名著-라는 내용의 특집

이 있다.

2l世紀圖書館은 일본 국내서적과 외국서적으로 나누어 게재하였다. 

국내서적 1위는 시바료타로 司馬遼太郞의 <언덕 위의 구름 坂の上の雲>이고, 외국서적1위는 케인즈의 

<화폐와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이었다. 

시바료타로 司馬遼太郞는 한때 일본의 國師로 불렸던 역사소설가이고, <언덕 위의 구름 坂の上の雲>은 

일본이 청일전쟁, 노일전쟁의 과정을 기록한 역사소설이다. 

요시가와 에이찌 吉川英治가 지은 소설 미야모도 무사시 宮本武將는 2l世紀圖書館의 국내서적의 8위

에 랭크되었다. 손자와 함께 읽고 싶은 한권의 책 (孫と 讀みたい 一冊)에도 2인이 추천하였다.

두 사람이 吉川英治의 宮本武將를 추천하였다. 추천의 변은 아래와 같다.

현재 일본사회의 원로 2인이 요시가와 에이찌 吉川英治가 지은 소설 미야모도 무사시 宮本武將를 

추천하였는데, 회사 사장인 고모리시케타카(古林重隆)의 추천내용이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입학직

후에 읽었다.....학교의 공부만으로는 진정한 실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자신을 高揚시키기 위해서는 

<머리>만이 아니고 <마음>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 <지식>만이 아니고 <사고력>과 <감수성>도 단

련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체력>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독서와 실무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體得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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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남아 있었으면 하는 책들7

① 통치술

1974년 무렵 출판된 박동운 교수의 명저 ‘통치술’은 오래 살아있어 널리 읽히기 바란다.8 

신의주 출신으로 경성제대법문학부 출신인 저자가 불행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동포들의 독립정

신을 일깨우고 자치능력을 부활시키는 가운데 역사창조의 자율성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

지고 출판한 책이다. 조직체로 하여금 본연의 기능을 발휘시킬 일반적인 지도책임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에 대하여 동서고금에 걸친 여러 사례를 통찰하고, 여러 방면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통치술을 넘어 통치의 도를 제시하고 있어, 이 나라, 이 사회의 지도자, 관리자들이 

반드시 공유하여야할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 1990년대까지 가까운 여러분들에게 권하여 왔습니다만 

그 뒤로는 절판이 되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강재현 변호사에게도 한 부 권하였

다. 그 뒤 강변호사님으로부터 ‘통치술’을 받은 어느 분이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구입하여 복간할 수 있

게 되었다.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는 페리클레스의 지적이 있다. 우

리 사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지도자 내지 관리자가 별로 없고 양성과정도 부족하다.

이 책이라도 계속 살아남아 이 나라, 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②. 계로록

가까운 분들에게 많이 권한 책 가운데 ‘아름답게 늙는 지혜(정우사출판)’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여류작가 

소노아야꼬(曾野綾子)씨가 지은 戒老錄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가 30대 후반에 실명할 위기에 처하고 나서 늙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체감하고 나이를 멋있

게 먹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은 후에 생각하여서는 이미 늦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1931년생인 필자

7　  니체는 19세기에 나온 책 가운데 20세기에도 읽혀야 할 책 한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애커만(Ackerman)이 지은 ‘괴테
(Goethe)와의 대화’를 들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택해 보았다.          

8　 박동운 교수님은 ‘민성론’, ‘민족사상론’, 정치병법 등 우리나라 정치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남기셨다.

가 41세인 1972년  지은 책이다. 그 이래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일본에서 많이 읽히고 있다. 1장은 

엄격함에 의한 자기구제, 2장 생의 한가운데서, 3장 죽음과 친해지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여야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얼마쯤 남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감을 주는 감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본 호퍼의 말을 인

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상으로 독립한 인간임을 포기한 증거

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한다.

3장에서는 미켈란젤로가 만년에 이르러 한 말을 적었다.

<생명이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것이라면 죽음도 역시 우리들에게는 불쾌한 것일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

면 죽음은 생명을 창조한 巨匠의 같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타골의 키탄자리에 있는 구절을 들고 있다.

<오, 생애의 마지막 완성인 죽음이여. 나의 죽음이여 이리와서 내게 속삭여 다오, 매일 나는 당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인생의 즐거움이나 아픔을 참아왔다..........

오래도록 가까운 이웃이었으나 내가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다. 이제 바야흐로 밤이 지나고 나의 

어둠을 비추던 燈은 꺼졌다. 부르시는 때이다. 나는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판되었다(리수 출

판).  위 소노아야꼬(曾野綾子)씨가 1996년 65세로 일본법상 노인이 

되고 나서 개정한 完本 戒老錄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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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작은 나라가 사는 길

저자 이한빈씨가 1960대 초대스위스대사를 한 경험을 기초로 저술한 1965년 펴낸 책이다. 인구 600

만명 가량인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强小國이 된 국가적인 저력을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스위스는 자연적인 경관이 아름다운 이외에는 자원이 별로 없었던 나라였다. 국민들이 용병으로 돈을 

벌어와 그것을 기본으로 과학을 발달시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성공한 과정이 140여 

페이지에 요령 있게 서술되어 있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에 콜베르 재상과 스위스 용병대장 스툽파와 오고간 대화도 이 책에서 알 수 있었다.

콜베르가 용병에게 너무 많은 금화를 지불하여 파리에서 스위스의 바젤까지 금화로 포장할 정도라고 

하였다. 스툽파는 용병이 흘린 피는 운하를 만들 정도라고 응수하였다.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

도 루이 16세시에 망해가는 부르봉 왕조를 지키는 용병에 관한 부도라는 사실 등등.

헬베치아종족의 강인한 정신과 프랑스 종교개혁시에 피난 온 위그노의 능력등이 결합되었다. 기술을 중

시하는 사회풍토. 소련이 유인인공위성 보스토닉을 쏘아올린 당시 세계대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한 미국 

레코버제독의 보고서에 스위스 대학생들의 실력이 미국 이아비 리그 대학생을 능가하였다는 등 여러 가

지를 많이 알 수 있는 명저이다.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김재익 박사도 극찬하여 많이 권한 책이다. 책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나 최근에 복간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④. 바다의 선물

앤 린드버그(Anne M.Lindbergh)가 1950년에 펴낸 책으로 1950년 베스트셀러였다. 범우사 범우문고 

49번으로 1976. 11. 10자 출판되었다가 2020. 5. 25 다시 6판3쇄가 출간되었다.

앤 린드버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한 찰스 린드버그의 부인으로 시인이자 소설가이고 비행

사이기도 하다.

중년이 넘어 바닷가에서 인생을 총체적으로 관조하면서 사색한 내용을 잔잔한 필치로 적었다. 최근에 

범우문고에서 복간하였다. 두고 읽히는 스테디셀러이다.

세계 여러분들의 에세이집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통영에서 근무하던 2007년 무렵 가장 

많이 권한 책이다. 통영 독서모임 홍지회에서 2008.11월 처음 발표한 책이기도 하다. 

⑤ 백년의 독서

1920년 생인 김형석 교수님이 2021.5월에 펴낸 책이다. 14살 때 독서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그 독서

가 나에게 젊음과 꿈을 계속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에 한없는 감회와 감사를 느낀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우리들의 대학시절에 연세대학교 철학교수로 계시며 ‘고독이라는 병’등 좋은 에세이집을 펴내셨던 분이

다. 사법연수원시절에 특강을 듣기도 했다. 

김교수님의 <백년의 독서>에는 앞선 세대분의 독서역정은 알려주신 귀중한 책이다. 그 나이까지 살지 못

하였으면 도저히 펴낼 수 없는 보배같은 내용이 많다. 미국의 실용주의에 대해 “열매 많은 것, 그것이 곧 

진리다”라고 하였다는 독일 철학자 쾨베르 교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유래를 알 수 있었다. 앞서든 윌 

앨런 드롬굴의 '다리 놓는 노인'(Bridge Builder)이라는 시가 연상된다9.

6.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독서, 지적욕구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전 식민지였던 국가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이룩하여 세계 10권의 경

제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앞으로도 그 발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저력은 국민에

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물의 수준이 높아지면 배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水高船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시절 대한민국 경제 관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식을 자탄

한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G20 회의들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서 이런 말을 꺼냈다.

9　  얼마전  ‘백 년을 살다보니’라는 책도 출간하였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반가웠는데, 그 책에 있는 그 나이가 되어 되
돌아보니 65세부터 75세 사이가 제일 좋은 시기였다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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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낀다.”, “(지식이 모자라서)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는 “국제회의에 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아는 게 없다는 걸 통탄한다”고 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됐지만, 경제 강국, 금융 강국들이 주도하는 회의 내용을 쫓아가기가 바쁘다는 말이

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내 밑천이 드러나더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정말로 지식의 빈곤을 절

감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고향 마산의 선배이고, 대학의 선배이기도 하여 신상을 조금 알고 있다. 서울법과 대학시

절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하였고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그런 경력의 윤장관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지식의 빈곤을 절감한다고 하였다.

괴로운 기억이지만 <한국과 일본국>에서 권오기 전 부총리가 지적한 이야기가 있다. 일본 명치유신 무

렵 선각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70년대 지은 ‘학문의 나아감’이라는 책이 100만부나 팔렸다. 

그 자금으로 후쿠자와는 게이오 대학을 설립하였다. 

일본을 칭찬할 의사는 전혀 없고, 일본을 상대하려면 먼저 일본을 알기는 하여야 한다. 

앞서 본 임마누엘 교수의 지적처럼 중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일정시대 사이토 총독이 부임할 때 60세가 넘어선 나아에 폭탄을 던져 처형당한 강우규 의사가 단두대

상에서 읊은 한시에 ‘몸만 있고 나라가 없다(有身無國)’는 구절이 있다.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

서는 아니된다. 능력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7. 끝으로

<남한산성>, <칼의 노래>등 소설의 작가 김훈은 필자보다 한 두살 위이다. 그 분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여운이 있다. 

“나는 죽으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남들이 기억해줬으면 한다. 글 잘 쓰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 사람 참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자는 부산에서 다른 사람의 거친 싸움판에서 평생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법률가이다. 하지만 스스

로에게 엄격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주위의 다른 분들에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친절한 늙은 법률가로 남

고 싶다. 

그러려면 먼저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워 지지는 않는

다는 진실은 알고 있지만 노력은 해보려고 한다.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앞선 분들로부터 받은 것, 그 동안 경험을 통해 익

힌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두려고 하였다.

생각과는 달리 너절한 잡문이 되었다. 하지만 책이라는 대학의 숲속을 하염없이 거닐거나 노는 기분으

로 독서를 계속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심장이 고동치는 한 독서를 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10.

우리나라처럼 지도상에 자주 사라졌던 폴란드의 시인 심보르스카야의 시를 인용해본다.

사는 동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면 서둘러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첫눈이 내리기 전에

아버지의 눈 아래에서 아들이 자란다

할아버지의 눈동자에서 손자가 태어난다.

하지만 그들은 나이를 세지 않는다.

10　  이 글은 지난 해 동서대학교에서 출간하고 있는 <지역문화2>에 보낸 원고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보낸 원고가 상당한 부분
이 제외되기도 하였고, 금년에 나온 김형석 교수님의 <백년의 독서>등을 보완하여 이번에 우리 변호사회 <법조>지에 발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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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여행자의 스위스 기행 

	

      박경재 변호사

남프랑스와 스위스 16박 18일(2019/6/2~6/19) 여행1

인천→파리→아비뇽(아를→라벤더투어, 무스띠에 상뜨마리, 베르동 협곡 현지투어)→마르세유→니스(앙티브, 깐느

→생폴드방스, 에즈, 모나코 현지투어)→엑상프로방스→스위스 제네바→몽뜨뢰→체르마트(고르너그라트 전망대, 

마테호른 5대호수 레이제 하이킹)→라우터브루넨(쉴터호른, 뮈렌 마을→융프라우요흐, 인터라켄)→루체른(유람선, 비

츠나우, 베기스)→메겐→바젤→프랑스 파리→인천 귀국

1　 이 글은 지난호에 게재한 남프랑스 기행 ‘꿈속의 꿈’에 이어지는 다음 편으로 스위스 기행문이다.

뮈렌마을의 산악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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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방스	지방에서	스위스로	이어진	여행의	기록을	오랜만에	꺼내	펼쳐보니,	새삼	그때의	감흥이	일

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잠시	잊게	해주는	추억여행이	된다.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자유

를	잃고	보니	사진	속에서	마스크	없이	환한	미소로	민낯을	드러낸	주름진	얼굴도	그저	평화로워	보

인다.	

스위스로 이어진 행운

프로방스의	마지막	관광지	엑상프로방스에서	소매치기로	인해	십년감수를	한	날,	둘러보려	했던	엑

상프로방스의	남은	방문지	1-2	곳을	포기하고	제네바로	향했다.	TGV로	오후	늦게	제네바역	8번	플

랫폼에	도착한	뒤	30여	분	후	7번	플랫폼에서	몽트뢰로	가는	기차를	환승할	예정이었다.	플랫폼은	사

람들로	혼잡했고,	초행이었으므로	별다른	생각	없이	하차한	승객들이	가는	방향으로	짐을	끌고	가다

가	맞은	편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고	휠체어를	끌고	오는	역무원이	눈에	띄어	혹시나	해서	출구를	물

어보았다.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몇	시	차인지를	묻고는	급하다는	기색으로	빨리	자기를	따라오라며	

앞장을	섰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옆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

다.	그	줄은	지하통로	쪽으로	족히	100여	미터는	넘게	갈짓자	모양으로	7번	플랫폼	입구의	출입게이

트	앞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역무원은	그	게이트를	열더니	우리를	7번	플랫폼	안으로	넣어주고는	총

총걸음으로	사라져	갔다.

느긋한	걸음으로	맞은편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역무원을	따라	급히	걸으면서	점

점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하자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	역무원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스위스	여행의	

스케쥴이	시작부터	어긋날	뻔했었다.	무사히	환승을	하고	나서야	그	역무원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

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만 호숫가의 머큐리

몽트뢰로	가는	날엔	종일	비가	내렸다.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풍광에	로마시대	수로	유적과	언덕	위

에	낡은	고성이	보였다.	레만	호수	주변의	작은	마을	니옹은	로마	장군	시저의	북벌의	중요한	거점도

시였던	탓에	곳곳에	로마의	유적을	볼	수	있다.	제네바에서	몽트뢰까지는	한	시간	남짓	걸렸는데,	몽

트뢰에	가까워지자	열차는	레만	호수를	따라	계속	달렸다.	레만	호수	옆의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호

수	주변을	산책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쌀쌀한	날씨	탓에	관광객들은	여름인데도	패딩을	입은	모습이

다.	록밴드	퀸의	보컬	프래디	머큐리	동상이	서	있고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여러	조각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머큐리	동상	앞엔	누군가	갖다	놓은	시든	꽃다발과	사진들이	비에	젖고	있었다.	머큐리	동상	앞에	형

광등으로	장식된	빨간	전화부스가	놓여	있는데,	망자와의	통화를	위한	기념물처럼	보인다.	하늘을	향

해	불끈	쥔	주먹을	뻗어	올린	머큐리의	동작을	그대로	흉내	내며	동상	옆에	서서	기념촬영을	했다.	하

늘까지	치솟는	폭발적인	열정을	발산하는	머큐리	따라하기는	과거에	묻어둔	내	청춘의	기억	소환이

다.	사진	속에	담긴	비	젖은	머큐리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외롭고	처연해	보인다.	삶을	불태워버린	그

의	회한이	아니라	바로	내	뒷모습이	오버랩	된	까닭이다.

비가	오는	늦은	거리는	한적했다.	‘강남’이라는	간판이	걸린	중국집에서	볶음밥으로	식사를	했다.	일

주일	넘게	계속된	여행의	여독	탓인지	목에	탈이	날듯해서	근처	편의점	Coop에서	꿀을	샀다.	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구글	번역기로	도움을	받았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요구르트와	포도,	맥주,	육포를	

사서	숙소로	돌아와	부실했던	저녁을	보충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호숫가에	나가보니,	화창하게	개인	날씨	탓인지	어제	저녁에	보았던	풍광과

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어제	보지	못했던	여러	예술품이	구석구석에	놓여져	있었고	유람선이	맑은	

호숫물을	가르며	오고	간다.	레만	호수	근처의	시옹성에	가는	배라고	한다.	숙소에서	바라보는	호수

는	바다처럼	넓다.	그저	산,	호수를	찾아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만	하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	바로	

스위스	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숙소에서 바라 본 레만 호수변의 몽트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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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마트에서 만난 마테호른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도시	몽트뢰를	벗어나자	스위스	풍광으로	연상되는	잔설을	머리에	이고	있

는	높은	산,	넓은	초지,	꽃장식이	된	샬레가	차창	밖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스위스에서의	기차여행은	

스위스	패스를	이용했는데,	출도착	시각이	매우	정확했다.	

체르마트로	가기	위해	Visp역에서	환승을	했다.	갈아탄	기차는	시트도	밝은	노랑색에	천장	아래까지	

창을	높여,	채광이	밝고	실내도	쾌적하다.	차창	밖으로	나타나는	절경에	취하다	보니	3시간여	여행길

도	잠시처럼	느껴진다.	

체르마트역에	도착하니	여러	호텔의	작은	셔틀버스와	비슷한	모양의	전기	택시들이	여기저기	늘어서	

있었다.	체르마트는	무공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승용차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관광객은	

호텔의	전기차	셔틀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야	한다.	원래	계획은	역안의	코인	락카에	

석양의 마테호른

짐을	보관하고	Gornergrat	전망대로	가려	했는데,	열차를	타고	오는	도중	숙소에	

이메일을	보내	셔틀버스를	요청했다.	역에	픽업	나온	호텔	버스에	짐만	먼저	실어	

보내고,	Gornergrat	전망대로	가는	산악열차를	타러	갔다.	매표소	입구	유리창에는	

각	나라말로	느낌	있는	글귀가	가득	쓰여있었는데,	‘감각적인	즐거움’이라는	한글도	

있었다.	한	사람당	49프랑의	운임을	지불하고	전망대	휴게소에서	무료	라면을	제공

받는	도장을	받았다.	

기차가	출발한	뒤	잠시	나무와	초지가	이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빙하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람도	심하게	불고	급격히	추워진	기온변화에,	급히	꺼내	입은	외투에도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3100	고도의	전망대에	도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전망대	

식당에서	신라면을	먹었다.	도착할	땐	그나마	맑게	개어	잠시나마	사진도	찍고	주변	

빙하도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와	바로	코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날

씨가	나빠졌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려던	계획을	바꾸어	다음번에	내

려가는	기차를	탔다.	체르마트역	가까이	내려오자	다시	초여름	날씨로	바뀌었다.

체르마트역	광장의	번화한	반호프	거리를	10여	분	걸어서	숙소로	갔다.	마테호른	전

망이	가능한	숙소를	예약하고	온	곳이라,	안내된	내용처럼	멋진	뷰가	그대로	인지	

기대를	하며	들어섰는데,	예상대로	마테호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올려볼	수	있는	방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테호른의	빛은	신비한	느낌마저	주었고	해가	산너머로	빛을	끌고	가

버릴	때까지	발코니에	놓여진	안락의자에	앉아	마테호른에	푹	빠져	있었다.	간단히	요기를	하고	숙소

의	사우나로	갔다.	남녀	혼탕의	사우나.	유럽에선	흔한	형태이지만,	혼탕에	아직	익숙지	않아	커다란	

타월을	들고	사우나로	갔다.	모두	어떻게	알고들	왔는지,	젊은	커플들과	친구들로	보이는	어린	여자	

아이들이	각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15~6년	전	처음	오스트리아에서	혼탕에	들어섰을	때,	중년의	배

불뚝이	사나이가	거침없이	나신으로	욕탕을	휘젓고	걷는	모습에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서

로	정면으로	부닥치지	않게	피해서	동선을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사우나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

고	시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호텔은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입실했을	때부

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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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멈춘 곳, 라이호수

다음날은	마테호른	5대	호수	하이킹을	하기	위해	Talstation	Sunnegga-Rothorn

으로	갔다.	체르마트	시내를	걸어서	역으로	갔는데,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엔	전기

로	움직이는	트럭과	택시만	간혹	보일	뿐	관광객은	모두	걸어서	이동을	했다.	마을

의	어귀엔	작은	공동묘지가	샬레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작은	개울엔	지난	밤	내

린	비로	회색물이	불어있었다.	수네가로	오르는	푸니쿨라는	왕복	2인에	24유로(스

위스패스	50%	할인)였는데,	10여	분만에	2288미터	고도의	수네가로	이동시켜주었

다.	푸니쿨라는	고도의	경사로를	고속주행으로	올라가는	트램	비슷한	이동	수단인

데	25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수네가에	내려서	뷔페식당이	있는	전망대에	서면,	파노라마로	아주	가까이	마테호

른과	마주하게	된다.	원래는	여기서	다시	곤돌라를	타고	Blauherd까지	올라가	슈

텔리제(Stellisee)	하이킹을	계획했었는데,	기상	관계로	곤돌라가	토요일까지	운행

이	중지되어	차선책으로	걸어서	10여	분	거리의	라이제(Leisee)로	갔다.	한동안	내

리막길을	걸어서	내려가니	넓은	호수가	나타났다.	호숫가를	천천히	걸어서	주변을	

돌다	보니	짙은	감청색	호숫물에	하얀	마테호른이	어른거리고	있다.	호숫가	넓은	

초원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	자리를	깔고	편안한	자세로	햇빛을	즐기

고	있었다.	하늘과	산과	나만	있는	공간에	한동안	머물다	돌아서는	것이	못내	아쉬

워	자꾸만	뒤가	돌아다	보였다.	그곳은	시간마저	멈춘	곳이었다.	

수네가에	올랐던	길을	그대로	다시	내려와	체르마트역	근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를	먹고,	주변	거리를	구경했다.	휴대용	스위스	칼을	한국의	지인들에게	챙겨갈	선

물로	몇	개	구입하고,	마트에서	산딸기,	체르마트	맥주,	닭고기,	국수를	사서	숙소

로	돌아왔다.	베란다에	앉아	이른	저녁으로	사온	것들을	먹으며	해가	질	때까지	마

테호른을	사진에	담았다.	사우나에서	그동안	쌓인	여독을	풀며	한적하게	여유를	

만끽해보려는	의도와는	달리	들어서는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오스

트리아의	한	호텔	사우나	노천욕탕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신의	금발	미인이	우윳빛	

피부를	드러내고	나타날지	모를	일이라...

라이호수와 마테호른

수네가 전망대 카페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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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영화촬영지 쉴터호른을 오르다.

다음날은	아침	일찍	호텔	조식을	하고	라우터브루넨으로	이동했다.	Visp과	Interlaken	Ost.에서	환

승하고	라우터브루넨까지는	3시간여	걸렸다.	라우터브루넨은	빙하에	깍인	300~500m	높이의	암벽

에	둘러싸인	마을로	72개의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라우터브루넨에는	융프라우요흐에	올라가는	

도로	중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마을로	규모가	큰	주차장이	역	옆에	마련되어	있다.	숙소가	역	

가까운	곳으로	정해져	있어서	각자	짐을	끌고	걸어서	갔다.	미슐렝	식당이	있는	곳으로	근처	호텔들	

보다	규모가	좀	커	보였다.	숙소는	만실이라	프런트	앞에	예약	없이	들른	미국인	여자가	혹시	나올	방

을	기다리고	있다가	웃는	얼굴로	내게	말을	걸었다.	피부색	다른	동양인에게	선뜻	다가오지	않는	유

럽인들만	보다가	빠른	말투의	귀에	익은	어조가	들리니	다소	친근하게	느껴졌다.	수완	좋은	주인여자

가	우리에게	스위트	룸이	나왔는데	100프랑을	더	내면	더	크고	뷰도	좋은	방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의

향을	물어왔다.	오기	힘든	곳에	왔으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방	청소가	될	때까지	40~50분을	더	

기다려야	해서	내심	짜증스러웠지만,	기다리는	동안	쉴터호른으로	가는	방법과	근처	관광할만한	곳

을	묻고	카운터에	비치된	자료들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나무계단을	4층까지	

힘센	남자	직원이	무거운	캐리어를	올려다	주었다.	지붕	아래의	넓은	방이었는데	뷰도	좋고,	분리된	

거실과	침실도	넓었고	특히	전망창이	있는	대형욕조가	마음에	들었다.

짐만	방에	넣어두고	라우터브루넨	역	근처	버스	정거장에서	Schilthornbahn을	타기	위해	

Stechelberg로	가는	버스를	탔다.	병풍처럼	둘러싼	절벽에서	쏟아지는	폭포가	군데군데	보이고,	넓

은	초지는	무성한	풀과	이름	모를	야생화로	덮여있었다.	괴테가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진	슈타웁바흐	

폭포와	트륌멜바흐	폭포가	특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라우터브루넨의	동쪽에	있는	높은	쉴터

호른에	올라야	하고,	내일은	서쪽의	융프라우요흐에	올라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어서	주변으로	관심

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Stechelberg에서	쉴터호른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탔다.	스위스	패스	소지자

는	무료라고	한다.	20여	명이	탈	만한	비교적	큰	케이블카로	올라가다가,	김멜발트에서	다른	케이블

카로	갈아타고	뮈렌에서	다시	환승을	했다.	비르그를	지나	더	올라가면	쉴터호른이다.	사방이	눈으로

만	덮힌	높은	산봉우리들을	발밑으로	두고	계속	오르는	일은	아찔한	경험이다.	

쉴터호른	전망대(2970m)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영화	‘여황폐하	대작전’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

으로,	원래는	영화촬영용으로	건설되었다가	시설을	보강하여	유명한	전망대가	된	곳이다.	이곳의	레

스토랑	피츠	글로리아는	360도로	회전하며,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베르니나	지역	알프스	산악	경

관을	구경할	수	있다.	본드의	실제	인물	크기	사진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실내엔	본드	박물관과	영화

관이	있다.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시끌벅적하게	몰려와	기념촬영을	한다고	빈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

비르그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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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서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도,	비켜줄	생각도	없이	자

리	차지를	하고	시끄럽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좀	비켜달라고	하니,	넉살	좋은	중년	아

줌마는	중국인이냐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부른다.	쉴터호른에서	뮈렌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비르그

(2677m)에는	통유리로	길을	만들어둔	스카이	워크가	있다고	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냥	지나쳤

다.	잠시	주변의	높은	봉우리가	감싸고	있는	파노라마	경치를	둘러보고	뮈렌(1638m)으로	향했다.	

뮈렌은	해발	1645m절벽	편평한	곳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해,	블루멘탈	계곡과	알프스	산들이	빚어

내는	절경을	가진	곳이다.	꽃이나	도자기,	수예품으로	자신의	집을	예쁘게	꾸며놓아	마을	전체가	동

화	속	마을	같았다.	좁은	길이	만나는	곳마다	의자가	놓여져	있어서	한가롭게	앉아	발도	쉬어주고,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로	망중한을	즐겼다.	info에서	소개한	가장	뷰가	좋다는	곳을	찾아가,	나

무	그루터기에	올라가	기념촬영도	하고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았다.	뮈렌	BLM역에서	기차를	타고	

Grutschalp(1486m)로	가서	Seilbahn을	타고	라우터브루넨으로	내려와	숙소로	돌아왔다.	모처럼	이

른	저녁	시간에	쉴	수	있는	기회라	와인	파티를	했다.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요흐

미슐렝	호텔이라는	숙소의	명성답게	다음	날	조식에	맛본	빵과	준비된	음식들은	비교적	만족스러웠

다.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로	가기	위해	아침을	먹고	라우터브루넨	역으로	걸어갔다.	라우터브루넨	역

융프라우요흐 전망대 내부 기념사진

에서	보니	톱니바퀴가	선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다.	고지대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융

프라우의	특이한	산악열차	형태라는데,	라우터브루넨에서	탑승해	벵엔(1274m)에서	환승을	하고	클

라이네샤이덱(2061m)까지	거의	한	시간이	걸렸다.	클라이네샤이덱에	도착하니,	많은	관광객들이	기

차를	타기	위해	모여있었다.	클라이네샤이덱은	아이거,	묀히,	융프라우의	거대한	봉우리	아래에	있는	

곳으로,	융프라우로	등정하는	마지막	환승역이다.	클라이네샤이덱에서	융프라우요흐(3454m)까지	35

분이	소요되었다.	20여	년	전	혼자	서유럽	여행을	할	때	융프라우요흐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이드가	한	말이	기억났다.	융프라우를	맑은	날에	올라	정상을	보는	사람은	계속	행운이	따른다고	

했었다.	그때는	맑은	산	정상을	보고	잠시	설원으로	나가	발자국을	찍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었는데,	

이날은	짙은	안개로	바로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시야가	가려져	비구름	속에	파묻힌	느낌이었다.	

스위스패스를	구입하면	이곳	정상	카페테리아에서	신라면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기상	악화로	융프

라우	여신의	미모를	보지	못한	실망감을	따끈한	라면	국물로	달래고,	리프트를	타고	스핑스	전망대

(3571m)로	올랐다.	알프스	최장의	알레취	빙하와	독일의	흑림지대까지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극심한	

기후	조건하에	3년여	난공사로	완공된	곳이라고	한다.	알레취	빙하	아래에	만들어진	얼음	터널도	지

유람선에서 바라 본 루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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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보고,	기념품	가게도	기웃거리며	구경을	했다.	한	시간여	이곳을	둘러보고	클라이네샤이덱으로	

내려와	그린델발트로	갔다.	환승을	하면서	보니	올라	올	때	보지	못한	티피(tepee)2	두	개가	클라이네

샤이덱	역	한	구석에	높게	세워져	있었다.	모형으로	만들어	둔	것인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깊은	산속의	티피는	주변	풍광과	잘	어울렸다.

그린델발트(1034m)는	아이거	북벽	바로	아래	세	개의	봉우리가	에워싸고	있는,	산악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등산	기지로	이용하는	탐험가들이	많이	방문해	일명	'탐험가들의	고장'이

라고도	불린다.	여름에는	산기슭	목초지에	야생화가	만발해	하이킹을	하러	오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겨울엔	스키	등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한다.	오가는	관광객들의	복장이	한여름에

서	겨울까지	각양각색이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넓은	광장의	coop에서	산	스시와	스위스	맥주로	늦

은	점심을	먹었다.

그린델발트에서	인터라켄	동역으로	가서	스탬프를	찍고	역을	나와	서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인터

라켄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큰	도시였다.	명품거리도	보이고	꽃들로	거리를	장식해놓아	볼거리가	

많았다.	서역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버스를	내려	걸어보기로	했다.	동역과	서역	간의	거리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서역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글앱을	검색하여	한국식당	‘강촌’을	

찾아	꼬리곰탕으로	보신을	했다.	동역으로	돌아와	라우터브루넨으로	출발을	하자마자	폭우가	퍼부었

다.	라우터브루넨에	도착하니	번개도	치고	많은	비가	계속	내려	우비를	꺼내	입고	숙소로	걸어갔다.	

하루	동안에	한	해의	여름과	겨울	풍광을	함께	보고,	날씨의	다양한	변덕을	겪은	날이었다.

루체른으로

다음	날	아침	라우터브루넨의	숙소를	떠나면서	주변	사진도	찍고	산책을	했다.	문득	한국에서	줄곧	

괴롭혔던	비염과	천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공기	좋은	곳	-	스

위스의	산악	마을	어디라도	‘한달살이’를	하면	어떤	지병도	모두	완쾌될	것	같았다.	루체른으로의	이

동은	애초에	인터라켄	동역에서	브리엔츠	호수	유람선을	타고	브리엔츠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기차를	

이용하려	했는데,	인터라켄	동역에서	루체른까지	바로	기차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2　 아메리칸 인디언이 사용한 거주용 텐트이다. 

기차에서	우리	옆	좌석에	한국인	여학생이	있어서	먹을	것도	건네고	사진도	찍어주며	잠시	동행이	되

었다.	서울에서	혼자	여행	왔고	가끔	고민이	많아지면	훌쩍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혼자	여행

을	하고	나면	스스로	자신감도	많이	생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얼핏	하다가,	근처	마을에	행사

가	있더라며	중간역에서	급히	내려	멀어져갔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

운	마음이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기차는	브리엔츠	호수	변을	따라갔는데,	잠시	후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

과	섞여	지나갔다.	근처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옥빛을	머금은	푸른	호숫물에	병풍

처럼	서	있는	높은	산허리엔	하얀	구름이	내려앉았다.	야생화	만발한	초록	초지와	회색	계곡물,	점점

이	수놓은	샬레,	풀을	뜯는	얼룩소들...	스위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한가로운	풍경은	저절로	영혼마

저	정화시키는	느낌이다.	

체르마트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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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앙의 가장 스위스다운 도시, 루체른

루체른은	스위스	정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자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로이스강의	서쪽에	위치하

며,	강	양쪽으로	도시가	개발되었다.	루체른	중앙역에서	버스	타는	정류소를	찾아가니	아치형	석조물

이	보였다.	여행안내문을	보니	1896년에	세워진	원래의	루체른	기차역은	불타고	이	아치형	문만	남

았다고	한다.	우선	숙소에	체크인을	해서	짐을	넣어두고	루체른	시내관광을	하기로	했다.	숙소가	있

는	메겐까지는	버스로	15분이	걸렸다.	시내에는	2대의	버스를	연결해	공중의	전기줄로	움직이는	전

기버스도	눈에	띄었는데,	우리가	타고	간	24번	버스는	저상형이어서	큰	캐리어를	싣는데	별	어려움

이	없었다.	루체른	근교로	가는	버스에	큰	짐가방을	들고	타는	동양인	커플이	낯설었던지,	버스에	오

르내리던	사람들이	모두	흘낏거리며	쳐다보았다.	

예약한	숙소는	Balm	버스	정류장에서	100여	미터	거리에	있었다.	짐을	끌고	들어가니	프런트의	나

이	든	아주머니	직원이	한	세기	전쯤에나	구경했을	법한	묵직하고	오래된	열쇄꾸러미를	건네주면서	

체크아웃할	때까지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했다.	루체른	근교의	아담한	이	숙소는	유명한	미슐렝	식당

이	발전해서	호텔로	만들어진	곳이란다.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맵시가	꽤	세련되어	보였다.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특히	욕실이	작지만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숙소를	나와	버스를	타고	루체른	중앙역으로	나오다가	정류장을	잘못	내려	잠시	헤매었지만	다행히	

유람선	시간에	맞추어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유람선은	가다가	곳곳의	선착장에서	사람들을	태

우고	내려주었다.

Hertenstein,	Weggis를	지나고	깍아지른	큰	암벽	절벽에	스위스	국기가	보이던	곳,	Vitznau에서	내

렸다.	Rigi산으로	오르는	산악열차들이	시간에	맞춰	자주	오가고	있었다.	원래	리기산	등정까지	계획

을	했었는데	일정이	바뀌어	산에	오르지는	못하고	리기산	어귀에서	선착장과	주변을	둘러보고	사진

을	찍었다.	돌아갈	때는	NFB	2번	버스를	타고	베기스로	갔다.	베기스는	전형적인	호숫가	휴양지	마

을	같았다.	베기스에서	다시	배를	타고	루체른으로	돌아오니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루체른	선

착장	근처	KKL3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다.	짐머만의	브람스와	쇼팽을	연주하는	리사이틀	포

3　  KKL(Kultur und Kongresszentrum Luzern): 기차역 바로 우측에 위치한 KKL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의 작품으로, 현대미술
관, 콘서트 홀, 회의장 등의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체른 페스티벌이 일 년에 3번 - 4월의 부활절 음
악제, 8월의 여름 교향악 축제, 11월 피아노 콘서트 축제가 열린다.

스터가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루체른	시내의	볼거리를	다	보기도	힘든	늦은	오후였다.

루체른	중앙역에서	스시로	저녁을	먹고	스위스	수제	쵸코렛	가게에서	쵸코렛을	샀다.	시내	관광을	가

기	전에	지하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들렀는데,	지하철	출입구처럼	동전을	투입하고	들어가는	식이었

다.	시설은	깨끗한	편이었지만,	한번	사용에	무조건	2유로를	지불해야	했다.	

해가	저물기	전에	루체른	시내	관광을	모두	마쳐야	해서	서둘렀다.	구글	맵을	이용해	먼저	빈사의	사

자상을	보러	갔다.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를	위해	희생되었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	자

연	암벽	위에	약	10m	정도	길이로	1820년에	만들어진	사자상이다.	빙하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

란	흰	대리석	암벽이	캔버스처럼	놓여져	있고,	작은	연못	위쪽에	사자상은	암벽의	중앙을	파내고	비

스듬히	누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마치	암벽의	동굴	속에	누워	죽어가는	사자처럼	보인다.	빙하공

원은	대충	보고	무제크	성벽으로	갔다.	

무제크	성벽으로	가는	길은	계속	오르막이었다.	시내의	골목을	따라	오르다	보면	성벽을	두	번	지나

게	되는데,	출입	통로의	가운데에는	가문의	문장	같은	조각이	붙여져	있고	성탑	출입구엔	무장하고	

갑옷	입은	병사의	부조상이	있다.	성벽의	중심이	되는	총	9개의	탑	중에	현재	3개의	탑(쉬르머탑,	멘리

탑,	치트탑)의	내부만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성벽	안은	넓은	초지와	계단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근

처에	문이	열린	성벽탑으로	들어가	보니	좁은	계단	중간에	출입이	차단되어	있었다.

카펠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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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카펠교이다.	카펠교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지붕이	있는	목조다리

이다.	원래는	방어벽으로	만들어진	다리라고	한다.	다리가	보이는	호숫가의	많은	카페엔	거리에	탁자

를	내놓고	늦은	오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붐볐다.	다리	안으로	들어서니	길게	연결된	다리	윗부

분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110여	점의	스위스	역사와	건국신화에	관련된	17세기	판화작

품이라고	한다.	카펠교	남쪽에	양쪽으로	둥근	돔이	올려진	예수교회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

었다.	17세기에	세워진	스위스	최초의	바로크	양식	교회라고	한다.	하루의	시간이	더	허락되었다면,	

KKL에서의	짐머만	연주,	여러	교회와	로젠가르트	컬렉션	미술관,	바그너	박물관을	가보고	싶었지

만,	하루	동안	알차게	보낸	루체른	시내	관광으로	만족하며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국경도시 바젤을 거쳐 파리로..

메겐의	숙소에서	맛본	조식은	기대	이상이었다.	음식의	가짓수가	많거나	특별히	만든	요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바로	구워	나온	빵과	스프,	디저트의	맛이	기억에	남을	만큼	좋았다.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

는	단계로	접어드는	때라	서운한	마음에	아침	식사	후	숙소의	정원에	앉아	그네도	타고	조용한	주변

을	산책했다.	갑자기	귀국	일정이	바뀌어	취리히에서	출국하는	대신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해서,	리

기산	등정을	포기하고	바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바꾸었다.	루체른역에서	바젤까지는	한	시간이	소

요되었다.

바젤은	흔히	‘두	얼굴을	가진	도시’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들과	

중세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교회	건물과	교각	등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

이다.	바젤은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의	접경	지역이라	교통의	요지로	보였다.	바젤역	지하	물품보관

소에	짐을	넣어두고	먼저	info로	가서	시내	지도를	구했다.	역	밖으로	나오니	트램과	버스들로	혼잡

했다.	길	건너	버거킹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공원을	지나	바젤	시내로	걸어	들어갔다.	시청	쪽

으로	가다가	오래된	성당에	잠시	들어가	구경을	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여러	형태의	스테인드	글

라스가	조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엘리자베스	교회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입구에	

새겨진	글귀를	구글	번역기에	넣어보니,	1857~65년	Ferdinand	Stadler(1813~70)의	계획에	따라	지

어졌고,	내부가	완벽하게	보존된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고딕	교회	건물이라고	번역된다.	

시청	근처	명품거리에서	쇼핑도	하고	마크트	광장에	있는	시청사	건물을	구경했다.	시장	광장이란	뜻

의	마크트	광장은	다채로운	색감의	시청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시청사	앞	벽면엔	벽화와	베란다의	

정교한	조각품,	기사	조각상,	시계,	타일	지붕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뾰족	탑과	중앙의	정교하

게	만들어진	탑은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어	더욱	화려해	보였다.	마크트	광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

고	매일	근방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과	유제품	및	특산품	등을	판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시청사	앞에	여러	식료품	배달	차량이	세워져	물품을	내리고	있었다.		

뮌스터	대성당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	라인강변에	도착했다.	라인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서울	

한강의	1/3	정도의	강폭에	높은	빌라와	큰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진	오래된	도시의	정감이	그대로	묻

어나는	분위기였다.	대성당을	오르는	길	입구엔	중세	마을이	있다.	집	앞에	연도를	표기하고	그	집의	

연역을	간단한	명패로	붙여뒀는데,	1226년,	1438,	1525...	등	다양하게	생긴	집들에서	살다가	지금

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들의	긴	그림자를	더듬어	보듯,	오래된	돌길을	따라	걸었다.	좁은	골

목길이	갑자기	넓어지는	광장에	도착하니	대성당이	보였다.	유난히	더웠던	날씨	때문에	성당	옆	분

수대에	수영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돌바닥에	타월까지	깔아	두고	분수	속으로	들어가서	놀고	있었

다.	대성당은	로마네스크-고딕	양식이	혼재된	아름다운	건물로	1019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축되

었다고	한다.	대성당	내부로	들어서니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된	높

은	창들,	둥근	천장을	비추는	빛	영상(레이저로	쏘아	올리는	영상처럼	보임)이	눈길을	끌었다.	역으로	서둘

러	가야	해서	천천히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잠시	바젤	시내	몇	곳을	둘러본	것만으로도	바젤의	독특

한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다시 파리로, 한국으로..

바젤	시내를	거의	3시간	동안	급한	걸음으로	돌아보고,	다시	역으로	와서	파리행	TGV	Lyria에	몸을	

실었다.	바젤에서	파리	리옹역까지	3시간	남짓	오는	동안,	맞은편에	강아지를	가방	안에	넣어	안고	

가는	여자는	개나	사람이나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한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를	않았다.	

리옹역	근처에	있는	M	Citizen	호텔은	컴퓨터로	셀프	체크인	및	사전	계산을	하게	되어있고,	익숙하

지	않은	여행객들의	체크인을	2-3명의	흑인	여성이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앞	사람에게	Tax

를	이중으로	물리더니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려고	해서,	예약확인서를	제시하고	그대로	

처리했다.	외국을	개별여행하다	보면	주로	렌트카나	숙소	등에서	한	번씩	겪는	일인데,	초기에는	모

르고	넘어갔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제대로	대처하게	되었다.	첨단	시설로	꾸며진	이곳은	출국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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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예약한	곳인데,	이번	여행	중	가장	좁은	방에,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한	숙소가	되었다.	형광	네

온이	음악과	함께	카멜레온처럼	바뀌어	분위기를	고조시켜주고	샤워실	안이나	룸까지	사이키	조명으

로	시각을	흥분시켰지만,	더블베드	정도의	침대	하나와	사이키	조명이	비치는	샤워실이	전부이고	큰	

여행	캐리어를	펼칠	공간조차	없었다.	창문으로	멀리	세느강과	에펠탑을	볼	수	있는	방이라는	것만으

로	이	비싼	방의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었다.	해가	저물면	가능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여

행의	마지막	기착지에서의	밤.	밖으로	나가	리옹역	주변을	산책하며	스파게티	식당으로	들어가	맥주

를	곁들여	느긋하게	식사를	했다.	호텔로	돌아온	시간이	밤10시가	가까웠는데도	밖은	아직도	어둡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짐을	카운터에	맡겨두고,	걸어서	세느강변에	있는	파리식물원으로	

갔다.	식물원	안은	넓은	공원처럼	잔디로	구역마다	잘	정비되어	있고,	다양한	품종의	화초들과	안내

판,	벤치와	큰	나무	그늘이	오랜	석조건물과	함께	조화롭게	꾸며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었다.	

식물원	내부를	가로질러	가면서	장미가	활짝	핀	정원과	곳곳에	놓여진	조각품을	구경한	뒤	반대편	출

구로	나가	10여	분	거리의	몽쥬	약국으로	가서	선물과	화장품	등을	샀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조그마한	한국식당이	눈에	띄었다.	

‘해미’	-	작은	홀	안엔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식당의	밖엔	예약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순서를	기

다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식당	홀	안의	비좁은	탁자와	의자에	미리	예약하고	온	외국인	손님

들이	불편한	자세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동양인	손님은	우리	부부뿐이었다.	청소년	남매

가	서빙하고	있었는데,	눈동자가	푸른	이쁜	혼혈이었다.	주문한	음식을	다	먹을	즈음에	주방에서	일

하던	남매의	엄마가	일부러	나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미술전공	학도로	유학	와서	결혼하고	정착을	

했다는	쾌활한	엄마의	음식솜씨는	훌륭했다.	다음에	파리에	오면	또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식당을	

나섰다.	식물원을	다시	가로질러	호텔로	돌아와	짐을	찾아	공항으로	출발했다.	택시로	드골공항까지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50유로를	지불했다.	파리	시내에서	공항까지의	요금은	세느강을	기점으로	50

유로로	정해져	있었다.	

가이아의 자비로움에 기대어

2년	전의	사진첩을	꺼내	프로방스,	스위스	여행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

을	가졌다.	목적지에	눈도장	찍듯	사진기에만	담고	돌아와	그대로	덮어뒀더라면,	그곳이	어떤	곳인

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렸을	많은	것들이	다시	의미로	새겨지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긴다.	잠시라도	두	발로	걸어본	지역명은	스치듯	지나가더라도	반갑게	와닿고,	친숙하게	느껴져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지구의	곳곳을	가보고	싶다	해서	모든	곳이	잠시의	방문도	쉽게	허락되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떤	인연

으로든	연관이	되어	잠시라도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은	큰	행운임에	틀림없다.	2년	가까이	지구를	휩

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얼굴을	가린	마스크	차림에	익숙한	피로한	시선이,	예전	일상의	자유로움을	

누리던	그	당시의	사진들로	잠시나마	해갈을	한	느낌이다.	맑은	공기와	경치	좋은	청정	지역에	잠시	

머물면서	부지불식간에	나아버린	비염과	천식처럼	지금의	이	전염병도	가이아의	품	안에서	절로	치

유되어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대지의	여신	-	가이아의	자비로움에	기대어	다시	희망을	꿈꾸어본다.

길	위에	서	본	사람은	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떠나	본	사람은	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잃어	본	사람은	안다.	당연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길	위에	선	하루살이	여행자이다.																

2021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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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와 아프리카 여행기

       박재봉 변호사

이집트(Egypt)는	2011년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하나투어의	10일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마누라는	전에	간	곳이라	하여	혼자서	호텔과	나일강	크루즈(Cruise)의	독방에	자면서	여행을	했다.

이집트는	나일강(Nile)을	중심으로	한	세계	3대	문명(희랍문명,	로마문명)의	발상지로	불멸의	건축물을	

세우고	세계에서	최초로	‘파피루스’라는	종이와	‘상형문자’를	사용한	나라이다.	카이로(Cairo)에서	룩

소(Luxor)까지는	비행기로	가서	3대	왕의	분묘인	유명한	3개의	피라미드	신전을	내부까지	들어가	보

았다.	철학자	탈레스(BC	7년~BC	6년)가	최초로	피라미드(Pyramid)의	길이를	측정하고	1년을	360일로	

나누고	일식을	계산하였다.	칼나크	신전(Karnak)과	머리는	사람이고	몸통은	사자상인	거대한	스핑크

스(Sphinx)를	보았다.

멤피스(Memphis)에서	프타신전에	람세스(Ramesses)	2세의	누워있는	거상과	광장에	있는	앉아있는	거

상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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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에서	비행기로	아스완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차로	약	4시간을	달려	

아부심벨에	도착하여	람세스	2세(BC	1279년~BC	1212년)가	건설하였다는	아부심벨(Abu	Simbel)의	대

신전(람세스	2세의	묘)과	소신선(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묘)을	내부까지	들어가서	보았다.	

이집트관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관광명소였다.

아스완(Aswan)에서	시가지와	아스완댐	기념공원과	박물관을	보고	그곳에서	나일강	크루즈의	유람선

을	타고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까지	북상하면서	밤에는	유람선에서	자고	낮에는	관광을	하는	일정으

로	콤옴보신전(Kom	Ombo),	에두푸(Edfu)의	호루스신전(Horus)을	관광하였다.

나일강변에	있는	룩소	신전(Luxor)의	14개의	거대한	파비루스	돌기둥,	칼나크	신전(Karnak)의	중앙에	

있는	오벨리우스(Obelius,	파리의	콩코드광장에	있는	오벨리우스는	이집트에서	가져왔다고	함)와	열주실기둥(列

柱室	높이	24m),	왕가의	계곡에서	델	앨	바하리	신전(Deir	el-Bahari)과	람세스(Ramesses)	2세,	람세스	3

세의	묘와	귀족	묘	등	63개의	무덤,	그리고	지진으로	일부가	훼손된	채	서있는	메몬(Memmon)의	석상

을	보고	왕비의	계곡에	갔다.

에두푸(Edufu)에서	호루스	신전(Horus)에	갔으며	마차	Tour를	하고	카이로에서	이집트	박물관(1857년)

의	2층에	있는	왕족의	미라와	투칸왕의	황금마스크를	보았다.

카이로(Cairo)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시가지에는	카이로타워(187m)가	있는	타

히루르광장(E-Tahrir)과	그	근처에	관청,	외국공관,	호텔	등이	있다.	나는	광장	옆에	있는	좁은	길	안의	

상점에서	기념으로	이집트	가곡의	디스크를	한	장	샀다.

구	시가지에서	예수의	피난	교회인	유명한	알부카	기독교회당에	갔다.	이집트는	회교국가로	화려한	

무함마드알리	모스코	사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모스크사원이	있다.	프랑스인	살포리응(Champollion)

은	이집트의	로제타석	연구에	몰입하여	고대상형문자를	최초로	해독한	사람이다.

1943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국	총통	장개석이가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여	전쟁	

후	한국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다.

귀국하기	전인	1월	26일	사막투어를	하기	위하여	무려	5시간동안	차를	타고	바흐리야타운에	가서	사

막전용인	4인승의	지프차를	타고	사막투어를	하였다.

사막에는	석회석의	흰	사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철광석의	흑	사막을	처음으로	보았고	사막에서	자란	

수백년	된	아카시아	나무를	보았다.

사막의	한	가운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곳의	주변에	마을이	있어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사막에	핀	꽃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우리는	사막의	숙소인	천막	안의	침낭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사막에서	생활하는	현지인이	

차려주는	베두인식	볶음밥,	구운	치킨,	야채	등으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나는	해가	서산을	넘어가는	해넘이나	바다의	수평선으로	지는	해넘이를	자주	본	일이	있으나	해가	광

활한	사막	넘으로	지는	주황색	노을의	해넘이를	생전	처음으로	보았다.	사막에서	맞이하는	해넘이와	

다음날	아침의	해돋이는	참으로	장관이었고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광경으로	남아있다.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눈에	안경을	쓰고	얼굴	전체를	모자와	수건으로	가렸는데도	

카이로	호텔에	도착하니	옷과	온몸이	모래	투성이었다.

이집트	여행에서는	사막투어는	반드시	해야	할	관광이다.

모세(Moses,	120세)는	유대인의	노예로	이집트의	남부지역에서	석공	일을	하였는데	80세	때에	여호와

의	부름을	받아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선택받은	종족인	히브리인	40만명을	

데리고	민족해방의	길에	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며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을	받았다	(구약성서	출애굽기(Exodus)	14장	21절~22절,	23장	2절,	31장	18

절,	33장	8절,	마태복음	10장	9절~10절,	시편	128편	2절).



기행문

332    제39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333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년~1901년)	작곡	Opera	Nabucco는	아시리아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빼앗긴	처지를	한탄하며	노래한	것인데	제3악장	‘자유의	찬가’	중에서	‘히브리	노예

들의	합창’이	유명하다.

Opera	아이다(Aida)는	이집트	전쟁	중에	이집트장군	라다메스와	이집트공주	암네리스,	포로로	잡혀

온	에디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사랑이야기이고	80세	때에는	오페라	‘오젤로’를	작곡하고	85세	때에는	

‘아베마리아’를	작곡하였다.	크리스찬	베일	감독의	‘엑소더스’가	유명하다.

이집트	여행을	하려면	‘크리스티앙	자크	(Christian	Jacq)’의	장편소설	‘람세스(Ramses	2세:	BC	1279년

~1213년,	김정란	번역,	문학동네)’를	읽고	가면	유익하고	사막여행에는	스티브	도나휴(Steve	Donahue)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	(1.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2.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

라	등)이란	책이	유익하다.	

우리부부는	처제	김영애	부부와	200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Red	Cap	여행사의	16일간	아

프리카	여행을	하였다.

인천공항에서	홍콩까지는	대한항공의	일반좌석으로	가서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요

하네스버그(Johannesburg)까지는	남아공항공(SU)의	비즈니스	좌석으로	갔다.	내가	그동안	타	본	대한

항공	등의	비즈니스	좌석에	비하여	남아공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은	일등석과	같은	시설과	서비스였다.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바로	케냐(Kenya)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로	가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

스호텔을	경영하는	한국인	전낙원씨가	현지에서	경영하는	사파리	파크호텔(Safari	Park	Hotel,	전화	

251-333)에	투숙하였다.	우리들	일행은	그	날	밤	호텔의	일본식당인	치요(Chiyo)에서	철판구이요리를	

먹으면서	야간	쇼를	재미있게	구경하였다.

탄자니아(Tanzania)의	아루사(Arusa)에	가서	세계	최대의	분화구인	응고롱고로	국립공원(Ngorongoro	

남북	16km,	동서	19km,	깊이	610m,	높이	2,280m,	면적	265㎢)에서	사파리(Safari)	Tour를	하며,	얼룩말,	기

린(giraffe),	누,	사자,	표범,	치타(Cheetah),	코끼리,	무스(Moose),	악어,	하마,	물소와	조류를	보았다.

올드바이	조지	협곡(Oldubai	Gorge)과	박물관을	구경하고	모쉬(Moshi)에	가서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

리만자로산(Kilimanjaro	5,895m:	최초의	등정가는	1889년	독일인	지질학자이고	탐험가인	한스	마이어)을	보고	

입구인	Marangu	Gate에서	입산수속을	밟아	약	200m까지	등산을	하였다.	

Kilimanjaro는	빛나는	산,	흰색	산이라는	뜻이다.

영화	‘Out	of	Africa’로	유명한	나이바샤	호수(Naivasha)에	가서	보트를	타고	펠리컨	(Pelican)등	야생

조류와	기린을	보고	영화	‘Out	of	Africa’의	개봉으로	관광명소가	된	소설의	저자인	“카렌	브릭슨”이	

살던	집과	커피농장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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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Masai	Mara)과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Serengeti	1,476㎢:	끝없는	초원이라는	뜻)에서	다시	사파리

(Safari)를	하였는데	우리는	지붕이	없는	짚차를	타고	150만	마리의	

누가	떼를	지어	800km~1,500km를	질주하며	이동하는	모습과	60

만	마리의	얼룩소와	50만	마리의	조류를	보고	사자가	무리를	지어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탄	짚차의	가까이	까지	왔다.

암보셀	국립공원(Amboseli)에서	붉은	옷을	입는	전사인	‘마사이마라

족(Masai	mara)’의	마을에	들러	그들의	숙소에	들어	가보고	함께	춤

을	추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다시	나이로비에	와서	국제회의장,	관청	등의	시내관광을	하고	오랜

만에	한국식당	‘포시즌	(Four	Seasons)’에서	한정식을	먹었다.

우리부부와	처제부부는	나이로비의	Windsor	C.C에서	골프채를	빌

려서	골프를	치고	케냐	국립박물관을	구경한	후	비행기로	요하네스

버그로	가서	세계	3대폭포의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Victoria	Falls)를	

보기	위하여	짐바브웨(Zimbabwe)와	잠비아(Zambia)로	갔다.

리빙스톤다리를	건너면	빅토리아공원(Victoria	Park)이	나오는데	그	

공원에	1855년	11월	16일	이	폭포를	발견한	영국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경(David	Livingstone)의	동상이	있고	공원의	오솔길을	들어

가면	폭포수의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빅토리아폭포(폭1,768m,	

깊이188m,	낙차108m	시간당	8	millon	litters)는	당시	영국	빅토리아왕의	

이름으로	내가	이미	가	본	나이아가라폭포와	이과수폭포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원주민은	빅토리아폭포를	‘Smoke	and	Thunder	Falls’이라고	하

며	‘천둥의	소리를	내는	물보라’	‘Mosi-oa-Tunya’라고	한다.

관람하는	장소는	1	View	Point에서	15	View	Point까지	있는데	7	

View	Point와	9	View	Point가	가장	좋은	곳이고	모시오아툰야	폭

포와	악마의	폭포가	유명하다.

폭포	이름의	뜻을	‘포호하는	연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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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Republic	of	South	Africa)의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Pretoria)에서	정부청

사와	대통령궁,	성당과	처지광장(Church	Square)을	보고	리조트도시인	Sun	City

에서	팰리스	호텔(Palace	Hotel)에	투숙하였는데	카지노와	파도가	있는	인공해

수욕장	시설이	참	잘되어	있었고	유명한	Gary	Player	C.C(Happy	Golf	is	Good	

Golf)를	구경하고	기념으로	케리	플레이어	모자를	구입하였다.

우리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비행기로	남아공의	최남단	지역이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Cape	Town에	가서	Sheraton	Hotel(626호실)에	투숙하였는데	이	호텔은	

투숙객이	아닌	사람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출입구에서	수위가	먼저	검색을	하

고	엘리베이터와	호텔방의	복도와	방문의	출입은	Room	Card로만	열리게	되어	

있어	보안이	철저하였다.

우리는	케이프타운에	가기	전에	부드더즈	만(Bouldes)의	Hout	Bay에서	배를	

타고	펭귄(Penguin)	4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토서섬(Toths)과	물개(Anotter)	

3000마리와	바다표범이	있는	투카섬(Duiker)에	갔다.	케이프타운의	첫인상은	

화려한	시가지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판자촌의	빈민가와	시내건물의	옥상에	설

치된	Samsung과	LG의	큰	네온사인	간판이다.

Table	Mountain(1,087m)의	정상에	Cable	Car를	타고	올라가	평원(3㎢)을	보고	

만델라(Mandela)가	1964년부터	1990(71세)까지	27년간	투옥되었다는	루벤섬

(Rubben)에	배를	타고	가서	만델라가	수감되어	있었다는	감방을	둘러보았다.

만델라가	면회	온	딸의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	‘아즈위(Azwie,	희망)’이다.	만델

라는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먼	길(Long	Walk	to	Freedom)’에서	용서와	평화를	강조

하였다.

우리는	남아공의	최대관광지인	희망봉(Cape	of	Good	Hope)에	갔다.	Cape	

Town은	1488년	포르투갈의	선장	‘바르톨로메우	리아스’가	발견하였는데	등

대가	있는	Look	out	Point의	정상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Seafortt	Beach를	보고	걸어	내려와	반도의	최남단인	Cape	

Point에서	바닷가의	바위에	있는	Cape	of	Good	Hope라는	입간판을	보고	

Wind	Land에서	남아공의	유명한	포도밭과	양조장을	구경하고	그	곳에서	점심

을	먹고는	남아공의	여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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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리스본 여행기

                                                                                                                                            이태원 변호사 

들어가며

여러	해	전에	다녀온	해외여행인	리스본(Lisbon)	여행의	추억을	찾아	떠나본다.

리스본은	포르투갈어로는	리스보아(Lisboa)라고	한다.	일찍이	페니키아·그리스·카르타고	시대부터	항

구도시로서	알려져	왔으며,	BC	205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714년	이래	다시	이슬람의	지

배를	받게	되면서	리사보나로	불리다가,	1147년	알폰소	1세에	의해	이슬람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고,	

1255년까지	포르투갈의	수도	였던	코임브라로부터	천도하여	새로운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면서	현

재까지	이르렀다.

리스본은	강인지	바다인지	모를	이	거대한	강의	하구	우안(右岸)에	위치한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긴	강으로,	마드리드	동쪽에서	시작해서	포르투갈의	최대의	도시로	와서	대서양으로	흘러드는데	스페

인어로는	타호강(스페인어:Tajo)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테주강(포르투갈어:	Tejo)이라고	불린다.	이

베리아반도에서	가장	긴	강으로	발원지는	알바라신	산맥의	가르시아	샘이고	총유역면적이	80,100	제

곱킬로미터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넓다.	스페인의	아란후에스,	톨레도	,	탈라베라데라	레이나,	알

칸타라,	포르투갈의	아브란트스,	산타령	,	알마다	등의	주요	도시를	거치며	리스본에	이른다.

테주강과 다리

테주강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	폭이	정말	넓다.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

녀서	강인지	바다인지	더	헷갈리는데	강이라고	말해	주지	않았다면	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또한	

해산물이	많고	파도도	일렁일	정도라고	하니	바다라고	해야	할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셈이다.	우리

는	강인지	바다인지	모호한	그	곳에서	일몰이	지는	아름다운	테주강을	바라보던	추억을	떠올린다.

테주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보인다.	그	이름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4월	25일	다리’

다.	1974년	4월	25일	살라자르	독재	정권을	종식시킨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이	다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모형으로	하여	1966년에	만들어졌다.	원래의	이름은	독재

자의	이름을	따서	'살라자르	다리'였다고	하는데	카네이션	혁명으로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면

서	다리에	붙은	독재자의	이름도	지우고	혁명의	일자를	이름붙인	것이다.	우리의	4.19혁명이	생각나

게	한다.

테주강	건너	언덕에는	크리스투	헤이(Cristo	Rei)라고	거대한	그리스도	상이	보인다.	리스본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예수	석상인데	리스본으로	들어가는	4월	25일	다리	초입에	있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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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두	팔을	벌려	테주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는	거대

한	그리스도	상을	모티브로	1959년에	만들었다.	예수상의	발	밑인	전망대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전망대까지의	높이는	110m,	예수상	높이는	82m,	총	192m의	높이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테주강과	리스본	시내의	파노라마는	리스본에서	가장	아름답다.	

테주강의	삼각하구	안쪽에는	4월	25일	다리보다	훨씬	길어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가	있다.	바로	포르

투갈	국민이	대항해	시대를	연	바스쿠다가마에	대한	존경을	표하여	’바스쿠다가마	다리’로	명명(命名)

된	사장교(斜張橋)다.	바스쿠다가마가	개척한	신대륙으로의	여정이	연상될	정도로	17.2	킬로미터	길

이의	긴	다리다.	바스쿠다가마는	테주강에서	배를	띠워	자신이	개척한	신대륙으로의	여정을	시작했

을	것이다.	그래서	리스본의	테주강변에는	바스쿠다가마와	관련된	건축물들이	많다.	바스쿠다가마는	

인도항로를	개척하여	리스본에	부(富)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리스본	사람들에게	영웅이	분명하다.

코메르시우 광장

테주강에	인접하여	광장	남쪽에	있는	돌계단을	이용해	강변으로	나갈	수도	리스본	최대	규모의	광장이	

바로	코메르시우	광장	(Praca	do	Comercio)이다.	원래	이곳에는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의	‘리베리아	궁

전’이	있던	자리인데	1755년	일어났던	대지진(Lisbon	earthquake)으로	인해서	궁전은	파괴되었다.	

리스본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아침	세	차례에	걸쳐	포르투갈	·에스파냐	및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

를	강타한	대지진이다.	9시	40분경	처음에	일어난	지진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	재해가	심하였던	곳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었다.	최고파고(最高波高)	15	m에	이르는	큰	해일을	수반하였는데	10시간

이	지난	후에	대서양을	횡단하여	서인도제도에	해일이	도달하였다.	감진지역(感震地域)은	영국	본토,	

아일랜드	남동부,	덴마크	남부,	오스트리아	서부	등에	걸쳤고	본진(本震)	후	6개월	동안	약	250회의	

여진(餘震)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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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해일로	리스본	시가지의	2/3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이

전의	역사적인	건조물은	그리	많지	않다.	리스본이	명확하게	꼭	집어서	말할	수	있

는	관광지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	지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본	중심가

는	계획에	따라	재건된	바이샤	지구,	옛	정취가	남아	있는	알파마	구시가와	서쪽의	벨

렝	지구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소박한	멋이	있다.	리스본의	

좁은	골목,	언덕길,	트램들이	어우러진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성당이나	광장,	왕궁	등	역사적인	건축물의	가치는	지진으로	인해	쪼그려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리스본에서	가볼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	된다.	한	

때	포르투갈의	수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감옥으로	변했던	벨렝탑,	동부의	알파마	

지구에는	리스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리스본	대성당,	상	조르제	성(Castelo	de	Sao	

Jorge),	서부의	벨렝	지구에는	본래	성채였던	벨렝의	탑,	바스쿠	다	가마를	기념한	고

딕양식의	제로니모수도원	등의	건축물이	지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온전한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정도다.		

코메르시우	광장의	중앙에는	조세	1세(1750-1777)의	기마상이	테주강을	바라보고	

서	있다.	조세	1세는	재상인	까르발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왕이	한	일은	별로	없는

데	까르발류는	1770년에	퐁발후작으로	작위가	승격되었다.	1755년	11월	1일	리스

본	대지진으로	1만채의	건물	무너지고	지진에	잇따른	홍수,	화재,	전염병으로	4만명

이	사망하자	기존	왕실은	벨렘궁으로	이주했다.	조세	1세는	지진에	대한	공포로	인해	

더	이상	이곳에	궁전을	건설하지	않기로	하면서,	광장으로만	남게	되었고	퐁발	후작

의	도시계획에	의해	광장이	만들어졌다.	궁전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궁

전	광장(Terreiro	do	Paco)’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코메르시우	광장은	유럽에서도	아름

답기로	소문난	광장	중	하나이다.	코메르시우	광장은	무역	광장,	상업	광장이라는	뜻

이다,	이	광장을	통해	들어오는	금과	은으로	리스본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코메르시우	광장	북쪽에는	퐁발	후작과	바스코	다	가마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는	

19세기에	세운	아르코	다	루아	아우구스타(Arco	da	Rua	Augusta)	개선문이	있다.	개선

문은	코메르시우	광장이	아우구스타	거리와	만나는	거리부터		시작되는데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에	수많은	탐험가들과	개척자들이	드나들었던	통로였지만	지금은	수많

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드나들고	있다.

아우구스타 거리

개선문을	지나면	쇼핑거리인	아우구스타	거리로	이어진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처럼	위대한	존

재를	비유적으로	아우구스타라고	표현하는	이	길은	코메르시우	광장의	기마상	주인공인	주제	1세에

게	헌정된	길이다.	아우구스타	거리는	직선으로	이어지는	바이샤	지구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리스본	

최대의	쇼핑	거리이다.	유명	브랜드부터	수많은	기념품	가게들이	끝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

으며,	거리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고,	주말에는	노천	시장도	열린다.

호시우 광장

아우구스타	거리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가면	호시우	광장(Praca	Rossio)이	나온다.	정식	이름은	'동	페

드로	광장'이지만	동	페드루	4세	광장’이라는	이름보다	‘호시우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

져	있다.	광장	중앙에	솟아	있는	원기둥	정상에	동	페드로	4세의	동상이	있다.	동	페드로	4세는	독립	

브라질의	첫번째	왕이다.	호시우	광장의	바닥에	있는	물결무늬는	포르투갈	고유의	문양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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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입체적이어서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착시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곳은	종교	재판이	열렸

던	자리에	신고전주의	양식의	국립	극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은	13세기부터	리스본의	중심지로	모

든	공식행사가	열려왔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리스본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바로	인근에는	신트

라행	국철이	출발하는	호시우	역이	있는데	말	편자	모양을	한	신	마누엘	양식의	출입문이	유명하다.	

버스와	메트로,	트램	등	다양한	노선들이	환승되는	광장이기	때문에	항상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북적

이고	주변에는	카페와	식당도	많다.	

피게이라 광장

피게이라	광장은	역시	리스본	중심에	있는	광장으로	호시우	광장과	서로	매우	가깝다.	아니	가깝다기

보다는	붙어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피게이라는	무화과	나무라는	뜻이다.	피게이라	광장은	버스,	

트램의	종점이고,	호시우	광장은	좌우로	메트로	역과	호시우	기차역으로	연결되어	두	광장이	모두	대

중교통의	중심지이다.	호시우	광장의	상징인	페트로	4세	동상인	것과	같이	피게이라	광장에는	돈	쥬

앙	1세	동상이	높이	서	있다.	포르투갈은	12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유럽	변방의	작은	가톨릭	국

가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유럽국가에는	민족의식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미했지만	포르투갈은	유

럽	최초의	단일민족국가로서	강한	민족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4세기말	스페인과의	국경	분쟁

에서	120만명의	인구밖에	없었던	작은	국가	포르투갈은	예상과	달리	강대국	

스페인을	격파했다.	당시	스페인을	물리친	포르투갈	국왕은	주앙	1세(John	Ⅰ,	

1385-1433)였다.	그의	셋째	아들이	엔리케	왕자인데	포르투갈	해양	패권	사업

의	기초를	다져	항해	대발견의	시조가	되었다.

피게이라	광장은	메트로	호시우	역	동쪽에	있지만,	지하철	역을	나오면	바로	

보인다.	피게이라	광장도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그리	많이	붐비지는	

않았다.	한적하고	평화스러워서	좋았다.	피게이라	광장도	호시우	광장과	마

찬가지로	관광의	거점	내지	하나의	이정표	정도의	역할에만	그칠	것이다.	나

머지는	길가에	가득	들어서	있는	레스토랑과	음식점,	노천	카페와	트램이	달

리는	좁은	도로,	다양한	사람들	표정,	그리고	값싸고	맛있는	음식들	차지일	것	

같다.	리스본의	시가지는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중앙부는	바이샤라고	부르는	

저습지로	거의	전	지역이	지진	후에	재건되어	상업·행정기관이	집중하는	곳이

다.	동부는	본래	페니키아인·로마인의	거리였던	옛	시가지가	들어서	있고,	서

부는	신	시가지로서	최근에	북부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리스본 대성당

고운	빛깔의	집들이	다닥다닥	바짝	붙어있는	알파마	골목들을	요리조리	들며

나며	걷다가	리스본	대성당을	마주치게	되었다.	리스본	시내를	조망하기	위해

서	성	조르제성(Castelo	de	Sao	Jorge)성에	올라가는	길목이다.	대성당은	12세

기	그리스도교도가	이슬람교도로부터	리스본을	탈환한	뒤	건축한	로마네스

크	양식의	성당이다.	리스본을	폐허로	만들었던	1755년	대지진	때에도	파괴

되지	않은	건물이다.	두	개의	종탑과	장미의	창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형적

인	건축을	보여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혼합되었

다.	내부와	외부	모두	로마네스크	양식이	주를	이루지만	디니스왕이	건조한	

고딕	양식의	회랑과	대지진	후에	다시	지은	바로크	양식의	제단	등	여러	양식

이	섞여	오랜	역사의	변천을	나타내고	있다.	대성당	앞으로	28번	트램이	지나

고	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여행객들이	많은데	대성당을	한	프레임에	담는	리

스본의	대표적인	포토라인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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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르제 성

알파마	지구	꼭대기에	있는	상	조르제	성은	리스본에	있는	일곱	개의	언덕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

리	잡고	있다.	상	조르제	성은	다들	걸어서	올라가는데	택시나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오기도	한다.	상	

조르제	성을	보려면	트램을	타고	상	조르제	성	인근에서	트램에서	내려	이정표를	따라	걷는	것이	가

장	나은	방법이다.	성	조르제	성에	도착하면	매표소에서	티켓을	사서	입장한다.	매표소에	줄이	엄청	

길게	있다.	이	성은	5세기경	고대	로마인들이	구축했고,	9세기에는	이슬람교도인	무어인들이	성을	

쌓았다.	이후	1147년	포르투갈의	첫	번째	왕	아폰수	엔리케가	이	성을	점령했다.	1255년	리스본이	

포르투갈	왕국의	수도로	선포되자	이	성에는	왕궁이	들어섰고	역대	포르투갈	왕들도	알파마	지구를	

비롯,	항구와	테주강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이	성의	군사적	이점	때문에	계속해서	요새로	사용했다.	

1371년	영국	랭카스터	왕가의	왕녀	필리파와	결혼한	주앙	1세가	이	성을	영국의	수호성인	성	조지에

게	바치면서	영국의	수호성인	세인트	조지에게	성을	헌정하면서	포르투갈어로	'성	조지'를	뜻하는	'

상	조르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성곽	내부는	옛날	궁전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지금은	공원이	조

성되어	있다.	성	내부에는	철기	시대,	6세기경	무어인들의	유물에서부터	18세기	왕가의	유물을	보관

한	박물관이	있으며	왕가의	주요	문서와	보물을	보관하던	율리시스의	탑,	총사령부로	쓰였던	충성의	

탑	등도	있다.

리스본의	‘4월	25일	다리’를	기준으로	삼아	서쪽으로	넘어갔다.	대서양을	바라다보는	테주강변의	건

물들과	함께	서서	나도	수평선을	바라다본다.	카스카이스(Cascais)	해변에	위치한	공원에는	대항해	시

대를	기념하고	아를	회상케하는	고풍스런	옛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항해시대의	리스본은	그	

자체가	아무	것도	얻을게	없을	것	같은	바다	여행의	시작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작은	미미했지만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낸	지도자의	도전	정신이	도시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대한	재

화의	집결지로	변화했다.

발견의 탑

4월	25일	다리	아래	멀지	않은	곳에	발견의	탑이	있다.	발견의	탑은	일명	'대항해	기념탑'으로	범선

을	본떠	만든	약	52m	높이로	만들었다.	항해왕자로	불렸던	엔리케왕자((Dom	Henrique	O	Navegador,	

Henry	the	Navigator,	1394-1460)가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되던	1960년에	세운	기념비다.	엔리케왕

자는	포르투갈	아비스(Avis)가의	왕자였는데	포르투갈	제국	초창기에	항해로를	개척한	바스쿠다가마,	

콜럼버스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항해왕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발견의	탑에는	바스쿠	다가마,	마젤

란,	대항해시대의	왕이었던	마누엘	1세,	천문학자,	지리학자	등	총	30명의	인물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는데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뱃머리의	탑	맨	앞에	모형범선을	들고	있는	모습의	엔리케	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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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케 왕자의 개척자 정신 

대항해	시대를	개막하기	이전의	포르투갈은	침체되고	우울했다.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붙은	이	작

은	나라는	오랜	기간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	몰려들어	온	이슬람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신음했다.	그런데	포르투갈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엔리케	왕자가	불굴

의	개척자정신으로	포르투갈	해양	패권	사업의	기초를	다져	항해	대발견의	시조가	되었다.	엔리케	왕

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아프리카와	대서양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투자

했다.	그는	항해하지	않은	‘항해자’(Navigator)가	되어	대양	항해를	준비했다.	

엔리케	왕자는	스물	한	살	때인	1415년	8월에	세우타	정복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시작했

다.	세우타는	지브롤터	해협의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의	

무역중심지였다.	엔리케	왕자는	8월	24일	세우타를	공략한지	불과	하루	만에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우타	원정의	성공으로	포르투갈은	이슬람	세력권	안에	하나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세우타는	모로코로	진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자	지브롤터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기지였

던	것인데	엔리케	왕자는	세우타	총독(governor)으로	임명되었다.

엔리케	왕자는	1418년	포르투갈	최남단	사그레스에	거점을	세웠고	이후	사그레스는	포르투갈의	실

질적인	항해	사업	본부가	되었다.	엔리케	왕자는	1460년	사그레스	앞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

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0년	간	이곳에	머물렀다.	엔리케	왕자는	1419년	포르투갈	남단의	알가르

베(Algarve)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오늘날의	세인트	빈센트	곶(Cape	St.	Vincent)에	사그레스(Sagres,	포

르투갈어로	‘신성한	곶’)라는	거류지를	건설하고,	근	40여	년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아프리카	탐험

을	후원하였다.	엔리케	왕자는	사그레스를	아프리카	탐험의	중심지로	삼고	유럽	각국의	항해가,	천문

학자,	조선공,	지도제작자들을	초빙하여	재래선을	개량하여	카라벨선(caravel)을	개발하고	지도를	제

작하고	여러	가지	항해기기를	개발하고	선박을	개량하였다.	엔리케	왕자의	명성이	유럽에	퍼지면서	

베니스와	제노바의	수많은	항해사들이	포르투갈로	몰려왔다.

엔리케	왕자는	1420년부터	정규적으로	원정대를	파견하여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하기	시작하였

다.	엔리케	왕자가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극해야할	과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아랍인들이	미신을	퍼

뜨렸는데	보자도르	곶	남쪽은	펄펄	끓는	‘암흑의	녹색바다’(green	sea	of	darkness)라고	해서	두려워했

고,	따라서		당시	뱃사람들이	남쪽	바다로	항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극

복해야	했던	심리적인	장애물은	아프리카	탐험으로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엔리케	왕자는	마침내	미신의	벽을	넘어	풍요로운	아프리카	땅을	발견하였고	이

후	1441년	원정대가	보자도르	곶	남쪽	해안에서	사금덩이와	흑인	2명을	잡아옴으로써	경제적인	이

득을	얻을	수	없다던	회의론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었다.	포르투갈	원정대들은	1441년에서	46년까

지	5년동안	사이에서	1,000여명에	가까운	흑인	노예들을	사로잡거나	흑인	추장들로	구입하여	포르

투갈로	데리고	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전개하였다.

엔리케	왕자는	교황으로부터는	아프리카	탐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완전면제권을	획득하

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킬	수	있는	독점권도	받아내었다.	엔리케	왕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독점권을	포르투갈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그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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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휘하에서	활동할	수	있게	포용하였다.	엔리케	왕자	휘하의	항해가들은	차츰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고	1446년에는	베르데	곶(Cape	Verde)을	지나	감비아(Gambia)	강에	도달하

였다.	마침내	베네치아	출신의	카다모스토(Alvise	Cadamosto,	1432-1511)가	1455년과	1456년	엔리케	

왕자로부터	특허장을	발부받아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사하여	1456년에	케이프	베르데	제도를	발견

하였다.		

엔리케	왕자는	한평생을	아프리카	탐험에	헌신하여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을	정도로	그의	몸과	마음

은	개척자	정신으로	가득찼다.	불같은	개척자	정신이	있었기에	엔리케	왕자는	아프리카	탐험에	대한	

독점권과	노예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포르투갈과	나아가	유럽에	팽창의	길을	닦아	놓을	수	있

었다.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를	교회와	기사단,	휘하의	부하들에게	양도하였고,	남

은	세속재산은	모두	포르투갈	왕에게	양도하였다.	1460년	11월	13일	사그레스에서	사망하였다.	

벨렝탑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인	테주강가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벨렝탑(Torre	de	Belém)이	

있다.	1502년	마누엘	1세가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1515년부터	21년간	

걸쳐	완성한	탑이다.	원래는	인도와	브라질	등으로	떠나는	배가	통관	절차를	밟던	곳이다.	벨렝	탑은	

2층의	보루부분과	4층의	타워부분으로	나누는	데	탑	아래	부분에는	대포를	설치하여	항구를	드나드

는	배를	감시하는데도	사용했다.	2층은	포대,	3층은	병기고,	4층은	국왕실,	5층은	식당,	6층은	왕족

의	거실이	있다.	탑의	1층	아래는	감옥으로	사용해서	밀물이	들어오면	죄수들이	물에	잠겨서	머리부

분만	남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다고	한다.	

벨렝탑의	아름다운	겉모습은	독특하게	새하얀	석재에서	비롯된다.	우아한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견고함을	갖춘	외관은	멀리서	보면	귀부인이	드레스	자락을	펼치고	잇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테주강

의	귀부인'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전형적인	마누엘	양식인데	탑	외부에	밧줄의	문양이	선명히	표현되

어	있다.	마누엘	양식이란	항해시대를	상징하는	해초,	산호,	밧줄,	선박	등을	표현한	포르투갈의	독특

한	건축양식을	말한다.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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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수도원

제로니모	수도원은	1498년	바스쿠다가마가	인도항을	개척함으로써	비단과	향신료가	들어오게	되자	

마누엘	1세가	1502년	건축을	시작해	1672년에	완공되었다.	대지진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

문에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수도원은	신항로를	개척하고	향료무역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지어져	거대한	궁전을	연상	시킨다.	수도원	입구에는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	야자수처

럼	생긴	기둥과	천장은	마누엘	양식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석묘에는	밧줄을	

쥔	손을	조각해	놓은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만지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

들의	손길이	많이	닿아	빛이	날	정도다.	수도원	내	사각형	회랑	내에	자리하고	있는	안뜰은	잠시	쉬어	

가기에도	좋은	장소이다.	

제로니모	수도원은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수도원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바스

쿠다가마라는	영웅이	안치되어	있다는데도	의미가	크다.	

바스쿠 다가마의 인도항로 개척

엔리케	왕자에	이어서	바스쿠	다가마(Vasco	Da	Gama)가	인도의	길을	개척하면서	비로소	찬란한	바닷

길을	열었다.	바스쿠	다가마는	1460년	포르투갈	남서부	알렌테호	주	해안에	자리잡은	시네스요소니

의	사령관이었던	에스테방	다가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항해가였던	엔리케	왕자의	정책에	따라,	당시	포르투갈의	주앙	왕은	아시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고,	

당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이슬람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포르투갈	함대를	인도로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바스쿠	다가마는	이	원정대의	지휘를	맡았던	자

신의	아버지가	죽자	바스쿠	다가마가	뒤를	이어	함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바스쿠	다가마의	항해는	총	세	번으로	나눈다.	첫	번째	항해로	1497년	7월	8일	바스쿠	다가마는	4

척의	배를	이끌고	리스본을	출항했다.	이들은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지휘하는	배와	동행해	케이프베

르데	제도로	갔다.	7월	15일	카나리	제도를	거쳐서	26일	케이프베르데	제도의	상티아고에	도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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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일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	뒤	기네아	만	해류를	피하기	위해	대서양	남부를	돌아서	희망봉으

로	가는	순회로를	택한	바스쿠	다가마는,	11월	7일	현재	남아프리카에	있는	산타헬레나	만에	도착했

다.	11월	16일	그곳을	출발했으나,	역풍으로	항해가	지연되어	11월	22일에야	희망봉을	돌았다.	1월	

25일에는	현재	모잠비크에	속하는	겔리마네	강에,	3월	2일에는	모잠비크	섬에	도착했다.	4월	7일	지

금의	케냐	지역인	몸바사에	도착했으며,	4월	14일	말린디에	정박했다.	이곳에서	다시	항해를	시작해	

23일간	인도양을	항해한	뒤	인도	고츠	산맥을	발견했으며,	5월	20일	캘리컷에	도착했다.	바스쿠	다

가마는	이곳에	탐험대의	도착을	표시하는	돌기둥을	세웠다.	당시	인도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중

심지였던	캘리컷에서	다가마는	힌두	통치자인	사마린에게	환영을	받긴	했으나,	결국	조약을	체결하

지는	못했다.	그것은	다가마가	가져간	무역대상품들이	조악하고	값쌌기	때문이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슬람	상인의	적대감정이	개입된	결과이기도	했다.	바스쿠	다가마가	이끈	탐험대와	사마린	사이의	

긴장이	확대되자,	그해	8월	다가마는	캘리컷을	떠났다.	아라비아	해를	건너는	데	역풍	때문에	거의	3

개월이	걸렸으며,	많은	선원이	죽었다.	결국	9월	9일에야	다가마는	혼자서	리스본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성공적인	귀환소식은	세상에	알려졌다.	마누엘	1세는	다가마에게	'경'의	칭호를	부여하고	매년	

1,000크루사도스의	연금과	토지를	수여했다.

바스쿠	다가마의	두	번째	항해는	1502년	1월에	이루어졌다.	바스쿠	다가마의	업적에	이어	마누엘	1세

는	포르투갈	항해사	페드루	알바레스	카브랄에게	13척의	배를	주어	캘리컷으로	보냈다.	이때	카브랄

이	캘리컷에	남겨두고	온	포르투갈인들은	이슬람인들에	의해	선동된	힌두교도들에게	학살당했다.	이

에	복수하기	위해	리스본에서는	새로운	함대를	조직해	인도양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캘리컷에	

파견했다.	처음에는	카브랄이	함대의	지휘를	맡았지만,	나중에	바스쿠	다가마에게	지휘권이	넘겨졌다.		

바스쿠	다가마의	세	번째	항해는	1524년에	있었다.	당시	인도	통치를	담당하던	사람의	무능함으로	인

해	그를	대신하기	위해	1524년	바스쿠	다가마가	파견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다가마는	고아(Goa)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1524년	12월	24일	코친(Cochin)에서	숨을	거둔다.	바스쿠다가마는	살아서	리스본을	

떠났고	죽어서	리스본으로	돌아왔다.	포르투갈	리스본	벨렘의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안장되었다.	

바스쿠다가마는	당시	유럽	변방의	약소국이던	포르투갈을	15세기에	이르러	세계	최대의	해상강국으

로	재탄생시킨	바스쿠다가마는	최고의	항해사이자	지도자였다.	서유럽에서	희망봉을	거쳐	아시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함으로써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포르투갈이	강대국이	되는	데에	지대

한	공헌을	했다.	엔리케	왕자,	바스쿠	다가마의	뒤로	세계를	여행한	마젤란이	있었고,	1494년	스페인

과	남미의	식민지	분할을	이루고,	1500년	브라질을	발견한	나라	또한	포루투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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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깔라우와 에그타르트

바깔라우(Bacalhau)는	대구를	염장했다가	쌀을	섞어먹는	음식이다.	포르투갈이	전통음식으로	내세우

는	것인데	그	명성은	스페인에서	맛보았던	빠에야와	비슷할	정도다.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	사람

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내가	아는	바깔라우에는	당시의	특별한	감정이	이입되어	있

다.	그래서	리스본	여행을	추억하면	바깔라우가	더욱	먹고	싶어진다.	

바깔라우만큼의	끌림은	없지만	제로니모	수도원	근처에서	에그타르트의	맛집을	찾았던	추억도	잊을	

수	없다.	구글지도를	몇	번이나	검색해서야	비로소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그타르트의	원조는	

포르투갈이라고도	하는데	1837년에	오픈한	벨렝	지구에	있는	‘파스테이스	데	벨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다.	예전에	수도원에서는	옷깃을	빳빳하게	다리기	위해서	달걀	흰자를	썼는데	

남은	노른자를	처치하기	위해	에그타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수도원은	경제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	외부에	레시피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	가게가	수도원에서	전해준	레시피	그대로	만들

고	있는	것이다.	건물	안	좌석만해도	400석이나	된다는	데도	가게앞에는	언제나	길게	줄을	서서	기다

리고	있다.

맺으며

대항해	시대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는	아직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리스본은	엔리케왕자,	바스쿠	다가마와	같이	새로운	곳을	찾

아	항해를	하며	항로를	개척한	위대한	항해자의	출발지이자	마지막	행선지였다.	

수평선	위로	보이는	뭉게구름이	마치	개척자의	모습처럼	보인다.	당시의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바로	

눈앞에	두었건만	보통	사람이	바다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반면에	엔리케	왕자와	바스코다마	같

은	위대한	영웅들이	생각을	전환하여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인도	항로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	영웅의	발자취를	음미하며	리스본의	거리를	걷고	테주강을	마주하며	발견의	탑,	밸렝탑	등

을	돌아본다면	보통	사람일지라도	한	점의	호연지기가	살아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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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민 김성우 선배로부터 배운 것들

                                                                                                                                           홍광식 변호사

1. 욕지도로 

지난	2021.	7.17.	고등학교	후배인	박용수	변호사,	그	친구	노승모	님과	통영	욕지도를	다녀왔다.

2016.10.30.(일요일)	통영에	있는	독서	모임	홍지회	회원님들과	김성우	선배님을	모시고	욕지도를	순

례한	뒤	5년만이다.	

내가	태어난	마산은	바닷가이지만	육지에	갇힌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이다.	그	바다에	돝섬-猪島이

라는	조그만	섬이	있다.	동생들과	바닷가에	가서	게,	고동도	잡고	낚시도	하곤	하던	무척	바다를	좋아

하는	소년들이었다.

1963년	여름	동생이	그	바다에서	일찍이	멀리	떠나버려	바다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다

를	싫어	한	것은	아니였다.	2007년	2월	통영지원에	근무하는	일생에	몇	번째	가는	대단한	행운이	있

었다.	

통영	법원에	근무할	때	2007년도	봄에	법원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연화도를	거쳐	욕지도를	처음	다

녀왔다.	2008년에	아내와	둘이서	욕지로	와서	주봉인	천왕봉에	올랐던	기억이	있다.	2008년	가을에	

이재호변호사,	이학수변호사	등과	욕지도와	노닐기도	하였다.		

통영시에서는	통영지원장을	거쳐간	사람들을	통영명예시민으로	추대하고	있다.	통영법원에	근무를	

마치고	진의장시장께서	통영명예시민으로	추대해주셨다.	2008년	가을에는	통영에	계시는	분들과	

<홍지회>라는	독서모임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난다.

통영에서	발간되는	<한산신문>을	정기적으로	받아	보고	지금도	통영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다.

대기봉 전망대 욕지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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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내에서	욕지도로	가는	배가	있지만	지난	7월에는	통영	미륵도에	있는	삼덕항에서	정기여객선

을	타고	50여분	지나	욕지도에	도착하였다.	영동해운	소속	욕지영동고속호를	타고	11:00에	출발하

여	11:55	도착하였다.	

욕지도(欲知島).	이름이	아주	독특한	섬	이름이다.		‘알고자	하는	의욕’이라는	뜻이다.	

욕지도	인근에는	연화도,	두미도,	세존도가	있는데	모두	화엄경	구절인	‘욕지연화장두미문어세존(欲

知蓮花藏頭尾問於世尊)’에	따온	것이다.	‘연화장(극락세계)을	알고자	하면	그	시작과	끝을	부처(세존)에게	

물어보라’는	뜻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니	말이다.

연화세계는	서쪽으로는	두미도에서	동쪽으로	매물도와	홍도	사이의	영역이다.	남쪽으로	국도와	갈

도,	세존도에서	북쪽으로는	통영안	바다의	많은	섬까지	아우른다.	그	가운데	연화도가	있다.	불교성

지로	꽤	유명한	섬이다.	많은	이들이	연화사와	보덕암,	연화도인	토굴	터,	아미타대불과	해수관음상	

등을	참배하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욕지도라는	이름은	“欲知道觀世尊道”즉	“도를	알려거든	세존(석가모니)의	도를	

보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서	유래한다.	후세	사람들이	道를	島로	와전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존도는	욕지도	서남방의	난바다에	갈도와	함께	떠	있다.	욕지도에서	갈도까지	8.4km,	갈도에서	세

존도는	그	이상의	거리를	가야	한다.	갈도는	통영에	속해	있고,	세존도는	남해군에	속해	있다.	세존도는	

2000년에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3호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인	매가	서식하고	있다(최광수의	통영이야기-302.	통영의	불교	지명이야기	4.	한산신문	2021.10.2.일자	7쪽)

이번에	욕지도를	방문할	때	가이더	이정호	씨가	일주도로를	운전하면서	자상하게	안내하였다.

통영	쪽을	바라보는	커다란	닻	조형물이	있는	전망대에서	통영	쪽을	바라보면	두미도,	연화도,	노대

도	등	욕지도에	이웃한	섬들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다.	통영	미륵도	정상에서	욕지도로	바라보는	

전망이	탁트인	풍광이	무척	아름다웠다.	욕지에서	통영	쪽을	바라보는	경치도	볼만한	경관이었다.	

통영법원에서	직원들과	같이	왔을	때는	연화도를	들러왔다.	연화도에는	통영8경에	속하는	용머리가	

있고,	보덕암,	등	사찰들이	여럿	보였다.	최근	연화도에도	출렁다리가	놓여	있다고	한다.

욕지도는	그	사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다.	욕지섬	모노레일이	만들어져	있었다.	남해안	섬	최초로	조

성된	관광용	모노레일은	혼골마을에서	천왕봉	대기봉(355m)을	연결하는	왕복	2km	구간이다.	8인승	

모노레일	차량	8대가	순환	운행하고	있고	운행시간은	편도	16분가량	소요된다.	모노레일은	탑승하

면	동시에	가파른	경사길을	치고	올라가는	스릴을	느끼게	한다.	상부	승강장	전망대에	이르면	보석	

같은	섬들의	비경이	장관이다.	

욕지도에도	고구마와	감귤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자유당	시절	우장춘박사께서	욕지에	와보시고	감

귤재배를	권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인성수산에서	욕지도에	참치양식을	하고	있다.	그	가두리를	멀리서	확인해	보았다.

펠리칸	바위는	부리가	긴	펠리칸이	먼	바다를	향하여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이다.	욕지도	출렁다리도	

놓여	있고,	그	아래	산길을	걷기에	적당한	거리였다.	

욕지도	일주도로에	김성우	선배의	<돌아가는	배>	문장비가	설립되어	있다.

<돌아가는 배> 문장비 앞에서 김성우 선배와 홍지회 회원들 

새천년기념탑이	조각되어	있고,	김성우	선배의	수필집	<돌아가는	배>	문장비가	새겨진	언덕으로	안

내하였다.	이정호씨는	김성우	선배가	근래	욕지도	낳은	제일의	인물이라고	소개하였다.

한산신문	2009.10.15자에	수록된	‘돌아가는	배’	문장비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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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4일 욕지개척기념축제운영위원회 주관 욕지면 새천년기념동산에서 열려 욕지

면 출신 김성우 선생의 ‘돌아가는 배’ 문장비가 건립된다.

욕지개척기념축제운영위원회(회장 곽금식)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욕지면 동항리 새천년

기념동산에서 지역 출신 김성우 선생의 ‘돌아가는 배’문장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두 달 간 각종 단체와 시민들이 동참해 모은 1,000만원에 가량의 성금으로 문장비를 건립

하고 뜻 깊은 제막식을 갖게 됐다.  

김성우 선생은 1934년 욕지도에서 출생해 원량초등학교, 통영중학교,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사에서 파리 특파원, 편집국장,주필, 상임

고문을 역임하며 44년 동안 언론에 종사한 ‘김성우 칼럼’등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 온 인

물이다.

언론 창달과 함께 문화 진작에도 크게 활약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시인협회와 한국현대시

인협회가 공동 추대한 명예시인이며, 한국연극협회가 추대한 최초의 명예배우이기도 하다.

그는 공적으로 문화부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언론부문 서울시 문화상, 삼성언론상, 프랑스 

국가공로훈장을 수상한바 있다.

저서로 '세계의 문학기행', '세계의 음악기행', '백화나무 숲으로', '파리에서 만난 사람', '문화

의 시대', '인생은 물음이다'외 다수가 있다.

특히 자전적 에세이집‘돌아가는 배’는 욕지도에서 자란 선생의 고향찬가이자 사향의 노래로 

‘당대 최고의 명문장’이라 절찬을 받은 명저이기도 하다.

그는 2005년 5월 욕지도에 닻을 내리고 서울과 욕지도를 오가며  시낭송대회, 시낭송 강연, 

독후감 쓰기 등 고향 욕지를 전국에 홍보함은 물론 통영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 날 제막식은 식전행사로 ‘돌아가는 배’ 노래 공연을 비롯해 경과보고 및 작가 약력보고, 

문장비 제막, 회장 인사, 축사, 작가 인사, 돌아가는 배 전문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한산신문 2009.10.15자에 수록된 ‘돌아가는 배’ 문장비에 관한 기사

욕지도 모노레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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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성우 선배님과 만남_이제 종이배의 航路는 끝났다.

1949년	생인	필자가	1967년	마산에서	서울로	법대에	진학하여	출세를	목표로	일로	매진하고	있었다.		

창창한	미래를	앞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막막하고	불안한	나날들이었다.

1969년	무렵인가	어느	신문사-아마	한국일보로	기억된다-에	30대	우리나라의	법조,	언론,	관료	등	

여러	분야에서	촉망받는	분들이	인생에	관하여	적은	조그만	문고	비슷한	책이	나왔다.	그	책에	한국일

보사에	근무하던	김성우라는	분이	적은	30대라는	나이에	관한	아래의	글을	읽고	메모를	해두었다.1	

이제 종이배의 航路는 끝났다.

생각하면 꿈을 하나 깨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 장난감보다 더 아름다운 꿈을 하나 만들어서는 그것을 혼자 가지고 논다.

나중에는 그 꿈이 자기를 키운다.

다 크면 알이 껍질을 깨고 부화하듯 그 꿈의 울타리를 깨고 나온다.

그 나이가 30대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수록 아름다운 꿈이다.

끝내 虛像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쉽사리 버리고 싶지 않은 어릴 때의 장난감처럼 그 꿈은 

그대로 자꾸만 나이를 먹어간다.

어느 동화보다도 더 값진 이 얘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며 자란다.

그러는 동안 방황하고 그러면서 모색한다.

그러다가 꿈은 성장을 멈춘다.

정립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꿈을 깬다.

비로소 꿈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 꿈으로서는 도저히 꿈 꿀 수조차 없는 생활을 각성한다.

궁륭은 지붕으로 바뀌고, 이때부터 一家의 構築이 시작된다.

이것이 30대다.

30대에는 환영 같던 실물이 實物大로 실감되기 시작한다.

1　 지난 2016.10.30. 김성우 선배를 모신 모임에서 확인하였으나 자신의 글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셨다.

그	글에	쿠르베의	시옹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2

연화도에	살	때	물갓	집의	툇마루	벽에	액자에	끼인	복사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었다.	행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한번	씩	쳐다보고	지나가는	자리였다.	눈덮인	준령들로	둘러싸인	물	위에	돛배가	한척	

떴고	그	물기슭에	삼각	모양의	빨간	지붕이	뽀죽뽀죽한	누우런	벽의	덩치	큰	집이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림이었다.	

내가	사는	섬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	異國정취는	숫된	나의	꿈을	긁었다.	그것은	같은	물가의	가난

한	우리	오두막	마루에서야	언제	보아도	나의	理想鄕이다.	그래서	그	무렵	나의	소망은	장차	대통령

이	되겠다는	것은	물론	아니었고,	그렇다고	신문기자가	되겠다는	것은	더욱	아니었고,	오직	그	그림	

속의	커다란	집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	그림이	쿠르베의	‘시용성’이라는	명화임을	알아낸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대학을	다닐	때	던가	졸

업을	하고	나서던가.	그때	비로소	그	집이	동화	속의	궁전이	아니라	실재하는	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

었다.

연화도의	첫	상면에서부터	약	30년	만에	나는	실물의	시용성	앞에	섰다.	첫	세계일주의	길에	올랐을	

때	나는	기어코	이	성을	찾아갔던	것이다.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레망호를	한바퀴	도는	유람선을	타면	로잔,몽트러를	거쳐	두	시간여	만에	호반

의	시용성에	닿는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옛날	성주가	지금도	살고	있을	것같은	성이었다.	어릴	적	그

림앞에서	발돋움하며	기웃거려도	보이지	않던	안은,	그러나	침침하니	텅	빈	채	관광객들로	득실거렸

다.	애초에는	사보이가의	城館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감옥으로	쓰여왔다고	했다.	하필이면	내	그리움

의	궁전이	감옥이었다니.	

그러고	보면,	어릴	적	‘시용성’의	그림이	있던	이	섬은	나에게	섬전체가	성이자	동시에	감옥이었다.	

섬에	갇혔던	내게	시용성은	별천지의	세계로	나를	유혹하는	자유의	충동이었다.	그	자유의	遊戲로	

나는	섬	어린이들과	함께	날이면	날마다	바닷가에	모여	앉아	모래성을	쌓았고	모래성에서는	허허한	

바다를	향해	종이배를	띄웠다.	‘시용성’의	그림	속에	그려진	돛배처럼	띄웠다.	모래성은	나의	시용성

이었다.	나는	모래성으로	시용성을	쌓고	있었다.3

2　 돌아가는 배 29~30쪽에 시용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3　 내가 ‘시용성’의 원화를 찾아간 것은 신문사의 파리특파원으로 있을 때다. 프랑스 중동부지방의 소도시 롱 르 소니에의 미술관에 이 
그림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파리에서 400km의 길을 달려갔다. <돌아가는 배>31쪽에 이야기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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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물대로	닦아올	미래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지침이	된	글이다.	지금도	

메모해둔	글을	간직하고	있다.

그때부터	김성우라는	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한국일보에	게재된	<김성우	컬럼>도	애독하였다.

2007.5.18.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비크로버	드라마	‘돌아가는	배’	연극	공연이	있었다.		돌

아가는	배	공연은	당시	우석대학교	연극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던	배우	김성욱이	모노드라마	형식으

로	연출하였다.	그때	무대에서	인사하는	김성우	선배를	바라보았다.		

	그뒤	통영에	강의하러	이어령	전	장관과	함께	오신	김성우	선배를	처음으로	친견(?)하였다.	그때	통

영시장이	대학선배인	진의장이셨고	자리를	같이	하였다.	지니고	있던	김성우	선배가	지은	책	<돌아

가는	배>에	싸인을	부탁하여	이	책은	초판이라고	확인하시고	싸인을	해주셨다.	

김선배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통영,	욕지	등에	얽힌	역사도	많이	알	수	있는	명문이다.	실

제	월간조선에서	‘한국	100대	명문’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	사이	주변	분들에게-특히	통

영,	고성출신분들에게	많이	권하였다.	통영에	근무하는	기관장들	모임이	있어	진시장님께	권하여	기

관장들이	김성우	선배의	<돌아가는	배>를	읽어보도록	하자고	하였다.	진시장님이	구입하여	김성우	

선배의	싸인을	받아	통영에	근무하던	기관장들에게	한부씩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있다.	그때	김선배

의	싸인이	있는	<돌아가는	배>한부를	통영지원	도서실에	보관해	두었다.	

김성우 님의 친필 싸인

<돌아가는	배>의	서문은	‘고향의	전기’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이	적어	두었다.

책이	한	권	될만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어느	인생인들	책이	

한	권	안	될	인생은	없다.	그러나	잘	씌여진	인생은	잘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드물다고	한다.	

나는	내	자전	自傳을	쓰자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실록	實錄이	무슨	역사적	가치를	자청할	것인가.	다

만	내게	있어서	나의	개인사는	나의	국사요	동시에	나의	고향사다.	나와의	관계없이	내	나라는	없고	

내	고향과의	관계없이	나는	없다.	신문기자로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듯	‘고향과	나’의	역사를	기록

했을	뿐이다.	

내	인생의	제목은	고향이었고	나의	고향인	섬이었다.	내	인생의	日誌는	고향의	전기요	섬의	전기다.	

섬은	나만의	섬이더라도	고향은	만인의고향이다.	나의	역사는	만인의	역사다.

<돌아가는	배>의	목차를	인용해본다.

섬은 작고 바다는 크다.

떠나가는 배

바다는 길이요 섬은 집이다.

섬은 독립, 바다는 자유

바다 없는 섬은 없다.

돌아가는 배 

제일	첫장	‘섬은	작고	바다는	크다.’는	‘해발	0미터에서’라는	소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태어나보니 섬이었다. 

둘러보아야 온통 바다뿐, 들리는 것이라고는 파도소리뿐, 사위 四圍는 絶海絶對의 바다가 나

를 가두고 있었다. 나는 죄명 모를 囚人이었다. 눈 뜨면서 그 절망을 울었다. 섬이 육지를 배

반하여 무슨 역모라도 했는지 流刑의 성은 수령선이 빙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아니면 육지가 

무슨 염병의 땅인지 바다는 한사코 섬을 격리시키려 했다. 육지와는 항상 멀찍이 떨어진 그 

고집의 相距,파도에 씻기고 씻긴 그 결벽의 고독, 거친 대해 속의 그 황량한 독립, 섬과 함께 

나는 외로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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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태평양의 파도가 대한해협을 건너 밀려오는 동부남해의 남단, 항시 

바다가 남빛으로 푸른 청정해역의 욕지면에는 11개의 유인도가 뱃길 사이로 이웃하여 도리

도리 모여 산다. 그 가운데서도 욕지도, 老大島, 頭尾島, 蓮花島는 내 어릴 대 친구들의 兒名같

은 섬이름들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그 중 가장 큰 섬인 욕지도지만 어업조합 직원이던 아버

지를 따라 출장소가 있는 이 섬들을 전전하며 자랐다. 

김선배가	2018년에	펴낸	책	<수평선	너머에서>에	아래와	같이	<돌아가는	배>를	읽은	분들의	소감을	

적어두었다.

내	<돌아가는	배>를	읽고	누군가가	“당신은	당신	구상대로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이라고	내게	말했

다.	<돌아가는	배>는	인생을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아온	기록이다.	운명이	

써준	각본에	따라	살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쓴	각본으로	스스로	연출하고	스스로	주연한	인생의	역

사다.(<수평선	너머에서>233쪽)		

소설가	박경리	씨는	<돌아가는	배>를	읽고	“나이브한	나르시시즘”이라고	평했다.	내가	나를	주시하

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나를	너무	주시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수평선	너머에서>233쪽).

3. ‘돌아가는 배’에서 수강한 ‘나를 키운 책’

김성우	선배는	동항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구입하여	배	모형의	주택을	건립하여	‘돌아가는	배’라고	이

름	지었다.	김성우	선배는	서울에	사시면서	매달	한번씩	욕지로	오신다고	알고	있다.	

그	내력이	<수평선	너머에서>234쪽에	나와	있다.

내	귀향의	집	‘돌아가는	배’가	선	옛	학교	자리의	마당에는	내가	태어나던	해	심어진	느티나무가	나와	

같은	나이의	고목으로	서	있다.	내가	자랄	때	있던	이	마을의	우편국에는	내가	태어나던	해	육지의	통

영읍과	처음으로	무선통신이	개통되었다.

그러니까	내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느티나무는	식수되고	있었고	내	출생을	육지에	급보로	전하기	위

해	무선통신이	개통된	셈이다.	

이	옛	학교	마당뿐	아니라	옛	우편국	자리도	공교롭게도	지금	내	소유가	되어	있다.

2016.10.30.(일요일)	통영	홍지회회원님들이	통영	삼덕항에서	욕지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미리와	

계신	김선배를	만났다.	이번에	서울에서	김선배님의	사모님과	처가쪽	분들이	같이	오셔	욕지도에	있

는	횟집에서	고등어	회를	비롯하여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어서	‘돌아가는	배’에	있는	개인	도서실에서	

김성우	선배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다.	

그	사이	김선배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우동	대법관님과	부산고등학교	동창생이라고	하

셔	왜	법과대학을	가지	않았는가하고	여쭈어	보았다.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커트라인이	문리대	정치

학과가	제일	높았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가하고	물어셔	마산고등학교라하였더

니,	부산고등학교와는	상대가	안된다고	하셨다.	선배님은	통영중학교	출신이	아닙니까.	마산중학교

보다	그리	좋지	않은	것같습니다.라고	반박하였다.	수십년	전으로	돌아가	중고등학교의	우월을	따지

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돌어가는	배에	있는	도서실에는	김선배님이	어린	시절부터	모은	책들을	모두	보존하고	있었다.

	그때의	소회를	적어	두셨다.	

선배님은	서울	집의	책을	모조리	시골집으로	낙향시키고	나니	홀가분하다.	

책	없는	세상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줄	몰랐다.	책으로부터의	해방이다(수평선	너머에서).	나는	원고료

를	받으면	그	돈으로	반드시	책을	산다.	열	장의	원고를	주고	수백	장의	원고를	받는	것이다(수평선	

너머에서).

	<나를	키운	책>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셨다.

그때	욕지도	독서모임	회원분들도	함께	하였다.	요약해두었던	내용을	소개해본다.

태어나	자랄	무렵	통영은	부산다음으로	어업이	발달했고	그	중	욕지는	어업이	특히	발달하였다.	선배

님의	부친께서	어업조합에	계셔	인근	연화도	등에	출장소장을	하셨다.	두미도,	연화도	등에도	계셔	

연화도	강습회에	3년	다니고	욕지	원량초등학교에	다니셨다.	

그때	욕지에는	교과서	이외에	책은	전무하였고,	통영에서	욕지도로	오는	배가	3시간	반가량	소요되

었는데	그	배	안에도	책은	없었다.	물론	도서관도	없었다.	새	교과서를	받을	때	그	냄새가	상긋한	향

기로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다.

방학책을	받으면	하루	만에	읽어버렸다.	

연화도에	살	때	어머니가	읽어주신	무쇠탈이	처음으로	기억나는	책이고,	민태원의	<청춘예찬>도	기

억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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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를	통영에서	다니면서	교과서외의	책을	만났다.	파란	하드카버의	책이었다.	박화성의	<찔레꽃>,	

<플타크영웅전>	등을	만난	것은	최초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통영중학교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의	

책을	읽은	적이	없었다.	통영중학교	시절에	친구가	가지고	있던	파란	색의	일본책을	보았다.	그	뒤	부

산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보수동	책방에서	그	책이	셱스피어의	햄릿임을	알게	되었다.	

나의	독서는	落差를	극복하기	위한	旅程이었다라고	하셨다.								

시를	좋아하셔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거의	외웠고,	서정주	시인의	시	‘귀촉도’에	‘이	생에서	못	뵈올	

님’하는	구절이	교과서에는	있었다.	그	뒤	빠져	있어	직접	여쭈어	보았더니	서정주	시인께서	유행가	

같아서	빼어	버렸다고	그	사연을	알고	있었다.

서정주	시인이	편집한	<작고시인선>이	1953년도에	출

간되었다.

부산고등학교를	다닐	때	일요일에	서대신동	구덕산에

서	고함을	지르면서	시를	읽었다.	<작고시인선>은	지금

도	지니고	있고,	시인협회에서	명예시인으로	추대된	바

있고,	시낭송운동도	하고	계시는	기초가	이	시집에	있

다하셨다.

도하의	신문에	시	소개하는	코너가	한국일보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선배께서	시작하셨

는가하고	알아	보았더니	한국일보	사장이던	장기영씨

의	아이디어라고	알려주셨다.

어릴	적	욕지도에서	아버지가	소인극을	하신	것을	보고	

연극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명예배우로도	추대되

었다.

대학시절에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일본서	나온	사상전집으로	읽었다.	니체의	문

체에	몰입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권에도	못쓰는	것을	한	줄로	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문체가	

독특하다.	

17세기	프랑스	모랄리스트	라로슈코프는	잠언	형식의	짧은	글을	주로	썼다.

니체가	라로수코프의	문장형식을	배웠다.	새로운	문체를	배웠다.	을유문고에서	<잠언과	성찰>이라는	

라로슈코프의	책이	나왔었다.	김선배가	프랑스에	가서	제일	먼저	구입한	책도	이	책이다.

작고시인전 

신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책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한국일보	입사	시험문제가	당시	읽었거나	읽고	싶은	책	50권을	적어라는	것이었다.	책방과	도서관을	

많이	돌아	다녔으므로	책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다.	심사위원이	모를	것으로	보이는	책	이름을	적었

다.	첫해는	대학3학년재학	중이라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면접시험에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합격했다.	

소년시절에	책을	읽지	않은	것이	불행이었는가.

싸르트르는	나의	인생의	출발은	책에	둘러싸여져	있었다.	아버지가	2세때	돌아가고	외조부	아래에서	

자랐는데	책이	많았다.	뛰어놀던	기억은	없었다.	

루소는	교육소설	<에밀>에서	12세까지	책을	주지	말라.	자연에게	맡겨라.	책은	독이다라는	입장이

다.	칸트가	<에밀>에	심취하여	산책시간을	놓쳤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김선배는	신문사에서	글을	쓰기	위하여	지식을	있었어야	하였다.	송나라	구양수의	좋은	글을	쓰기	위

한	三多의	법에	多讀,	多作,	多商量이	있다.	다독이	기본이다.	

어릴	때	책을	읽지	못했지만	海潮音이	나에게	리듬을	가르쳤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전	강습소에	

다닌	연화도에	살던	집은	바다에	있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배>에	있는	글들은	리드미칼하다.	

욕지도에서	교과서외	책을	한권도	읽지	못했는데,	책을	많이	싸가지고	욕지도로	돌아왔다.			

		

지니고 있는 김성우 선배님이 지은 책

김성우	선배님이	지은	책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거의	구입해서	지니고	있다.	<세계의	문학기행1.	

한국문원	1997.3.15.>,	<세계의	문학기행2.	한국문원	1997.3.20.>,	<세계의	음악기행1.	한국문원	

1997.3.15.>,	<돌아가는	배.1999.5.3.삶과	꿈>,	<김성우	프랑스	지성기행	나남출판.2000.6.20.>,	

<인생은	물음이다.	삶과	꿈	2007.4.10.>,	<명문장의	조건.	한길사.2012.11.30.>,	<인생을	묻는다.	한

길사.2015.1.26.>,	<신문의	길.	깊은	샘.	2016.3.20.>	등이	있다.

우리	홍지회	회원들이	욕지도에서	가르침을	받고	난	뒤	김성우	선배께서	2018년에	<수평선	너머에

서>를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판하셨다.

김선배님으로부터	책에서	배운	글	가운데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	‘꿀벌은	여기저기의	꽃에서	

당분을	빨아들이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꿀을	만든다.	그	꿀은	꽃의	것이	아니라	꿀벌의	것이다.’		몽테

뉴의	수상록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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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배님의	꿀벌통에서	배운	소중한	글	가운데	다른	분들도	읽었으면	하는	내용을	소개하여	본다.4	

개인적으로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읽어	볼만한	책이라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도서

실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확인해보았더니	모두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헌책으로	다시	구입하여	읽어	보았다.	

4. 세계의 문학기행1,2

세계의	문학기행1.의	<책머리에>라는	서문은	‘작가의	고향이	문학의	고향’이라는	타이틀아래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유럽	최서단	섬인	아일랜드의	애란	島로	싱의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민박의	객사	客

舍에서	밤새도록	창문을	두들기는	밤바람	소리에	잠을	못	이루며	멀리	내가	자란	욕지도란	외딴	섬을	

생각했다.	어린	시절	이	섬의	산마루에	올라	수평선	너머로	가물가물	잠기는	기선의	마스트를	바라볼	

때마다	낯선	異國이	그리웠다.	마침내	바다를	건너	서양의	땅	끝까지	오게	되니	이번에는	고향의	섬

이	선해지는	것이었다.	

나를	키운	고향은	세계	문학의	고향을	찾아	나선	이	기행의	출발점이다.	(김성우	세계의	문학기행	1.	한국문원)	

세계의	문학기행1는	그리스‧이탈리아	편,	프랑스편,	도이칠란트	편,	남‧북‧동유럽	편

세계의	문학기행2는	잉글랜드‧아일랜드	편,	아메리카	편,	러시아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이탈리아 편에는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단테	<신곡>,	페트라르카	<칸초니에레>,	

콜로디	<피노키오의	모험>.

프랑스편에는	몽테뉴	<수상록>,	코르네유	<르	시드>,	프레보	<마농	레스코>,	스탕달	<적과	흑>,	라마

르틴	<호수>,	발자크	<골짜기의	백합>,	뒤마	페르	<몽테크리스토	백작>,	위고	<레	미제라블>,	보들레

르	<악의	꽃>,	플로베르	<보바르	부인>,	뒤마	피스	<椿姬>,	도데	<나의	풍차에서의	편지>,	졸라	<목로

주점>,	말라르메	<목신의	오후>,	베를렌	<가을의	노래>,	모파상	<여자의	일생>,	랭보	<지옥에서의	한	

계절>,	잠	<새벽	종에서	저녁	종까지>,	지드	<좁은	문>,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도이칠란트 편에는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실러	<빌헬름	텔>,	휠덜린	<히페리온>,	그림형제	<동화

집>,	하이네	<로렐라이>,	릴케	<두이노의	비가>,	만	<마의	산>,	헤세	<수레바퀴	밑에서>,	레마르크	<개선문>	

4　  김선배님의 <신문의 길. 깊은 샘. 2016.3.20.>에는 세계의 문학기행1,2, 세계의 음악기행에 관한 구체적인 여정이 기재되어 있다.

남‧북‧동유럽 편에는	세르반테스	<돈	키호테>,	안데르센	

<동화집>,

입센	<페르	귄트>,	카프카	<성>,	안네	프랑크	<안네의	일기>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세계의	문학기행1,2에는	위와	같이	많은	시,	소설	등	문학작

품이	탄생한	곳,	작가의	생활한	곳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보

시고	생생하게	작품내용과	유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	미리	이	책을	보고	가시면	대단히	유익할	

것같다.

아래에서	프랑스	시인	발레리(Paul	Valery)	<해변의	묘지>와	

도이칠란트	편에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수레바퀴	밑

에서>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본다.

프랑스편에	발레리(Paul	Valery)	<해변의	묘지>가	나온다.

폴	발레리의	외딸	아가트	루아르	발레리	부인이	파리	교외

의	뇌이유에	살고	있을	때	자택에서	만났다.	발레리의	사진

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한	일이	있는	이	부인은	발레리에	관

한	기념	행사에	빠짐없이	초대되어	상석에	앉는	것이	여생

의	낙이라	했다.	당시	칠순의	나이에도	곱게	늙은	얼굴에서	

단아하던	발레리의	용색(容色)을	읽을	수	있었다.	발레리는	

이	딸이	태어나자	‘꼬마	아가씨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왔

네’라고	앙드레	지드에게	편지를	썼었다.

딸에	의하면	1945년	발레리가	죽자	프랑스	국민이	그를	예

우한	국장의	장례식은	성대했다.	파리에서의	식이	끝난	뒤	유

해는	고향인	남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세트로	옮겨

져	가족끼리만	지켜보는	가운데	바닷가의	공동묘지에	매장

되었다.	여기가	발레리	자신이	명시를	남긴	<해변의	요지>다.

딸이	전하는	바로는	아버지로서의	발레리는	다정하고	자상

했다고	한다.세계의 문학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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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을	데리고	나가	산보를	하고	미술관	구경을	자주	시켜주면서	말을	많이	했다.	

폴	발레리가	당대의	문인들이	수없이	드나들어	당시	화려한	문학살롱으로	소문나	있었다.	손님	가운

데	특히	앙드레	지드가	끼이게	되면	그는	그	이상한	목소리로	<해변의	묘지>를	곧잘	낭송하곤	하여	

그	때마다	온	집안이	잔치	기분이었다고	발레리의	딸이	회상하고	있었다.

폴	발레리(1871~1945)는	지성의	시인이다.	말라르메에게	시사하여	전통적	시법의	고전적	규칙과	시

구의	음악성을	중요시하면서	근대	상징주의의	한	정점을	이루었다.	그의	시	중	가장	유명한	<해변의	

묘지>는	나이	50세가	거의	다	되어서	쓴	작품이다.	1920년	<신	프랑스	평론>지의	편집장이	발레리의	

집에서	이	시고(詩稿)를	발견하고	게재를	권유하여	발레리는	미완성이다	싶은	채로	그	잡지에	발표했

고	그	후	1922년에	나온	시집	<매혹>에	수록했다.	전	24편으로	된	이	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응

시가	주제다.

	‘바람이	인다……살려고	애써야	한다./거대한	대기가	나의	책장을	폈다가	다시	접는다’……이것이	

애송되는	구절의	하나다.

	

도이칠란트	편에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장이	있다.	

남부	스위스의	로카르노에서	가까운	아르체뇨라는	마을로	헤르만	헤세의	아들	하인리히	헤세를	찾아

갔을	때	그는	헤세의	저작과	연구	서적들이	가득	쌓인	외딴	통나무	집에서	원객(遠客)을	반갑게	맟아	

주었다.	그	때	70이	넘은	나이였는데도	사진에서	보는	아버지	헤세의	혈색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있

었다.	이렇게	시작한다.

헤세가	<수레바퀴	밑에서>를	써낸	것은	스위스	가이엔호펜에서	였다.

………

아들	하인리히	헤세에	의하면	이	집에	살던	만년의	헤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언제나	혼자	아침

을	먹었고	10시가	되면	눈이	나빠	남이	읽어	주어야	하는	편지들을	뜯었다.	글	쓰는	것보다	정원	가

꾸는	것이	눈에	좋다고	하여	아침	저녁으로	뜰에	나가	사는	시간이	많았다.	저녁	식사	전에	편지	답장

들을	쓰고	식후에는	라디오로	음악을	듣다가	10시	반이면	자기	방에	들어가	타이프로	글을	썼다.	항

상	1주일	예정표를	미리	짜놓고	살았다.	헤세는	까다로우면서도	유머가	많은	아버지였다.	낮에는	자

식들이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다가	저녁에는	불러서	같이	놀아	주었다.	자신의	작품	중에서는	<크눌

프>와	<싯다르타>를	특히	아꼈다.	

몽타놀라의	집	앞	길가에는	하얀	석비가	하나	서서	루가노	호를	굽어보고	있다.	1977년	탄생	100주

년	때	세운	헤세	기념비다.

헤르만	헤세는	몽타놀라에서	한참	걸어	내려가는	산	아본조	마을의	공동묘지에	이름만	적힌	담백한	

묘석	아래	부인	니논과	함께	누워	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전만의	땅에	묻히기를	바라	생전에	묘소	자

리를	사두었다.		

5. 세계의 음악기행

김선배는	‘세계의	음악기행’의	서문을	남유럽의	이탈리아에서	북유럽의	노르웨이까지,	동유럽의	체

코에서	미국	남부의	스와니	강까지,	세계	명곡의	音域을	넓었다.	노래하듯	즐거운	여행이었다.라고	

적고있다.	

수록되어	있는	음악은	처음	바흐	<마태	수난	곡>,	헨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	창조>,	모차르트	<피

가로의	결혼>,	<마적>,	베토벤	<전원교향곡>,<합창교향곡>,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요한	슈트라

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부르크너	

<교향곡	제9번>,	베버	<마탄의	사수>,	멘델

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제1번>,	말러	<교향곡들>,	리스트	<죽음의	

무도>,	슈만	<가곡들>,	바그너	<뉘른베르

크의	마이스터징거>,	로시니	<가극들>,베

르디	<리골레토>,	푸치니	<라	보엠>,	<토스

카>,	쇼팽	<전주곡>,	베를리오즈	<환상교

향곡>,	드뷔시	<바다>,	시벨리우스	<핀란

디아>,	그리그	<페르귄트>組曲	<솔베이그

의	노래>,	드보르작	<신세계에서>,	차이코

프스키	<비창>,	포스터	<스와니	강>,<켄터

키	옛집>,	나폴리	민요	<산타	루치아>,	<돌

아오라	소렌트로>,	아일랜드	민요	<아	목동

아>(대니보이),	성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이다.	

세계의 음악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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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음악기행’에	개인적으로	즐겨듣는	아일랜드	민요	<아	목동아>(대니	보이)에	관한	내용이	있

다.	그	탄생지인	북아일랜드에	있는	런던데리를	찾아가	보고	상세하게	기록해두었다(김성우	세계의	음

악기행.	364~373쪽	한국문원).	런던데리는	북아일랜드의	제2의	도시로	제1의	도시	벨파스트에서	기차

로	2시간	20분이	걸린다.	아일랜드는	‘녹색의	땅’이란	뜻이다.	아일랜드	민요	<아	목동아>는	북	아일

랜드의	런던데리를	중심으로	한	데리	계곡	일대의	아름다운	산야에서	태어난	곡이다.	<아	목동아>는	

곡	자체만으로는	<런던데리	에어>(London-derry	Air)라	부른다.	가사가	붙었을	때	곡명이	<대니	보이

>(Danny	Boy)요,	우리말	번역이	<아	목동아>다.	<런던데리	에어>란	이름은	이	노래의	곡조가	런던데

리에서	나온	것이란	뜻이다.	

김성우선배가	런던베리에	도착하자	여장을	푼	곳이	에버글레이드스	호텔이었다.	크레이가본	교橋를	

건너기	전의	포일	강	南岸에	있는	이	호텔의	홀에서는	저녁에	피아니스트가	나와	피아노	연주를	했

다.	나이	70에	가까운	老피아니스트였다.	그는	손님들이	청하기도	전에	스스로	<런던데리	에어>를	

쳤다.	제	바닥에	와서	듣는	명곡의	맛이란	한결	별미였다.	나중에	연주가	끝난	뒤	이	피아니스트의	말

이	“<런던데리	에어>는	가장	完美한	노래”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노래의	멜로디에는	그림에서와	같

은	원근감이	있다.	그림에서	近景은	색채가	강하고	遠景은	약하듯이	이	곡은	멜로디의	濃淡과	고저가	

회화감을	준다.	특히	피아노로	연주할	때가	아름답다.”라고	해설했다.

런던데리	시립도서관의	오디허티	양은	<런던데리	에어>에	관한	자료들을	끄집어	내	이	노래의	유래

를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이	곡의	악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855년	조지	페트리란	사람이	더블린에서	펴낸	<아일랜드	

古歌集	>제1권을	통해서다.	이곡은	아무	제목도	없이	‘제인	로스	양	채집’이라는	설명만	붙어	있었다.

이	古謠는	물론	작곡가가	불명하다.

처음에는	가사가	있었을는지는	모르나	제인	로스	양이	채집했을	때는	멜로디뿐이었다.	<아일랜드	고

가집>에	살릴	때는	피아노	포르테의	곡으로	편곡되어	있었다.	그래서	<런던데리	에어>로만	전해져	

왔다.	이	멜로디가	하도	고와	뒤에	여러	사람이	가사를	붙였다.	그	중의	하나가	<대니	보이>다.	<대니	

보이>는	아이랜드	시인	F.E.웨델	리가	1913년에	쓴	시다.	<대니	보이>의	가사가	나오자	이	노래는	전	

세계에	널리	애창되기	시작했다.

	<런던데리	에어>는	아일랜드의	슬픈	역사가	어둡게	그림자	지어져	마디마디에	비애가	절절한	곡이

다.	아일랜드	민요에	공통된	노스텔지어가	회한처럼	서려	있기도	하다.

<대니	보이>의	가사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어머니의	이야기다.	현제명이	번역한	우리

말	가사는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짝마다	울려	나오고’로	시작된다.	‘여름은	가고	꽃이	떨어

지니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후의	가사는	原語의	大意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갈	때가	왔다.	나

는	기다리겠다.	목장에	여름이	오건든	돌아오려무나.	아니면	산골짜기에	눈이	덮이거든	돌아오려무

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대니	보이>란	말은	우리말	가사에	목동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대니’는	‘다니엘’이란	이름의	애칭이

다.	이	다니엘	소년의	모델이	누구인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대니	보이>외에	<런던데리	에어>의	곡에	붙여져	일부에서	불려지고	있는	가사로는	<데리	계곡에서>

라는	것이	있다.	런던데리의	골짜기를	떠나	멀리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호텔에서	우연히	피아니스트의	음악으로	인사를	받기는	한	셈이지만,	<대니	보이>는	실상	본고장에

서	듣기	어려운	노래가	되었다고	오도허티	양은	말한다.	젊은	세대들은	이	고가에	흥미를	느끼지	않

고	있고,	다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望鄕歌삼아	지금도	열심히	부른다는	것이다.	런던데리의	

레코드	가게에서	기념	삼아	<대니	보이>를	찾았더니	세	번째	가게에서	겨우	한	장	남은	것을	구했다.	

런던데리에서부터	포일	강은	대서양으로	빠지면서	40km의	기다란	入灣을	이룬다.	그래서	런던데리

는	북아일랜드의	중요한	항구이기도	하다.	런던데리의	부두는	1846년	아일랜드를	휩쓴	대기근이후	

신대륙을	향해	이민의	배를	매일처럼	띄우던	곳이다.	이	부두를	떠난	배들이	<대니	보니>의	노래를	

함께	실어	갔던	것이다.	

<런던데리	에어>의	채집자	제인	로스(1810~1879)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아일랜드	민요를	수집했

고,	자신이	피아노를	잘	쳤다.	여동생	테오도시아	로스가	도와	주어	두	자매는	각기	노래	수첩을	항상	

들고	다녔다.	목사이자	시인이던	남동생	캐논	로스가	도네고	지방에	낚시질을	다니며	주운	곡들을	많

이	갖다	주었다.	

1851년	어느	날	제인	로스가	메인	스트리트의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집시	바이올린	奏

者가	못	듣던	곡을	연주하며	지나갔다.	이것이	<런던데리	에어>다.	이	곡이	<아일랜드	고가집>을	편

찬한	페트리	박사에게	보내졌다.	로스는	그	이후에도	여러	곡의	민요를	그에게	전해	주었다.	

제인	로스의	집	앞을	지나가던	바이올린	주자의	이름은	제임스	매커리로	전해진다.	

메인	스트리트	거리에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없고	제인	로스는	리마바디의	교회	묘지에	묻혔지만	<아	

목동아>는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실에서도	들린다.	한	시골	여인의	소박한	정성이	거리의	음악을	

세계의	名歌로	擴聲시켰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深山의	초록처럼	자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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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배님이	1997년에	펴낸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였다.	런던데리에서	노래	<대니	보이>를	찾아다

니시는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게	하는	명문이다.

우리는	그	덕분에	<대니	보이>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감상할	수	있다.	

 6. 김선배님이 84세에 펴낸 <수평선 너머에서>

김선배가	2018년에	펴낸	책	<수평선	너머에서>에는	여러	가지	珠玉과	같은	잠언이	많이	있다.	

책머리에	‘모랄리스트의	신풍을	위하여’라	이름하고	

그	5.에서

내가	라로슈푸코를	발견하는	것은	나의	르네상스였다.	몽테뉴의	<수상록>이후	파스칼의	<팡세>로	이

어지는	프랑스의	모랄리스트	Moraliste문학은	특히	라로슈푸코의	<잠언과	성찰>에서	주로	짧은	잠

언형식으로	만개되었고,	이것이	라부뤼예르,	보느나르그,	샹포르,	주베르	등으로	계승된다.	모랄리스

트	문학은	인간의	본성과	심리와	습속을	예리하게	분석‧탐구하여	신랄한	풍자와	현란한	수사로	극

도로	응축‧조탁된	간결하고	함축있는	문장	속에	표현된다.	인간론‧인생론의	잠언들과	함께	포르트

레Portrait라	하여	작자	자신	등	인물들을	하면서	인간	일반의	성격묘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에	이른	단장의	전통이	인간을	재발견한	르네상스와	함께	재발견된	것이다.

6.	

“프랑스의	대작가들은	다소간에	다	모랄리스트다.”[발레리]

프랑스의	영향으로	구미의	다른	나라들에도	모랄리스트는	산재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모랄리스트의	신풍을	위한	한	모형이다.

																																													2018.3.

																																									욕지도	‘돌아가는	배’에서

																																																김성우

김성우의	<수평선	너머에서>의	제일	앞	5쪽에서

세상이란	어떤	곳인가.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萬人의	萬問에는	萬答이	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을	우문이라고	있다.

세상은	있기	나름이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이다.

세상은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

나	없이	세상은	없다.

나는	평생	생각한다.

나는	하루	한	줄씩	생각하고	하루	한	줄씩	일기처럼	썼다.

<수평선	너머에서>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해본다.

해변의	묘지에서	나는	바다의	영원과	영원히	대좌할	것이다.	

인생을	배워	나오는	사람	없고	인생을	다	배워	돌아가는	사람	없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에게	힘을	쥐여	주어보면	안다.	

대인은	힘을	가질수록	대인이	되고	소인은	힘을	가질수

록	소인이	된다.

인색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모른다.	그러나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인색

한	사람이다.

베이컨은	<학문의	진보>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세	가

지로	나눈다.	기억력,	상상력,	이성력	흔히	머리	좋은	사

람이라면	기억력	좋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상상력에

서	창의력이	나오고	이성력에서	판단력이	나오지만	기

억력에서	나오는	것은	학교	성적밖에	없다.	학교의	우

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기	쉬운	것은	이	때문이다.	

니체에	관한	존경심을	드러낸	내용이	끝	부분	<수평선	

너머에서	243쪽>에	나와	있다.	수평선 너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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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통해	스승다운	스승이	없던	내게	스승이	있다면	니체다.	니체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다.	

누이도앵	엘리자베트의	회상기	<젊은	니체>에	의하면	니체는	어릴	대부터	극히	꼼꼼하고	조심스러웠

으며	곧잘	생각에	잠긴	소년이었고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

엇보다도	片言隻語를	아끼는	愛語家였다.

나는	니체와	같은	별자리	아래에서	태어났다.	생일이	같다.	니체의	사거	100년주기가	되던	해인	

2000년	그의	기일	날(8월25일)	아침	나는	독일	바이마르로	그가	숨을	거둔	집을	찾아가	그에게	경배

했다.	내가	첫	방문객이었고	뜻밖에도	나	외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니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

에	없는	듯이.		

고향	섬의	대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내	가묘에는	다음과	같은	비명이	미리	걸려	있다.

“나의	시작에	나의	끝이	있다	In	my	beginning	is	My	end”T.s.엘리어트.	<네	개의	사중주>	

7. 끝으로 

김선배는	‘나는	廉平한	사람이다.	나의	공평성은	판사가	적성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판사는	창의적

인	직업은	아니라서	싫다.’(수평선	너머에서)고	한다.	사실	판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대개	창의적이지

는	않다.	김선배는	<신문의	길>에서	‘내	신문의	길을	관류하는	일관된	이념은	낭만적	자유주의다.	신

문제작은	철저한	리얼리즘이라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는	나는	이의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의	가장	견고하고	쉽게	변해서는	아니되는	문화	형태인	법률의	그늘에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

알고자	하는	섬	(欲知)	출신	김선배님의	자유로운	영혼,	무한한	지의	지평이	무척이나	부럽다.	

독일의	극작가	쉴러는	‘법학자는	법학을	싫어하는가’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법학자는	자기

의	활동을	우주의	위대한	전체에	연관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물의	상호연관에

서	절단되어	고립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였다.5	법률가로서	세상의	사람들의	싸움판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소홀할	수	

있다.	

젊은	날	김선배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늙은	이는	추억에	살고	젊은	이는	미래에	산다.	늙은	이의	主食은	추억이다.

5　 쉴러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탈출한 사람이다.

욕지도를	순례하면	어린	시절	동생들과	노닐던	목가적인	항구	마산의	바닷가가	떠오른다.

롱펠로우의	시	‘잃어버린	청춘	MY	LOST	YOUTH’를	인용해본다.

나는 자주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생각한다네;

Often I think of the beautiful town

That is seated by the sea;

내 생각 속에 그 정다운 옛 마을의

아름다운 거리가 떠오르곤 한다네;

Often in thought go up and down

The pleasant streets of that dear old town,

그럴 때면 나에게도 나의 청춘이

다시 찾아온다네;

And my youth comes back to me.

    

그때마다 다시 들리는 옛 노래 구절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나네:

And a verse of a Lapland song

Is haunting my memory still:

“소년의 꿈은 바람과 같은 것,

청춘의 꿈은 아득한 옛날이어라.”

"A boy's will is the wind's will,

And the thoughts of youth are long, long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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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용대 변호사

김용대 변호사 부변사진관 4人전

문득 도서실 김현주 팀장으로부터 사진 제출을 연락받고는 
그동안 외출이 줄어들면서 카메라도 만지는 날이 점점 더 줄
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득이 이리저리 모아둔 사진 파일을 
뒤져서 6장의 사진을 모아봅니다.
청사포는 해운대에서는 비교적 한적한 편이고, 집에서 걸어
서 갈 수 있는 곳이라 기분 전환 삼아 자주 가는 곳입니다. 객
지에서 오는 지인들과도 가는데, 갈 때마다 늘 좋습니다. 요
즘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관광객
이 너무 많아서 한적하다는 느낌은 없는 편입니다. 
이 사진은 모두 6년 전 가을에 찍은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니 더 좋습니다. 내년에는 회관에서 사진을 전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변사진관
4人전

김용대, 김경호, 김재홍, 이남열 사진작가

Photo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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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용대 변호사

1-1

1-2 

2-1

2-2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2015년 9월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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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용대 변호사

3-1

3-2

김경호 변호사 부변사진관 4人전

2년 넘게 지속 중인 코로나 사태, 갑자기 나타난 델타변이와 오미크론의 존재 !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개인적, 사회적, 전 세계적
인 손실을 감수당하고 있습니다. 부변사진관 전시회도 2년 연속 개최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찾아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던 선후배 변호사님들과 
사진애호가님들!!! 올해도 부산법조의 지면을 빌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평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진은 겨우 18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183년의 기간 중 제가 사진과 가깝게 지낸 시간은 불과 5년 정도에 그치지만, 
코로나도 저의 사진에 대한 열정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무
력함과 우울함에 반비례하여 더욱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늘 그 일부를 부산법
조지에 올립니다.
이번에 올리는 사진들은 ‘희망과 따스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차가운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잃지 않고 따스하게 생활하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
는 저의 바람을 담아 봅니다.
이환위리(以患爲利.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듦
을 이르는 말)하여 만사형통(萬事亨通)하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되십시오.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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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경호 변호사

코로나 출입금지 한밤에도 고귀함은 빛나고

봄봄봄 유월의 붉은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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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경호 변호사

연꽃잎의 가무

해거름의 찰나

가을과 겨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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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재홍 변호사

지리산 피아골 단풍 길

춘천 제이드가든 이끼정원

김재홍 변호사 부변사진관 4人전



396    제39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397

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재홍 변호사

울산 태화강 백합 군락지

미포

김천 직지사 꽃무릇 군락지

담양 소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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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김재홍 변호사

담양 메타스퀘어 가로수길

이남열 변호사 부변사진관 4人전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도 우리 모두 힘들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며, 
새해는 회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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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이남열 변호사

희망의 설레임 (죽성)

구원의 빛 (김해 은하사)

피안(彼岸)으로 (통도사 비로암)

봄날의 평안 (경산 반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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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_ 부변사진관 4人전 이남열 변호사

저~~기 (통도사 서운암)

이제 다시(黎明) (경주 들녘)

소망의 새날 (김해 화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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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동호회
406 성년후견제도실무연구회 외 4  

412 두근두근 알바트로스 외 6 

420 사무국(홍보팀)

430 윤재철 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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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회

연구회명
성년후견제도실무연구회 
여성과법률연구회 
일본법실무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  
지방자치법실무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실무연구회 1. 성년후견제도란?

가. 성년후견제도란?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

하며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와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나. 성년후견제도의 목적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

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성년후견제도 실무연구회의 목적

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 사무를 수행합니다.

나.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토론 및 연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다.  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사결정대행 및 의사결정지원

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성년후견제도 실무연구회 운영내용

성년후견제도 실무연구회는 매년 실무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년후견제도 

분야의 실무가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개연수를 개최합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에 참가하여 성년후견 분야의 개정된 

절차, 주요 판례 등을 학습합니다. 

회장 : 김동진 변호사

간사 : 김지혜 변호사



408    제39호 부산법조 부산지방변호사회    409

 

여성과 

법률 연구회
여성과 법률 연구회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법률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모인 연구회입니다. 이혼 및 가사법 전반에 걸친 내용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법률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각 회원들이 관심있는 주제와 최신 판례 등을 선정하여 자유롭게 

발표,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연구회의 주제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 집중되다 보니, 외부 행사 중 

일부는 우리 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 가입하시면 관심분야에 대한 공부 뿐 아니라, 소년범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소년원(오륜정보고)에 방문하여 도서를 기부하고, 각종 현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지역 내 예비 여성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과 함께 세미

나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바쁜 변호사 업무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공익 활동에 동참하는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 되고자 했던 다짐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연구회에 오시면, 

공부와 함께 프로보노 활동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새로 가입하실 의사가 있는 변호사님께서는 언제라도 회장, 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법률 연구회는 관련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남성 변호사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륜정보고 방문 도서기부 부산대 로스쿨 강연 

회장 : 고지현 변호사

간사 : 이운영 변호사

연구모임 : 격월 1회 

회비 : 없음

일본법

실무연구회 일본법실무연구회는?
부산과 가장 인접한 나라인 일본. 역
사적으로도 항구도시인 부산은 일본
과 교류를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
는 관문이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일
본인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또 부산
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
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부산에
는 일본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많
이 발생합니다. 우리 일본법실무연구
회는 바로 일본과 일본법에 관심이 
많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들이 모여 일본법과 일본의 소송실
무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무엇을 연구하나요?
일본의 실체법과 소송법, 소송실무
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기본으
로 하고, ‘카를로스 곤 사건’과 같이 
일본의 최신 법적 현안이나 일본법
과 관련된 이슈 전반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의 차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나 ‘위안부나 독
도 문제’와 같이 한일 사이에 발생한 
법적 현안에 관한 연구를 하기도 합
니다.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기 연구회
를 가지고 각자 연구한 내용을 발표
하며 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
본국 영사, 일본 변호사, 일본법 연구
자 등을 초청하여 연구회를 개최하

기도 합니다. 또 일본 현지를 방문하
여 일본 변호사들과 교류하거나 현
지에서 직접 실무를 보고 배우는 기
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연구회 활동이 변호사 직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일본법실무연구회 회원 변호사들은 
일본법을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일본인, 일본 기업, 재일교포 
등 일본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활
발히 활동하고 있고, 한국인 또는 한
국 기업의 사건을 일본 변호사들과 
같이 협업하여 국내외에서 동시에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일본과 
관련된 섭외사건에서 연구한 전문적
인 지식을 활용하여 양질의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해야 하나요?
일본법실무연구회라 하여 일본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과 일
본법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변호사님들도 
연구회에 열심히 활동 중이십니다.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일본법실무연구회와 관련된 궁금한 
점과 가입 문의는 회장 강승호 변호
사(법무법인 채운), 간사 안홍익 변호
사(법무법인 백경)를 통해 연락을 주시
거나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해 주
세요. 

회장 : 강승호 변호사

간사 : 안홍익 변호사

연구모임 : 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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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문화연구회
중국법문화연구회는 정기적으로 점심 모임을 하면서 중국의 법률제도, 문화

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전까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1-2월에 한 번 정도 점심 모임을 

하면서, 발표와 토론을 한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도

모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법문화연구회의 회원들이 발표하고 토론한 주제는, ‘중국의 

환경법제’, ‘중국여행과 한시’, ‘중국상속법의 특징’, ‘중국물권법과 토지사용

제도’, ‘중국법과 인문사상’, ‘중국의 차문화’, ‘중국의 부동산 법제와 분쟁사

례에 관한 연구’, ‘중국의 개혁발전과 중한관계’, ‘중국민법총칙의 특징’, ‘중국

의 핀테크 산업’, ‘중국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중국인민법원의 조직과 

특색’, ‘중국의 지리와 문화’, ‘중국인문기행’ 등 다양한 방면의 주제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였고, 종종 중국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습

니다. 

중국법문화연구회는 위와 같은 점심 모임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주부산중

국총영사관의 영사들과도 교류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총영사관을 견학하거

나, 총영사관의 영사를 연구회에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중국법문화연구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장 : 허상수 변호사

간사 : 이용민 변호사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행정환경은 많은 것이 바뀌었고, 2021. 10. 

21.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전격 시행되어 지방자치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는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무지향적인 학회입니다.

2019. 2. 19.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지원 업무 협

약' 체결을 주관하였고, 2021. 12. 20.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간의 연구 및 교육분야 등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주관하였

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

방변호사회 주최로 2018. 5. 14.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1. 12. 20.에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공동주최로 “4차 산업혁명과 자치법제의 방향”이

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모든 정책은 지방자치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정

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와 함께 하실 변호사님은 언제든

지 회장 또는 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회장 : 이윤석 변호사
010-5630-9772

간사 : 정정현 변호사
010-548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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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회

동호회명
두근두근 알바트로스 
부변사진관  
부변축구단 
어반리서치 
통도법우회 
한줄시식회 
해양스포츠동호회

두근두근 

알바트로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골프동호회 두근두근 알바트로스(이하 

’두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황민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두스는 2015년 2

월에 창립되어 1대 집행부(2015년~2018년, 회장 진동열, 총무 박지현, 고지현)와 2

대 집행부(2019년~2020년, 회장 임재인, 부회장 황민호, 총무 김태형)를 거쳐 현재 

3대 집행부(2021년~2022년, 회장 황민호, 부회장 강철식, 총무 임경표)가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아침에 동래베네스트CC에서 라운드를 했

고, 2022년에는 장소를 바꾸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베이사이드GC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 ’밴드(BAND)‘에 가

입된 회원은 55명이고, 그중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35명~40명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막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 변호사님들이나 30~40대 청년변

호사님들입니다. 여성변호사님들도 8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골프를 치면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회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스에 가입해 같이 골프를 즐기고 싶

은 청년변호사님들이 계시면 저 또는 총무님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두스 모 회원님이 남긴 골프에 관한 명언으로 마무리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골프와 인생의 공통점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뜻대로 하려다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장 : 황민호 변호사

총무 : 임경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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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변

사진관
부변사진관은 아마추어 고수 사진작가들부터 사진을 시작한지 불과 수개월 

밖에 안 되는 초보 작가들까지 사진을 사랑하는 부산 변호사들로 구성된 동

호회로서, 가입 조건에 카메라를 반드시 소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진

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빌려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부변사진관은 광안대교, 장산 약수암, 대저생태공원, 청사포, 기장 죽성성당 

등 부산 일대에 정기출사를 나가고 있고, 출사 후에는 근처 맛집을 찾아 식도

락을 즐기기도 하며, 매월 점심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진에 관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사진전

시회를 개최하였고(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부산 변호사회 회원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외 부산변호사회 정기 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소식지 표지 사진을 여러 차례 

제공하기도 하고, 부산지방법원이나 변호사회 사무실에 사진 작품을 기증하

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변사진관 회원들은 온라인 밴드에서도 활발하게 사

진을 올리고 각자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변사진관은 이처럼 활

발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인정받아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동호회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변사진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총무 송현우 변

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기모임 : 매 격주 월요일 19:00~21:00 부산대학교 대운동장 또는 스포원
회비 : 없음(유니폼 지급)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COVID19로 인하여 2년 동안 

동호회 활동이 중단된 이후 방역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부

변축구단도 서서히 활동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본 지면을 통해 변호사님

들께 부변축구단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변축구단은 실력보다 참여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단장인 강경철 변호사

님을 주축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공익법무관, 부산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사무직원들이 매 격주 월요일 19:00~21:00 스포

원 또는 부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자체전은 물론이고 부산지

방법원 축구팀, 사무직원 축구팀, 로스쿨 축구 동아리와 친선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부터 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부변축구단만의 고유 유니폼을 제작하

였고, 2018. 10. 20. 포항에서 개최된 전국변호사축구대회에서 5위의 성적

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19년 전국변호사축구대회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어 현재 전력보강이 필요합니다.

부변축구단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며, 새로 가입하

실 의사가 있는 변호사님들께서는 언제라도 주장, 총무에게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부변축구단 유니폼 2018. 변호사축구대회 참가 사진

부변

축구단

단장 :  강경철 변호사 
051-502-1228

주장 :  이한동 변호사 
010-6771-5572

총무 :  정우영 변호사 
010-7113-2290

회장 : 김용대 변호사

총무 : 송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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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

리서치
안녕하세요.

도시탐방모임 어반리서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곳은 ‘부산’입니다. 그런데 부산 어

디에 가면 맛집이 있고, 뷰는 어디가 좋으며, 사진은 어디가 잘나오는지 잘 알

고 계신가요? 막상 타지에 있는 지인들이 부산 여행을 온다고 맛집 등을 추천

해달라고 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또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슴 답답한 일이 생겨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일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산 시내에

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를 위하여 도시탐방모임 어반리서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 함께 부산의 구석구석을 탐방하고자 합니다. 

통도법우회는 1993년 3월 당시 소장파 변호사님들이 골프로 친목을 도모하

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초대 정영천 변호사, 2대 조봉국 변호사님, 3대 

조정래 , 4대 이영갑 변호사님이 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도법우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통도파인이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월례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월례회시에는 골프, 식사, 음주 등을 함께 하며 변호사 

선후배간의 소통과 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통도법우회는 싱글 골퍼부터 100돌이 골퍼까지 다양한 실력의 회원들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골프에 관심이 있는 젊은 회원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활동내역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시경 통도파인이스트에서 월례회 라운딩

- 매년 봄 2박 3일 해외 원정 라운딩

- 매년 가을 1박2일 국내 원정 라운딩

- 연회비 60만원(월례회 참가시 식음료 무한 제공 및 상품권 증정)

회원현황

2021. 12월 현재

강경철, 고경우, 권구철, 김막, 김영학, 김용규, 김진수, 김태욱, 김호남, 

김홍일, 문대홍, 박우진, 배경렬, 배석기, 손정우, 염정욱, 윤인태, 이상경, 

이영갑, 이윤대, 이진수, 임경섭, 정필승, 황태영(총 24명)

※ 가입문의 : 총무 강경철 변호사  010-9860-9911

 

통도

법우회

회장 : 이영갑 변호사

총무 : 강경철 변호사

회장 : 이일권 변호사

총무 : 조영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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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시식회 
아직도 눈으로만 글을 읽으시나요, 아직도 혼자서만 글을 읽으시나요?

‘한줄시식회’에 동참하셔서 내가 읽은 좋은 글을 낭독하고, 다른 사람이 고른 

글을 귀로 들으면서, 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떤가요?

‘한줄식식회’는 2017년 발족된 부산지방변호사회 낭독 동호회입니다. 현재

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기적인 모임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전까지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소하면서도 웃음 가득한 낭독회를 해오고 있

습니다. 회원들이 그간 읽은 글귀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글귀를 준비하고, 이

를 낭독하면서 다른 회원들과 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칼럼 등 낭독하는 텍스트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색깔의 글을 

낭독하고, 듣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선과 통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

다. 눈으로 조용히 읽기만 하는 글에서 벗어나 나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글을 나누고, 종이에 적힌 글을 입체적으로 들어보는 색다른 경험

을 ‘한줄시식회’에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SUITS는 스쿠바 다이빙을 주로 하는 해양 및 스포츠 활

동 동호회입니다. 2019년에는 창원 실내 수영장 제한수역 스쿠바 다이빙 연

습, 필리핀 세부, 일본 오키나와, 제주도 스쿠바 다이빙 투어와 해운대 선상낚

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사격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창원 실내 수영장 

제한수역 스쿠바 다이빙 연습, 포항 청진 스쿠바 다이빙 투어를 진행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머지 일정들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여름 

즈음에는 국내 및 해외 투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대

자연의 품속으로 풍덩 빠져보고 싶은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장 정시진 010-8597-0736

총무 이한동 010-6771-5572 

네이버 밴드 https://band.us/band/68391104

SUITS

해양스포츠 동호회

회장 : 이일권 변호사

총무 : 박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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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

➊ 천사무료급식소 후원금 전달식 (2020. 12. 04)

➋ 윤리연수 (2020. 12. 07)

➊

➋

➊ ➋ 임시총회 (2020. 12. 14)

➌ 부산연탄은행 사랑의 연탄 후원 전달식 (2020. 12. 16)

(2020. 11. 1 ~ 2021. 10. 31)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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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

➊ 2021년도 정기총회 (2021. 01. 18)

➋ 충렬사 참배 (2021. 02. 08)

➊

➋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1. 03. 31)

사진으로 보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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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한 법안발의 촉구 시민기자회견 (2021. 05. 13)

➊

➋

➊ 미국 KCLA 변호사회와의 온라인 정례교류회 (2021. 05. 26)

➋ 신임 조재연 부산고등검사장 및 김양수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우리 회 방문 (2021.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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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부산시의회 의장 면담 (2021. 06. 23)

➊

➋

➊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2021. 06. 28)

➋ 청년변호사를 위한 이미지컨설팅 강의 (2021.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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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Bar Association   

부산지방변호사회

➊ 러시아 연해주 변호사회와의 온라인 교류회[MOU 체결] (2021. 07. 16)

➋ 집행부·서부주재 회원 간담회 (2021. 07. 23)

➊

➋

➊ ➊

➊ 김수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초청 강연 (2021. 09. 02)

➋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대사 위촉식 (2021. 10. 29)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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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判決의 批判과 該博한 學術의 硏究結果가 會誌를 통하여 江湖에 

公開될 때”라는 창간사의 취지대로 부산법조가 지금까지 존속하여 왔

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39호 부산법조의 경우 인권보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맞춰 인

권을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시도한 부산법

조 논문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논문, 회원님들의 논문 및 판례평석, 칼

럼, 시, 수필, 기행문, 연구회(동호회) 소식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

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부산법조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

는 일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귀중한 원고를 서슴지 않고 보내주신 

회원님들과 시민단체 대표님, 그리고 이 밖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

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송무와 

기타 업무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신 청년 회원님들께 부산법조에 대

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회의 발전에 애쓰시는 황주환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이

번 부산법조 발행을 위해 좋은 의견과 함께 원고 수집, 교정 작업에 

수고해주신 홍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실무책임을 맡아 수고해주신 

사무국 김현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홍보위원장  윤 재 철 

편집후기

부산법조 발행은 저 뿐만 아니라 홍보위원회 위원 

모두의 노력으로 빛을 본 것이기에 위원들의 소회도 

올리고자 하였으나 편집후기 작성이라는 과중한(?) 

업무는 위원장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강권으로 이렇

게 편집후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편하게 

집어서 후하게 기록하는 것이 편집후기라고도 하나, 

글재주 없는 제가 함부로 이번 부산법조가 만들어지

게 된 뒤안길을 말씀드린다는게 여간 조심스럽지 않

음을 먼저 고백하고자 합니다. 

편집후기를 작성하면서 부산법조의 역사가 궁금하여 

찾아보니 1983. 3. 1.에 ‘부산변호사회지’로 창간되었

고, 1997. 12. 발행된 15호부터 ‘부산법조’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간호는 

일반적인 시집 크기의 154쪽 분량으로 변호사님들 뿐

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학계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원고가 실려 있었으며, 그 내용(‘판례비판: 소위 부림

사건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등) 또한 흥미로웠습니

다. 또한 “會員 各自의 광우리 속에 秘藏되어 있는 珠

玉같은 모든 記錄이 發掘되어 會誌에 收錄되고 銳利

2022년 제39호 ‘부산법조’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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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 홍보위원회에서는 회지 “2023년 제40호 부산법조” 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 회지는 1983년도 창간호가 발행된 이래,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회원님들의 학술 발표,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 회와 회원님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공식적인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회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원고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 회의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원고수집내용  |
①  논문, 판례평석, 변론기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②  시, 시조 (2편 이내, 매수 제한 없음)
③   수필, 독후감, 여행기(기행문), (영화 등) 감상문, 학회‧동호회 소개 등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④  기타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리며, 분야별 원고 매수를 꼭 확인하여 집필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아울러 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회원께서는 우리회 홍보팀
(☏ 051-506-85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부산법조 원고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