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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法한 이야기

명쾌한 판사의 <있을 法한 이야기> 시간입

니다.

오늘 있을 法한 이야기에서는, 최근 무서운 

속도로 관객돌파를 하는 동시에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는 영화 <명량>을 통해 ‘방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화소개

1597년 임진왜란 6년에 있었던 오랜 전쟁

으로 인해 한양으로 북상하는 왜군 때문에 조

선이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누명을 쓰고 

직위에서 쫓겨낫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나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조선 수군의 명량대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이 이끈 명량

대첩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 영화입니다. 

2. 영화 속 장면    

영화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의 명

량대첩 이야기 인데요, 빠른 속도로 한양에 북

상하는 왜군에 의해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누

명을 쓰고 파면 당했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

영화 <명량>에서 마지막 희망, 거북선을 불태운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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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제사로 재임명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전의를 상실한 

병사와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마지막 12척

의 배 뿐이 없었습니다. 구루지마는 왜에 넘어

온 조선군들의 머리와 코를 베어 조선에 되돌

려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의 분위기를 흐

트러트립니다. 병사들은 전쟁에서 질것이라

는 생각이 들자 몰래 도망을 가기도 하고, 장

군에게 수군을 해체할것을 건의하기도 합니

다. 그런데 이때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북선마

저 아군에 의해 불타고, 330척에 달하는 왜군

의 배는 속속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수의 열세에 모두가 패배를 직감

하고 겁먹고 있던 순간, 이순신 장군은 단 12

척의 배로 명량바다에 나서고 전투는 시작됩

니다! 이순신은 상황에 맞는 전술로 백병전, 

충파 전법 등을 사용하여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선의 승리를 이루어 내면서 영화는 

다음편을 예고합니다.

3. 방화죄

영화중반에 전투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이 불타고 이순신이 실성

한 듯 울부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의 유일

한 희망이었던 거북선을 불태운 자, 현대의 법

을 바탕으로 하면 어떠한 죄에 해당할 수 있을

까요?

바로, 방화죄 입니다!

방화죄란 고의로 건조물을 불에 태워 없애

는 것으로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

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

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

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

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

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현주건조물이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항공기 등을 말하며,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으므로 다

른 방화죄들에 비해 형량이 높다고 볼 수 있습

니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

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

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용건조물이란 공용, 공익에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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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들자면,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건조물방화는 현재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조물이나 기차, 자동차, 항공기 

등에 불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방화죄 뿐만 아니라 방화 진화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화재진화를 방

해할 목적으로 진화용 물건이나 시설 등을 망

가트리는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

한다면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북선을 불태운 자는 방화죄 중에

서도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죄’에 가장 가

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 승리를 좌우할만한 크기와 위력의 

배인 거북선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공공목적의 선박을 고의로 

불지른 행위는 현대의 법을 바탕을 보았을때 

공용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

다. 이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집니다. 

4. Q&A

Q. 영화 <명량>에서 등장하는 사건들 중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누군가 거

북선을 방화한 것이 맞을까요?

A. 정답은 허구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북선

은 칠천량해전에서 모두 불에 탔고 이후에 다

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다.”, “명량

해전에서 거북선이 없었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견해이다.” 라고 입장을 밝

히고 있습니다. 영화의 극대감을 살리기 위한 

픽션이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