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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자한>편에는 자주 쓰는 고사성어가 등장합니다. 佛舍晝夜(불사주야)! 여

기서 舍(사)는 ‘쉬다’,‘휴식하다’는 뜻이니 ‘밤낮을 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자

가 강가에 서서 한 말이라 하여 ‘천상지탄’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은 ‘흘러가는 것

이 모두 이와 같아서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한자도 없고 해석이 곤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이 반드

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호학자, 교육자로서의 공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흐르

는 물처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라고 풀

이하는 반면, 실천가로서의 공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된 도는 행해지

지 않고 세월만 빠르게 흘러가버린 것을 한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긍정과 낙관의 메시지라면 

후자는 부정과 비관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인>편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자의 말이 나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朝聞道夕夜可矣

공자가 얼마나 진리(도)를 갈구하고 열망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사물의 궁극적 이치를 깨닫는 

일이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진리(도)는 ‘높고 

먼’데 있지 않고 ‘낮고 가까운’데 있으며, ‘도를 아는 것이 어

려운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따

라서 ‘도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공자가 말년

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 현실을 탄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디선가 참된 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이라는 것

입니다.

[논어에 반하다]는 이처럼 상반된 해석이 공존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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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텍스트의 특징에서 찾는 한편 기존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자유

롭게 담대한 해석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평이하고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천 사람의 마음속엔 응당 천 명의 공자가 있’고, 다산 정약용은 논어로부터 얻는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추

수 끝난 논에 남아 있는 벼 포기와 이삭들이 다 주울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가할 때 본서를 

일독하면서 자기만의 공자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 석 변호사 약력

변호사 김석 법률사무소

제4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34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18. 11. 논어에 반하다 출간

2015. 6. 법철학소프트 출간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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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변호사회와의 국제교류행사에 다녀와서

필자는 2017년 우연한 기회에 국제교류위원으로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

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낭여행을 즐겨하였고, 현재 아이 두 명을 데리고도 

여행을 자주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필자는 인천 변

호사로서 다른 국가의 변호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각 나라에서의 변호사 생

활과 변호사로서의 발전을 공유한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예전에도 여행을 하면서 또 한국에 놀러온 여러 외국친구들과 다채롭게 인연을 

맺어왔지만, 같은 분야 직업의 사람들과 만나 각 나라의 법제도 등의 나아갈 방

향이나 상황 등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류행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자체에서

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일본 사이타마지방변호사회, 중국 천진 변호사회와 함께 국제교류행사를 진행

하여 오고 있는데, 그 중 2018년 10월 26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와의 

국제교류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제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필자가 발제자 중 1인으로 

참석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기에 그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 10. 26.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하는 인

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32명(집행부와 국제

교류위원 외에도 국제교류행사에 관심 있는 

회원 17명 참여)은 부푼 마음을 안고 아침 9

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떠났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장으

로 나가자마자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나온 

일본 사이타마 변호사회의 반가운 변호사님

들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역시 

반가운 마음에 달려 나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였다. 작년 일본과의 국제교류행사가 이루어진 광주 행사 때와는 1년만의 만남이었지만, 바로 얼마 전에 

만난 듯 반갑게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하며 맞이하여 주는 일본변호사님들의 모습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의 오랜 우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특별기고

_문지혜 변호사



반가운 인사를 나눈 한·일 변호사들은 세미

나가 있는 도쿄의 신주쿠 워싱턴 호텔로 이

동을 하여,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제도에 대

하여 한국 측에서는 필자와 이성연 변호사, 

일본 측에서는 신경수 변호사가 각각 한국과 

일본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현

재의 변호사 시장에서의 역할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주제에 대한 

열띤 관심 등으로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

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 제도가 자리 

잡는 방향이 극명하게 대조적이었기에 서로의 제도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일본 변호사들은 우리 쪽 발표를 매우 열심히 듣고, 예리한 질문도 계속하는 등 이번 교류를 통

하여 한국의 제도 등에 대하여 많이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변호사회와

의 국제교류행사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일본 변호사님들은 우리 측과의 친목 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통

한 교류도 매우 중요시 하는 것을 이번에도 실감할 수 있었다. 

3시간의 열띤 세미나를 마친 후 이어진 저녁 만찬에서는 오랜 친구로서 교류를 나누는 동료로서의 모습으

로 돌아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교환하는 등 친목의 시간을 가

졌다. 

이번 국제교류 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20여년간 이어온 일본 사이타마 지방변호사회와 인천 

지방변호사회와의 우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교류를 위하여 만나는 행사가 아닌 정말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이러한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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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혜 변호사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문학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지적재산권법전공) 재학

대전지방법원 연수

변호사 손차준 법률사무소 연수

헌법재판소 연수

법률사무소 디딤 근무

충청남도 청양군 변호사 근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경/변호사 근무

중앙노동위원회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단 상담위원

인천 남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위원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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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 활동

NEWS
2018

제37차 상임이사회

2018. 10. 29. (월) 17:20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보고사항 I 회원 현황 등 13건

안     건 I 인천북부지원 설치법안 관련 설문조사 등 16건

홍보위원회

2018. 11. 2. (금) 12:00 어향

안     건 I 연말 변협활동 홍보방안

부천인권소위원회

2018. 11. 6. (화) 12:00 남해

인천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안     건 I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 논의 등

제38차 상임이사회(긴급)

2018. 11. 21. (수)

회장단 단톡방

안     건 I 축구동호회, 대한변협회장배 축구대회 추가

              비용 1,900,400원 청구 등 4건

국제교류위원회

2018. 11. 2. (금) 12:00 미림

안     건 I 2018년 텐진변호사회와의 세미나 발표 상황 

              등 점검

여성위원회

2018. 11. 5. (월) 12:00 대도가(인천)

2018. 11. 12. (월) 12:00 자갈치식당(부천)

안     건 I 2018. 11. 23. 예정된 여성위원회 연말모임공지

2018. 11. 23. (금) 18:30 송도 쉐라톤호텔 베네

안     건 I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며 여성위원회의 역할

              과 친목도모에 대한 다짐을 나눔

November

제19대 상임이사회

제19대 위원회



청년위원회

2018. 11. 13. (화) 12:00 태원

안     건 I 청년위원회 송년 세미나 계획 수립

선거관리위원회

2018. 11. 26. (월) 18:30~21:00 마이산

안     건 I 인천변회 선거일 개표위원 선정

제19대 위원회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우리 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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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사위원회 

2018. 11. 7. (수) 12:00 대도가

안     건 I 광고 질의안 검토 등

법률구조사업운영위원회

2018. 11. 20. (화) 12:00~13:30 우사미

안     건 I 2017년•2018년 소송구조건 결산 및 연말

              위원회 모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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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행사(중국 천진 변호사회)

 - 일시 : 2018. 11. 9. (금) ~ 2018. 11. 10. (토)

 - 장소 : 송도 쉐라톤 호텔 3층 로터스 5 등

 - 내용 : 한국과 중국의 가사법 비교 및 실무 세미나 등

인천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송년회

 - 일시 : 2018. 11. 23.(금) 19:00

 - 장소 : 송도 쉐라톤 호텔 2층 베네

제20대 인천변호사회 회장 선출

   선거일 전 투표

 - 일시 : 2018. 12. 7.(금) 10:00~17:00

 - 장소 : 인천지방법원 본원(425호)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320호) 공실

   정기선거

 - 일시 : 2018. 12. 10.(월) 16:30~

 - 장소 : 인천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

주요일정

우리 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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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2018. 11. 26. 기준)   

· 총회원 649명    · 개업회원 450/124    · 미개업 24명 

· 휴업회원 38/13   ※ (인천/부천)
회원동정
2018

11/02  김규랑 회원(1982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3층

(학익동, 명인빌딩)

전화 861-6300

팩스 861-6302

11/02  박성홍 회원(1981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201호 (학익동, 선정빌딩)

전화 866-5660

팩스 866-5550

11/06   정영주 회원(1975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6-1, 5층 (학익동, 학일빌딩)

전화 031-8009-0491

팩스 031-211-6133

11/23   이관형 회원(1985년생)

인천시 서구 서곶로 317, 3층

(심곡동, 태앙빌딩)

전화 567-1600

팩스 568-6552

11/20   이재운 회원(1983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2, 3층

(학익동, 평산빌딩)

전화 247-1600

팩스 247-1605

11/02  김미리 회원(1984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201호 (학익동, 선정빌딩)

전화 866-5660

팩스 866-5550

11/06  신 율 회원(1983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6-1, 3층 (학익동)

전화 874-2587~8

팩스 874-2589

신규개업



인천지방변호사회소식

www.incheonbar.or.kr
10

10/31  심남보 회원(1977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104호 (학익동, 석목법조빌딩)

전화 861-5557

팩스 715-5559

11/01  최미주 회원(1984년생)

부천시 상일로 130, 307호

(상동, 부천법조빌딩)

전화 321-2500

팩스 322-3456

11/06  김소영 회원(1984년생)

김포시 봉화로 17, 3층

(사우동, 효우빌딩)  

전화 031-987-2151

팩스 031-987-2153

10/31  박신영 회원(1986년생)

부천시 상일로 130, 203호

(상동, 부천법조빌딩) 

전화 326-2121

팩스 323-1333

11/16  송세훈 회원(1987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6, 

2층 (학익동, 명문화원빌딩)

전화 876-7877

팩스 876-7876

11/02  이홍걸 회원(1984년생)

부천시 상일로 130, 204호

(상동, 부천법조빌딩)

전화 322-4300

팩스 322-7771

소속변경
전입

서상호 회원   11/05 서울회로

정병욱 회원   11/12 경기중앙회로

김경연 회원   11/22 서울회로

소속변경
전출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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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결 혼

일  자 회  원 내용

11/20 (화) 강호정 빙부상

일  자 회  원 장소

11/04 (일) 14:30 강귀석 회원 본인
성균관대학교(서울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국제홀

12/01 (토) 11:00 이현용 회원 본인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

12/16 (일) 14:00 노창원 회원 본인 서울동부지방법원 3층 예식홀

회원동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