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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

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

슴 속에 담은 소중한 꿈이 모두 이루어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국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한층 더 화합하여 성숙된 민주주의 아래 번

영된 나라를 이루고, 국민 모두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더욱 높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법부 역시 선거가 올바르게 치러져서 국

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 수행에 만

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만연된 경제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세계의 최빈국으로부터 불과 반세기만에 선진국 문턱으로 

도약하는, 세계가 경탄하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큰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적인 단합과 

슬기로운 지혜로 거뜬히 이를 극복해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

“ 신뢰받는  
사법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정진하겠습니다!”

신년사



게는 이러한 놀라운 저력이 있고 긍지를 가지고 이를 자랑할 자

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잘 견디

어 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

니다. 이러한 긍지와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

력을 발휘한다면 새해에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가 반드시 찾

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한 법

의 등불을 켜고 정의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

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 여러

분의 가슴에 깊이 전해져, 신뢰받는 사법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1.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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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1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1908년 7월 3일 충청북도 재판소로 시작해 1948년 6

월에 그 이름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바꾼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3개

의 지원과 3개의 군법원, 6개의 등기소를 설치해 청주시, 충주시, 제천

시, 영동군 등을 관할하고 있다. 지역민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제

몫을 다하는 청주지방법원을 소개한다.         

글 이경희·사진 황원·영상 박인준

바르고正, 맑고晶, 친근한情

청주지방법원



지역민의 각별한 애정과 신뢰를 받는 곳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법원 청사는 2008년에 신축되었다. 

이제 7년이 지났건만 갓 지은 듯 깔끔하고 단정한 자태로 방문

객을 맞고 있다. 그래서일까. 청주지방법원을 바라보는 지역민

의 시선은 각별하다. 담장 없는 법원으로서 엄중한 사법심판 기

관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지역민의 편안한 휴식처, 때로는 병

아리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곳으로 위

엄과 긴장 대신 미소와 신뢰를 갖게 하는,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서 따뜻한 눈길을 받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의 수장 중 유일한 여성인 조경란 법원장은 바르고 

올곧으며 친절한 청주지방법원의 분위기를 만든 일등공신이다. 

법원의 어느 직무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 법원장님 최고!”라

는 진심어린 칭찬을 받으니 청주지방법원의 직원들과 법원장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인 셈이다.

이곳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판사 26명을 포

함, 총 257명이다. 크지 않은 규모지만 재판역량 강화와 국민과

의 소통을 위한 노력만큼은 매머드급이다. 재판역량 강화를 위

해, 민사소송에서 증거채부의 적정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심의 심리정도와 연계한 항소심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두었고 연초 법관워크숍 등에서 적정한 기준 및 모델을 마련한 

뒤 실제 재판과정에서 이를 적용토록 했다. 

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이 다른 법원 대비 높은 조정성공률을 보여 왔던 주된 요소 중 하

나인 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수소법원 위주의 조정 

실무를 개선하고자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기조정을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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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Mini Interview

등기과에서 신청서 열람, 문서 통계 등 서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

희 법원은 청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모든 것이 정말 남달리 좋은 곳이라 

큰 애정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2015년 1월부터 등기관 팀제가 실시되

면서 상호협조는 물론 그룹 시너지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업무 

강도는 매우 센 편인데 내 업무, 네 업무 나누지 않고 서로 적극적으로 

도우니 직원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함

께 캠핑도 다니고 탁구도 치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데 앞으로도 쭉 이

런 분위기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후배들이 들어오면 제가 받

았던 것을 그대로 나눠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허지선 실무관

“등기관 팀제로  
더욱 즐겁게 일합니다”

저는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북권에 근무한 지는 25년, 

이곳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한 지는 8년이 된 직원으로서 우리 법원은 규

모는 크지 않지만 일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

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지요. 개인회생 

업무를 본 지 4개월 됐는데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똑똑한 젊은 실무관들의 열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관련 업무 책도 많이 보고 전임자와 대리인들에게도 물어

보고 의논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회생 업무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책

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규리 행정관 

“쉬지 않고 배우고 익혀  
제몫을 다하고 싶습니다”



기 위해 재판장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로 인해 2013년 대비 2015년에는 조기조정실시 건

수가 2배, 조기조정 건수가 4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정(情)이 가득한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형사재판에서도 법정 중심의 심리

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판결서 작성으로 당사

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무죄 심리와 별개로 양형심리 또한 법정에서 충실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초 법관워크숍 등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실제 재판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판 및 양형실무연구회에서 그 결과

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편의성

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내 비행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와 맞춤형 법원견

학 등을 실시하고 비행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과제를 부

여하며 참여 청소년에게는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참여법정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

다. 이는 제재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교화와 개선을 

통해 미래의 일원으로서 제몫을 다하게끔 하려는 청주

지방법원의 각별한 마음씀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청주지방법원 안마당에는 꼬마들의 ‘까르륵’ 

하는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본원 내에 있는 어린이집

에 다니고 있는 법원 직원 자녀들의 숨바꼭질 소리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

는 미소가 방긋 피어난다. 느릿하게 오가는 두꺼비

와 뛰어 노는 아이들, 시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

는 청주지방법원 식구들의 삼중주가 기분 좋게 메아

리 치는 이곳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가 함께 즐

기는 정(情)이 가득한 곳이다.

 Mini Interview

“공감하는 법원장,  
소통하는 법원장을 꿈꿉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주지방법원의 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다짐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어려

움에 공감하고, 섬기는 법원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되기 위

해서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

해하고, 보다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의견

에 귀를 기울여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었

지요. 이는 법원 가족이 화합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섬길 때 비로소 국민에 대한 최선

의 사법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2014년 8

월 무료법률상담실 부스를 새로 설치하고 민원 상담제도와 관내 변호사회, 법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 법률상담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

려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초청해 법관 및 직원들로 구성한 법

률교실을 열어 더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지역민과의 소통 행사 역시 우리 청주지방법원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충북지역 내 

국악단을 초청하여 가을음악회를 열고 시민이 관심 있는 분야인 경매 모의입찰 경험, 

명사초청 강연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 사법참여위원, 모니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2015년

에는 충북지역 내 어르신들을 초청해 노래공연, 웃음강의 및 행복나눔밥상 점심 봉사를 

제공했으며 늘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열린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법원장으로서 몸소 느낀 바는, 청주지방법원의 직원들은 모두 업무 안에

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업무 밖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재판장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먼저 

알아서 찾아보고 검토하는 분위기가 법원 전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2013

년, 2014년 2년 연속으로 전국법원 법원공무원 업무수행 민사 분야에서 우수법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꾸준히 법관과 직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릴레이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함

께 식사하면서 저의 소소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긴장을 풀고 소소

한 가정사부터 업무 애로사항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원이라는 연결고

리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

라고 볼 수 있지요.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청주지방법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경란 청주지방법원장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한 

자동차용 연락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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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그에 따라 자동차용 액세서리 역시 필수에 가까운 이용품이 되었다. 자동차용 연락처도 

마찬가지다. 불시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남겨두는 운전자 연락처는 연인 간에 주고 받는 유용한 선물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썸남썸녀에

게 손수 만들어 선물하면 없던 정도 만들어내는 기적의 물건이 되기도 한다. 오늘 청주지방법원 직원들이 직접 만든 귀여운 자동차용 연

락처,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           글 이경희·사진 황원

청주지방법원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수경 참여관, 채홍은 행정관, 정경근 부장판사, 
조만휘 행정관, 이희정 실무관, 김경희 판사

08



네? 바느질이요?

탁 트인 전경이 기가 막힌 회의실에 청주지방법원 직원들이 모여

들었다. 업무 때문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김경희 판사를 제외

하고 5명 모두 오늘 만들기에 동참할 직원들이다. 왁자지껄 인사

를 나누는 품새들이 이미 시작부터 유쾌하고 화끈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강사가 오늘의 만들기 재료인 바늘과 실, 천 등을 꺼

내자 모두 흠칫, 멈칫, 눈을 한껏 치켜뜬다. 

“오늘 바느질을..... 하나요?”라고 어리둥절하게 말을 꺼낸 사람

은 정경근 부장판사다. 자동차용 연락처를 만들 거라길래 스티

커 같은 걸 상상하고 왔는데 바느질이라니 다들 연인에게 뒷통

수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발을 빼는 건 불

가능! 다들 주섬주섬 실이 꿰인 바늘을 잡고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솜을 넣기 위한 사각 모양의 천의 테두리를 바느질하기 시

작한다. 

뒤늦게 판사복을 벗으며 헐레벌떡 입장한 김경희 판사는 모두

의 자태에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오래 살다보니 부장판사

님이 다리를 곱게 모으고 앉아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다 본다”며 

말문을 열자 모두가 덩달아 참았던 웃음을 터뜨린다. 바느질 한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주문하자 남자들은 대개 군대에서 이름

표를 달아보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중론, 여자들 역

시 학창 시절 가사수업이나 구멍 난 양말을 기워봤다, 임신하고 

태교 때 배냇저고리를 만들어봤다 등등 흔치 않은 기억들을 겨

우 끄집어낸다. 

낯선 바느질에 이어 또 하나 참가자들을 괴롭히는 게 있었으니 

바로 바늘 구멍에 실을 꿰는 과정이다. 조만휘 행정관이 “근시

라서 안 보인다”고 눈을 비비자, 정경근 부장판사는 “나는 원시

라서 안 보인다”고 냉큼 말을 이어 받는다. 결국 젊은 피, 이희정 

실무관이 젊지 않은 그 분들의 바늘귀를 책임지는 중대한 임무

까지 넘겨받는다. 

많이 웃고 즐거웠던 행복한 연말 이벤트

다들 잔뜩 긴장은 했지만 역대 만들기 수업 중 수다만큼은 최고

의 레벨을 기록한다. 마치 동네 사랑방에 아낙들이 모여, 남편 얘

기, 시댁 얘기, 아이들 얘기로 날 새는 줄 모르는 모양새다. 조만

휘 행정관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모든 순서를 진행해 모두에

게 찬사를 받았다. 

다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바느질하는 와중에 저 귀여운 아이템들

을 과연 누구에게 선물할 건지 진정으로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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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근 부장판사와 조만휘 행정관, 김경희 판사는 1초의 망

설임도 없이 “배우자에게 선물할 거”라고 말해 아내와 남편

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줬고 이희정 실무관

은 “아빠 차에 달아드릴 예정”이라며 수줍게 웃는다. 채홍

은 행정관과 김수경 참여관은 “무슨 소리! 내 차에 달겠다”

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 모두를 다시 웃음바다에 

빠트린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 모두

의 마음이 급하다. 귀여운 인형에 눈코입을, 그리고 바느질

로 장식해 붙인 뒤 또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숫자까지 오려

야 하니 모두가 정신이 없다. 김경희 판사가 “우리 이러다가 

점심 못 먹는 거 아니에요?”라고 걱정스러운 말을 건넨 순간 

조만휘 행정관이 때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기다리지 말

고 점심 먼저 먹어요~”라고 외치는 바람에 모두가 또 콩자

루 터진 듯 와르르 웃음을 쏟아낸다. 수다와 더불어 웃음 역

시 최고 레벨이다. 

오늘 만들기의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먼저 끝낸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달려들어 아직 마

무리를 하지 못한 직원들의 작업을 팔을 걷어 부치고 도와주

기 시작한 것. 누구는 바늘귀를 꿰어주고 누구는 숫자를 오

려주고 누구는 장식을 글루건으로 붙여주니, 이보다 더 훈훈

하고 마음 넉넉한 광경이 없다. 

드디어 6개의 자동차 연락처 아이템이 모두 완성! 모두가 핸

드폰을 꺼내 인증샷을 찍고 유리창에 붙여놓고 감상하는 등 

기뻐 어쩔 줄 모른다. 모두가 함께 해서 더욱 행복했다고 이

구동성으로 말한 오늘의 만들기 시간. 가족 같은 청주지방

법원의 훈훈한 온기에 이곳 직원들이 5도쯤 더 달군 게 확

실해 보인다.

2016년  
이루고 싶은 소망은?

01 정경근 부장판사
2015년에 소년부 재판을 처음 맡았습니다. 소년

부 재판이라는 게 주어진 일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잘해주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재
판이기도 해요. 올해에는 2015년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업무적인 꿈이지만 제 개인적인 꿈이

기도 합니다.

03 조만휘 행정관
2015년은 을지훈련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

을 거두는 등 우리 법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 참 많았던 해였습니다. 2016년 역시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협조하면서 늘 웃는 얼굴

로 건강하게 쭉 가길 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화이팅!

05 김수경 참여관
어머니께서 2015년에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

어요. 새해에는 부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 동호회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
는데 실력이 좀 좋아져서 함께 즐겁게 연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02 김경희 판사
워킹맘으로서 법원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너
무 행복했습니다. 현재 4살짜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늘 함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고 업
무 능률도 훨씬 올랐어요. 대법원장님이 내년에

는 부디 7세반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정말 많
은 직원들이 행복할 듯합니다.

04 채홍은 행정관
가족은 물론 우리 법원 식구들 모두, 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

니다. 제가 무사무탈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
두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언제나 늘 감사드립니

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6 이희정 실무관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게 목표예요. 그중 피아노를 
배워서 근사한 연주곡 하나쯤은 연주해보고 싶습

니다. 연애도 하긴 해야 하는데……. 일단 피아노

를 먼저 배워서 매력 발산을 해보겠습니다.



“법인인감 발급 사실,  
문자알림 서비스로 알 수 있어요”

대법원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정책홍보마당

그동안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 발급되더라도 발급 사실을 즉시 알 수 없어 무단 발급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해 12월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 편집부 

대법원은 최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

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인감변경이 신고 처

리된 경우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즉시 발급사실 등이 통보

된다. 「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가 법인인감과 관련한 사고

를 예방하고 거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MS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감제출자가 등기소에 방

문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 

www.iros.go.kr)에 접속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

스 도입으로 인감제출자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의 처

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법인인감과 관련된 사고를 사전

에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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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 흐름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 등기소 방문신청,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신청

인감제출자가 인감신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등을 한 경우에 그 

처리 결과를 고지하는 방안이 없었고, 특

히 대리인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은 경우 인감제출자가 그 발급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에 따른 대

응 조치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음.

현행 제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

서비스는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법인인

감증명서 발급, 인감 개·폐인신고, 인감

카드·전자증명서 (재)발급,  사건 신고 등

이 있을 때에 그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로 

무상 통보받을 수 있음.

SMS 문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

감제출자가 등기소에 방문해 문자전

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 접속, 문자전

송 서비스 신청

개선 제도

법원인감제출자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 개폐인신고

• 인감카드 전자증명서 (재)발급, 사건신고

• 처리 결과 SMS 문자 전송



법원과 	함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위기청소년을 마음으로 품어 키우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인터넷과 SNS에서 ‘안 돼, 안 바꿔줘’라는 자막이 적힌 TV 프로그램 캡쳐본으로 유명세를 탔다. 

젊은 층은 단호한 거절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을 인용하고는 했다. 하지만 그가 판결하는 재판을 보고, 그가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단호함은 차가운 거절이 아닌 뜨거운 격려임을 눈치채게 될 것이다.      

 글 강나은·사진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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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들의 아버지로

2011년 12월에 대구 권군 자살사건이 발생한 뒤 대구 경북 지역

에서만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그러자 SBS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재판모

습을 찍은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을 방영했다. 이 방송이 나

가자마자 천종호 판사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천종호 

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시청자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면서도 피

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자들이 천종호 판사에게 용

서를 구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

각 없어. 빨리 돌아가”

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청소년의 재비행을 막아 이 아이가 건

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때로

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따뜻한 가슴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어야 

한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전국에 단 30여 명 가

량. 이 중에서도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의 방향을 제

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을 끊임없이 제안해 위기청소년의 대부로 불린다. 

“저는 한국에서 청소년정책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정책 중에서도 가장 후순위에 놓

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째 소년재판만 고집하는 이유도 

이렇게 낙후된 비행소년정책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법원 밖에서 

위기청소년을 구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 그중 하

나가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가정인 ‘사법형 그룹 홈’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통계를 보면, 위기청소년의 50%가량이 결손 

가정이고, 여기에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아이들을 포함하면 위

기청소년의 70%가량이 해당된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경남에 

6개, 부산에 6개, 울산에 1개, 대전에 1개 등 전국에 총 14군데 

‘사법형 그룹 홈’을 만들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위기청소년이

라는 낙인 때문에 그동안 어떤 정책도 없었어요. 이렇게 대안 가

정을 만들어서 부모의 보살핌이나 보호가 약한 초기비행 단계

의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위기청소년 야구단의 단장으로

박정태 롯데 자이언츠(2군) 전 감독은 다

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학교폭력피해자, 

저소득층 아이들, 복지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을 운영하던 중 천종호 판사가 위기청소

년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았다. 천종호 판사 또한 

학업에 중도 탈락해 대안가정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 종

일 특별한 꿈 없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

했다. 그렇게 아이들의 꿈을 위해 의기투합한 둘은 위기청소년

을 위한 야구단을 만들었고, 천종호 판사는 위기청소년 야구단

의 단장을 맡았다.

“다행히 이번에 위기청소년 야구단 창단식을 할 때 대법원에서 

야구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단장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웃음)”

3개월째 매주 목요일마다 위기청소년 야구단은 박정태 감독에

게 코치를 받으며 야구 연습을 한다. 아이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야구복을 입고 야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느끼며 점차 

비행에서 한 발짝 벗어나고 있다. 

“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을 볼 때는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의 책임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의 결손과 성적 경쟁에서의 낙

오로 인한 절망 등의 외부 요건에 가장 큰 비행의 원인이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위기청소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행으로 낙오되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꿈을 향해 새로운 길을 찾

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결국 위기청소년도 대한민국의 청소

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

리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 	나의 	삶 	Ⅰ 	

광주가정법원에 발령받은 후 저에게는 새롭고 특별한 경험들이 계속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었

고 둘째를 낳아 두 아이의 엄마가 됐으며 다른 이들의 생생한 삶이 녹아 있는 가사재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재

판장”이 되어 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한꺼번에 하게 되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엄마”가 된 것과 “가

사재판장”을 하게 된 것은 제 삶에  매우 큰 변화이자 저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세상 전부를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지

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이곳에서 남편, 친정, 시댁 도움 없이 두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육아의 어려움보다는 두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들이 제가 가사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즉, 

제가 가사재판에 임할 때는 종종 “엄마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이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가사재판장을 맡은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느낀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금전문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억울한 감정 등이 이혼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바로 “자녀” 입니다. 

엄마 마음

글 강정연 광주가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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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립 구조인 이혼 소송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들

도 자신들의 격앙된 감정에 사로 잡혀 자녀에 관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저로서

는 이혼 소송에서 자녀들의 처지에 많은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자녀가 많은 상처를 받

지 않을지 소송종결 이후에도 면접교섭은 잘 이루어질지 비양육친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나 않을까 늘 걱정되고 염

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 자녀에 관련된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혼

으로 상처받을 자녀 입장에서도 사건을 바라봐 주세요. 이혼은 가족의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원만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화해하였고 서로를 미워해서 이혼하는 것

이 아니라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

요.” 라는 취지로 조정 또는 화해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종종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

방에 대한 화난 감정을 추스르고 조정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가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판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

여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접하면서 개인으로서도 인생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재판에도 정말 다양한 사연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저열함, 나약함도 배우게 되

고, 때로는 감동도 느낍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 1_ 남편이 미워서 아이도 미워요

원고는 30대 초반 저와 같은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3년간의 별거를 거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7살 난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권유하였는

데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미워서 3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

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리워할 딸아이가 눈에 밟혀 면접교섭을 위한 가사조사명령을 했고 다행히 가사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직접 만나보고 마

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조정의사 확인을 위해 들어간 조정실에는 얼굴에 함박웃음을 머금은 딸아이가 수년 만에 보

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쏙 빼닮아 한눈에도 원고의 딸이라

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앞으로도 엄마와 딸 아이 간에 지속적인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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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_ 5년 만에 만나는 그리운 엄마

20대 중반인 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육원에 맡겨진 자녀 3명(10살, 8

살, 6살 남아)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첫째 아이를 17세에 출산했고 세 아이 출

산 후 남편은 가출을 했는데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얼마 후 3명의 자녀를 보육원에 맡겼고 남편과 별거한 지 5

년이 지나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만 출석했고 피고는 원고의 모든 청구에 동의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원고 대

리인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권유했으나 원고대리인은 원고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원고의 청구에 피고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라 바로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지만, 엄마·아

빠를 그리워하며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 걱정에 이 사건 또한 면접교섭을 위한 가사 조사를 명했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심리상담을 했는데, 원고는 과거 아버지로부터의 체벌과 학대로 인한 상처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보육원에 보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볼 면목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차례 심리상담 후 원고는 용기를 내어 가사조사관과 함께 보육원

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원고를 크게 환대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찾아보기로 했고 자녀들과 함께 지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친권자 양육자를 원고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가사조사보고서를 읽으며 5년 만에 보육원에 보냈던 자녀를 만나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지, 그간 아

이들이 얼마나 엄마와 아빠를 그리워 했을지가 느껴져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 소송들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

고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판사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을 절제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에 비해 가사재판은 따뜻한 감성이 조금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엄마” 하고 크게 외치며 웃으면서 달려 나오는 두 아이를 두 팔 가

득 껴안는 시간입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이지만 퇴근 후 현관문 앞에서의 설렘은 하루하루 커지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이 세상에 엄마가 전부인 저희 딸과 

아들을 소개하고 이 글을 마칩니다.



우리 법원 가족들이 이 글을 읽을 무렵에는 ‘법원 가족 찾기’에서 내 이름을 친다면 안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2015. 

12. 31.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사람들> 원고 작성 의뢰를 받았을 때 안 쓰고 버텨

도 크게 추궁당하지 않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평생 애독자로서만 법원 일반직의 조직

생활을 끝내는 것보다는 글 쓰는 능력은 없지만 <법원사람들>에 글 한 편이라도 남기는 게 보람 있을 것 같아 고민 끝

에 이글을 쓴다. 

나는 원래 자칭 ‘모범공무원’이라서 낮에 술 마시는 것을 썩 달가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애주가도 아니라서 

저녁에  혼자 집에서 거의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그런 내가 영월지원에 근무하면서 낮술에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정신

줄을 놓은 적이 있었다. 지원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셔서 맛있는 매운탕 집으로 가 쏘가리회와 매운탕을 먹었다. 

매운탕집 사장님의 쏘가리회를 떠시면서 하시는 구수한 말씀이 아주 재미있어 그 말씀에 장단을 맞추면서 담금주를 

급하게 여러 잔 마셨다. 그 탓에 나중에 청사까지 돌아온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청사로 돌아오

는 도중 영월 10경 중 한 곳을 들렀다 왔다는데 그것도 까마득히 생각나지 않았다. 

다음날 출근해 지원장님께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니 웃으시며 어제 과장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보였다며 너

그럽게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가 진심일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썩 개운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실수를 어

떻게 얼마나 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다. 같이 간 동료들이 지금까지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엄청 

실수한 것 같다. 옛말에 ‘낮술에 취하면 애미, 애비도 몰라본다’고 했다. 그 당시 내가 그랬던 것 같다. 식사 자리에서 매

운탕집 사장님이 담금주(하수오주였던 것 같다)를 한 병 서비스로 주시면서 더덕주, 하수오주, 산삼주 등을 자랑거리

로 늘어놓으시며 이야기하시길, “담근 술이 아주 많아 포클레인으로 소나무 부근에 땅을 파서 묻어 놓았었는데 나중에 

파보니 술병들이 몽땅 없어져 모두 도둑맞은 줄 알았다. 그런데 포클레인 기사가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한참 떨어진 곳

에서 그 술병들을 모두 찾아냈는데 땅속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다”고 했다. 

글 이의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무과장

낮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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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하지만 크기가 팔뚝 길이만 하고 표범 무늬가 선명한 팔딱 팔딱 뛰는 살

아 있는 쏘가리를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칼등으로 쳐서 죽인 후 껍질을 벗기고 회를 쳐주시는데…. 그 회맛과 술맛, 매

운탕 맛은 일품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 자리에서 쏘가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도 했다. 쏘가리는 민물고기 먹이 사슬 중에서 상위층에 있는 포식자이며 움

직이는 것을 싫어해 물속에서 자주 유영하지 않고 큰 돌이나 바위 밑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 작은 물

고기들을 잡아먹고 산다고 했다.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곳을 잘 떠나지 않는 습성이 있단다. 매운탕집 사장님은 

그런 장소를 서강 부근에 몇 군데 알아놓아서 낚시가 필요 없고 잠수해 들어가 맨손으로 고기를 밑에서부터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잡는다고 자랑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

으나 그래도 일단 믿는다. 

왜냐하면 매운탕집 사장님이 영월신씨 전국대종회 종친회장이라고 하시는데 영월신씨의 한문 신 자가 믿을 신(信)

자가 아닌 매울 신(辛)이지만 신 자는 신 자니까 믿는 게 나을 것 같다. 나중에 언젠가 들렀을 때 쏘가리 양식도 가능하

냐고 물었더니, 가능은 한데 쏘가리는 워낙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3킬로그램 정도까지 크려면 2~30년 정도 걸린단다. 

양식을 해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거의 안 한다고 했다. 

그리고 쏘가리 무늬가 국산은 표범, 수입산은 호랑이며, 그 무늬가 멋있어 껍질로 핸드백 등을 만들기도 한다고 귀띔

해주셨다. 요사이도 어쩌다가 메기 매운탕을 먹으러 가면 단골손님이라고 가끔 담금주를 한잔씩 서비스로 주시는데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마냥 고맙지만은 않다. 

내가 사람이 살면서 술버릇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은 진즉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낮술에 혼이 난 후로, 주말

에 두 아들과 함께 저녁 외식을 하면서 술을 한번 진탕 먹여본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가관이 아니었다. 큰아들은 1차에

서 포기해서 그랬는지 술 속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대학생인 둘째 아들은 가관이었다. 3차까지 갔는데 술 먹으면서 초

등학교 동창인 여자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아이는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며 울지

를 않나, 술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술집 사장에게 잘못했다고 빌지를 않나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아빠한

테 보여주었다. 큰 아이보다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더 잘해서 믿었는데 술 취한 모습은 완전히 딴 판이었다. 나중

에 집사람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둘째한테 술버릇이 나쁘니 직장생활 하면서 술 많이 마시면 안 되겠다고 주

의를 좀 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집사람이 말하기를 둘째가 술버릇이 안 좋은 것은 어렸을 때 형이 무엇을 잘못해 엄마, 아빠

한테 꾸중 듣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주눅이 들어 그렇단다.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는 무

의식 상태로 표출되는 것이라며 엄마, 아빠 탓을 하더란다. 



프로이트 이론을 토대로 한 ‘프라이멀 요법’이 있다. 내면에 억눌려 있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고통이 성인이 돼 겪

는 심리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유아기에 억압된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심신을 회복하는 치유법이 있다는데 그것

이 맞는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다. 둘째의 술버릇이 안 좋은 것 같아 치료를 한 번 받아봐야 할 것도 같다. 옛말에 그래

서 ‘처음 술을 배울 때 어른 앞에서 배워야 술버릇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틀린 게 없는 것 같다. 

내가 조직생활을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술 속은 괜찮은 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할 것 같다. 왜냐하

면 낮술을 먹고 평생 처음 그렇게 취해 필름이 끊기고 보니 술에는 영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다. 살아가면서 특히 남

자들 세계에서 술버릇은 정말 중요하다. 술 속이 좋아야 동료들 하고 술자리가 즐겁고 또 다시 같이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술 속이 나쁜 사람하고는 술을 마시고 싶은 것은 둘째 치고 평소 술과 아무 관련 없는 업무

를 하는 데도 한 자락 깔고 보는 경향이 있다. 술에 관한 옛 사람들의 예찬도 수없이 많지만 낮술은 정말로 자제해야 하

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저녁에 마시는 술도 기분이 좋을 때 적당히 마셔야 제대로 술맛이 나는 것이지 과음은 항상 

다음날 후회를 낳을 뿐이다. 기분 나쁘다고 마시는 술은 절대로 약주가 아니고 독주가 된다. 그래도 내가 다행으로 생

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쁘거나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술을 일부러 찾아 

마시면서 그 일을 잊으려 한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겠다.

화간반개(花看半開), 주음미취(酒飮微醉)

꽃은 반만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만 취하도록 마신다. 

주도성시수(酒到醒時愁)

술은 깨어날 때면 근심이 다시 찾아온다. 

갈시일적여감로(渴時一滴如甘露), 취후첨배불여무(醉後添盃不如無)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단 이슬과 같고, 취한 후 잔을 더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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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주는 감동도 
가짜인가?

글 고유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미술품 위조의 세계

"모든 위작에도 무언가 진짜인 것이 담겨 있기 마련이지"

- 영화 ‘베스트 오퍼(The Best Offer, 2013)’ 中

진품이라는 약속

지난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리의 여인들’도판1이 미화 1억 7,930만 5,000달러(한화 약 

1,967억 원)에 낙찰되어 미술경매사상 최고 판매가를 기록하였다. ‘미술경매사상’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몇 달 

전인 2월에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When Will You Marry?, 1892)’가 무려 미화 3억 달러(한화 약 3,300억 원) 이상 

(경매가 아닌 개인거래로 판매한 것이라 정확한 판매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에 판매되어 ‘가장 비싸게 판매된 미술품’

이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림의 가격이 곧바로 그 작품의 예술성이나 미학적 가치를 표상하지는 않는다. 피카소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

게 바로 1억 8천만 달러짜리 그림이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4천만 달러에 판매된 고흐의 해바라기보다 4.5배는 

훌륭한 그림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다. 하지만 상품이자 투자 수단으로서 미술품

의 가격은 최소한 미술시장이(비록 과열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그림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가늠자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그림을 사는 수집가나 박

물관, 판매를 중개하는 경매장과 중개인이나, 엄

청난 판매가격을 보고 혀를 내두르는 대중들이나 

탄식하는 미술사학자들이나,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전제가 하나 있다. 그 작품이 진품이라

는 것. 여기서 진짜(authenticity)의 의미는 물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작가의 작품이라는 뜻

행복 	충전소 	Ⅰ

도판1 
Pablo Picasso, Les femmes d’Alger (Version “O”), 1955. Oil on canvas, 
114 × 146.4 cm. © CHRISTIE'S IMAGES LTD. 2015 



이다. 이 약속이 이제는 미술 ‘산업’이라고도 불리는 현대 미술시장을 지탱한다. 한 그림이 위작임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 그림을 둘러싼 모든 신뢰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난다. 이 때문인지 위조화가가 위조 사실을 자백하는데도 오

히려 경매장과 감정가, 소장기관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보통의 범죄에서는 무척 낯선 구도가 목격되기도 한다. 그만

큼 현대 미술시장에서 진위 여부는 시장 자체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고, 최근 국회에서

는 위조 미술품의 생산과 유통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위조화가의 기초적인 덕목(?)들

미술품 위조가 파렴치한 범죄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위조행위 자체는 단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미술사학자, 

감정사, 큐레이터, 중개인, 수집가, 언론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지면상 자세히 파고들 수

는 없지만, 20세기 이후 나름의 명성을 떨친 세계적인 위조범들로부터 위조화가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덕

목들을 짚어본다.

원작자의 필치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함은 물론이다. 보고 흉내 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원작가

의 버릇과 리듬을 간파하여 빙의한 수준으로 기법을 체화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과욕이라도 부려 너무 이름난 대가의 

그림을 위조했다면, 원작자의 기법과 생애를 꿰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의 주목은 물론이요 탄소연대측정법, 

백연(白鉛, white lead)반감기측정법, X-레이 투과검사, 컴퓨터 알고리즘 균열분석, 원자흡광분석법 등의 수많은 과학

적 위조식별법이 총동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기의 작품을 모방할지부터 신중해야 한다. 너무 과

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위조하기는 몇 곱절 힘들어진다. 원

작자가 활동할 당시의 재료와 기술만을 사용해야 할 뿐더러, 

유화의 경우는 밑그림을 깔끔하게 제거하고도판2, 지금 그린 

그림을 2~300년 전에 그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균열을 재현

하기 위해 유약을 발라 화덕(피자 굽는 그 화덕 맞다)에 굽는 

등 세심하게 후처리하는 고된 작업을 귀찮아 해서는 안 된

다. 또한 1980년에 그렸다는 서울 풍경화에서 1985년 완공

된 63빌딩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것처럼, 소재 선정에도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재료 수집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아낌없는 투자는 기본이

다. 원작가가 즐겨 쓰던 색깔과 안료는 무엇이며, 붓은 무슨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것을 애용했는가? 어떤 재질의 종이에 

주로 그렸는가? 이름난 위조화가 판 메헤렌은 베르메르가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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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 
Imitator of Francisco Goya, Portrait of a Woman.  
X-레이 검사 결과 아래에 다른 그림이 발견되어,  
18세기 당시의 그림을 입수해서 그 위에 덧칠한 위작임이 드러났다.



겨 사용했던 어마어마한 가격의 군청색(ultramarine) 안료를 대량으로 사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이

후 생산, 판매된 티타늄 백색(titanium white)이 18세기 그림에서 추출되는 예와 같이, 재료와 화가의 활동연대가 일

치하지 않아 위조가 탄로 나는 것은 위조화가가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치밀한 위조범은 고서점을 뒤져 그리고 싶

은 연도에 발간된 책을 사들이고(빈 페이지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심지어 일단 재료를 구한 다음에 그 연대의 범위 안

에서 위조할 화가를 찾기도 한다. 자만심에 이러한 고증을 소홀히 하고 순수하게 손재주만을 과신해 위작을 생산해 내

다가 들통이 난 사례들이 허다하다.

작품을 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일수록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취득경로(provenance)를 면밀

하게 구성해야 한다. 유명 경매장에서는 이 취득경로도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로 공시한다. 물론 존 드류와 같은 위조

작품 중개상은 이러한 점을 오히려 역이용해, 매도증서, 진품확인서 등을 위조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적인 맹점(‘설마 

취득경로가 명백한 이 작품이 위조겠어’)을 파고들어 수백 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위작도 감동을 주는가?

위작도 그 가치 여하에 불구하고 엄연한 예술품이다. 조금 다른 예지만, 모창 가수들이 커튼 뒤에서 모습을 숨기고 

노래하는 최근의 인기 TV 프로그램에서도, 청중들은 모창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도 마음의 울림을 느끼며 눈물을 흘

리기도 하지 않는가.

실제로 많은 위작들이 탄로나기 전까지는 세계 유수의 박물관, 미술관에 전시되어 관람객들, 심지어 평론가들의 칭

송을 받았다. “역시 대가의 붓터치이다”, “이토록 치밀하고 완벽한 구성을 이루어내다니!”. 위작으로 판명 나는 순간, 

찬사는 일순간 비난으로 바뀐다. “어쩐지 색이 조금 칙칙하다 했어” “내가 말했지? 발가락 모양이 루벤스 치고는 너무 

서투르다니까!” 누가 그 사이에 그림에 낙서라도 해댔나 싶다. 하지만 그림 자체는 칭송받던 모습 그대로다. 바뀐 것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뿐. 

진품인줄 알았던 그림이 어처구니 없게도 위작임이 드러났을 때, 배신감과 허망함 비슷한 감정이 강타한다. 이는 은

연중에 미술품을 감상하고, 평가할 때 순수하게 작품 자체의 예술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작가의 ‘이름값(‘명성’보

다는 ‘이름값’이 왠지 모르게 더 적절해 보인다)’을 은연중에 톡톡히 매긴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이는 작품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절대 ‘작품을 보기도 전에 작

가 이름부터 본다’는 식으로 폄하할 것이 아니다. 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 작가가 고심하고 궁리했던 흔적, 그의 인

생질곡이 담겨 탄생한 결과에 공감하고 이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참고로 작가에 대한 선입견 없

이 작품을 감상해보고 싶다면, 호주의 MONA와 같이 작가나 작품명에 대한 아무런 라벨을 붙여놓지 않고 작품들을 그 

자체로 전시해 놓은 미술관도 있다.



하지만 피카소의 수많은 소묘를 위조한 드 호리를 비롯해 많은 위조화가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기

성미술계의 편견에 가로막혀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뿐, 자신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의 가치는 대가들의 

것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주장한다. 키팅과 같은 위조화가는 미술계를 기만한다는 의도로 X-레이로 비추어보면 위

조를 식별할 수 있는 글씨를 일부러 밑그림에 남겨두기도 했다.

하지만 예술성의 척도에서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독창성(originality)이다. 원작자

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탄생시키면서 빠졌던 고뇌와 그 안에 담긴 혼은 위조화가의 것과 비견할 것조차 못된다. 위조

화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으로 대중들을 속여 넘기고 미술계 권위자들을 농락하여 복수에 성공했다고 만족하지만, 그

들은 어디까지나 원작자들이 치열한 수련과 진지한 고뇌 끝에 탄생시킨 자식과도 같은 작품들을 모아 쌓은 명성에 쉬

이 편승하여 이득을 챙긴 범죄자들일 뿐, 결국에는 그 아무도 자신들이 베낀 원작자의 거대한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

하고 한계에 봉착한다.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위작 안에는 원작자의 ‘진짜’를 위장한 위작자 나름의 간교한 ‘진짜’만

이 조금 담겨있을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아이러니는, 처음에 언급한 피카소의 작품 역시 들라크루와의 ‘알제리의 여인들’도판3

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카소는 보기 좋게 자기만의 새로운 ‘진짜’를 찾아내지 않았는가.

서두에 인용한 영화의 다른 한 장면.

“부인, 이건 위조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인데!”

“누가 못 그렸다고 했소. 진짜가 아니라고 했지.”

2
0

1
6

  J
a

n
u

a
r

y

24

25

도판3 
Eugène Delacroix, Femmes d’Alger dans leur appartement, 1834.  
Oil on canvas. 180 × 229cm. Louvre, Paris. © Photo : 2009.  
Pierre-Emmanuel Malissin and Frédéric Valdes, 
http://www.photos-galeries.com.



글 최용민 광주고등법원 총무과장

주역(周易)을 접하면서(Ⅱ)

대성괘 각 爻의 명칭과 九六

 대성괘의 구성

역경의 64卦는 소성괘를 두 개씩 조합한 것(아래 괘는 내

괘, 위의 괘는 외괘라 함)이기 때문에, 각기 음이든 양이

든 여섯 개의 효로써 구성되어 있다. 이 효는 맨 아래로부

터 헤아리는데 양효가 제일 아래에 오면 初九라 한다. 그

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九二, 九三, 九四, 九五라 하고 제

일 위는 上九라 한다. 또한 음효의 경우는 아래로부터 초

육,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육이라 부른다. 여기서 九와 

六이라는 숫자는 1, 2, 3, 4, 5라는 數를 易에서 선천수(先

天數)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奇數(陽數)인 1, 3, 5를 합하

면 9가 되고, 偶數(陰數)인 2, 4를 합하면 6이 되므로 여

기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參天兩地).

 (不)正, 中

역에서는 중(中)과 정(正)을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 중은 

내괘와 외괘의 각 중간 효인 제2효와 제5효를 말한다. 제

1, 3, 5의 위(位)에 양효가 오는 것을 정이라 하고, 음효가 

오는 것을 부정이라 한다. 또한 2, 4, 6의 위(位)에 음효가 

오는 것을 정이라 하고, 양효가 오는 것을 부정이라 한다. 

따라서 양의 자리에 양효가, 음의 자리에 음효가 오는 것

(正)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것(不正)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본

다. 역에서는 부정보다는 정을, 정보다는 중을, 중보다는 

중정을 더 존중한다.

 (不)應, 相比 및 吉, 凶, 悔, 吝

초효와 사효, 이효와 오효, 삼효와 상효가 서로 대응하는

데, 그 짝이 음효와 양효로 되어 있으면 응(應)이라 하고, 

양효끼리 또는 음효끼리 되어 있으면 불응(不應)이라 한

다. 응은 음과 양이 서로 돕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

고, 불응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서로 이웃하

는 두 효가 음양으로 되어 있으면 상비(相比)라 한다. 비

(比)는 서로 친하다는 뜻이다. 응이나 비는 다 같이 서로 

돕는 관계에 있지만 상비보다 상응, 정응(각 正의 位에 있

는 음효와 양효가 짝을 이루면 이를 특히 正應이라 한다)

이 훨씬 강한 관계이다. 

이웃하는 두 효의 관계에서 음효가 양효 아래 있으면 승 

(承)이라 하고, 음효가 양효 위에 있으면 승(乘)이라 한다. 

또한 주역에는 괘사, 효사에 ‘길(吉)흉(凶)회(悔)린(吝)’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길이라는 것은 행운, 행복, 선, 득

이 있는 상황을 말하고, 흉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화를 만

나고 악, 실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길과 흉의 중간에 회, 

인이 있는데 회는 마음속( )에 뉘우치고 한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인(吝)은 글(文)이나 입(口)으로만 뉘우치는 인색

함을 나타내는데, 회는 길쪽으로 향하는 뜻이 있고 인은 

흉쪽으로 향하는 뜻이 있다.

행복 	충전소 	Ⅱ

위(位) 괘(卦) 가족 국가 연령

上位(陰位) 上九  不正 上六  正 조부(祖父) 국사(國師) 60

五位(陽位) 九五  中正 六五  不正(中) 부(父) 군주(君主) 50

四位(陰位) 九四  不正 六四  正 형(兄) 재상(宰相) 40

三位(陽位) 九三  正 六三  不正 제(弟) 경대부(卿大夫) 30

二位(陰位) 九二  不正(中) 六二  中正 모(母) 왕비(王妃) 20

初位(陽位) 初九  正 初六  不正 손자(孫子) 서민(庶民) 10



周易에서 보는 夫婦의 道理(雷風恒)

【卦辭】恒은 亨 야 无咎 니 利貞 니 利有攸往 니라

항은 형통(亨通)해서 허물이 없으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

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부

부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부부유별의 예를 잘 지키는 것이

요,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해나간

다면 가정을 이끌고 살림을 하며 인생항로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롭다는 말이다.

【彖辭】彖曰 恒은 久也ㅣ니 剛上而柔下 고 雷風이 相

與 고 巽而動 고 剛柔ㅣ皆應이 恒이니

恒亨无咎利貞은 久於其道也ㅣ니 天地之道ㅣ恒久而

不已也ㅣ니라(已:그칠 이) 利有攸往은 終則有始也 ㅣ 

ㄹ새니라. 日月이 得天而能久照 며 四時ㅣ變化而能

久成 며 聖人이 久於其道而天下ㅣ化成 니 

觀其所恒而天地萬物之情을 可見矣리라. 

【象辭(大象)】象曰 雷風이 恒이니 君子ㅣ以하야 立不

易方 니라

【爻辭】 初六은 陰柔하고, 내괘의 처음에 있어 처음 시집

온 여자로 不正 不中이고 총명하지 않다. 또한 巽괘 입

의 아래에 있어 깊이 파고들어 가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의 이치를 모르고 처음부터 남편에게 여러 

가지를 성급하게 요구한다. 이런 잘못된 고집을 고치지 

않으면 흉하게 된다(相應인 구사를 간절히 구하나, 초육

이 미약하고 구이와 구삼에게 가로막혀 있고 구사의 뜻

이 또한 위로 나아가는데 있으므로 흉한 상이다)[初六은 

浚恒이라 貞 야 凶 니 无攸利 니라].

처음부터 깊게 구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성급하

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象曰 浚恒之

凶은 始에 求深也일세라].

구이는 뉘우침이 없어지리라. 구이효는 不正이나 中을 

얻었기 때문에 陽剛居陰으로 항상 중용지도를 지켜서 뉘

우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양효로서 음위에 있는 것이 

常理가 아니므로 ‘회(悔)’라고 하였다[九二 ㄴ 悔ㅣ亡

리라]. 뉘우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중용지도에 오

래하기 때문이다[象曰 九二悔亡은 能久中也ㅣ라].

구삼은 그 덕이 항(恒)하지 못한 것이라 혹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니 곧게 하면 인색할 것이다.[九三은 不恒其

德이라 或承之羞 ㅣ니 貞이면 吝 리라]. 그 덕을 항구

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니, 용납할 곳이 없다. 즉 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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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不正  中  雷  長男(剛)
不正  
正

不正  中  風  長女(柔)
不正

부부의 常理는 마땅히 그 뜻을 끝까지 서로 변치 않아야 하므로 항(恒)이라고 하

였다. 항(恒)자(字)는 (心) + 一(하늘) + 日(月, 해 또는 달) + 一(땅)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해(또는 달)와 같이 영구히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夫婦之道라는 뜻

이다. 같은 일만을 계속하는 것이 恒이 아니고 일단 먹은 마음( )을 변함없이 지

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32괘

(下經 2괘)

외괘 건(乾), 天 태(兌), 澤 이(離), 火 진(震), 雷 손(巽), 風 감(坎), 水 간(艮), 山 곤(坤), 地내괘

건(天) 重天乾 택천 화천大有 뇌천大壯 풍천小畜 수천需 산천大畜 지천泰

태(澤) 천택履 重澤兌 화택 뇌택歸妹 풍택中孚 수택節 산택損 지택臨

이(火) 천화同人 택화革 重火離 뇌화豊 풍화家人 수화旣濟 산화賁 지화明夷

진(雷) 천뢰无妄 택뢰隨 화뢰 重雷震 풍뢰益 수뢰屯 산뢰 지뢰腹

손(風) 천풍 택풍大過 화풍鼎 뇌풍恒 重風巽 수풍井 산풍蠱 지풍升

감(水) 천수訟 택수困 화수未濟 뇌수解 풍수煥 重水坎 산수蒙 지수師

간(山) 천산遯 택산咸 화산旅 뇌산小過 풍산漸 수산蹇 重山艮 지산

곤(地) 천지否 택지萃 화지晉 뇌지豫 풍지觀 수지比 산지剝 重地坤

※  가령 ‘         /        ’괘를 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괘는‘乾三連’내괘는‘震下連’으로 乾은‘天’을 震은‘雷’을 각 의미하기 때문에 이 대성괘를 

‘천뢰무망(无妄)’이라고 읽는다.



하는 사람은 아무데도 그 몸을 받아들일 곳이 없다는 

뜻이다[象曰 不恒其德 니 无所容也ㅣ로다].

구사는 사냥을 하는데 새가 없다. 사냥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살림을 하는 것인데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

해 살림이 텅 비었다는 말이다. 구사효는 不正 不中이

니 사냥을 가도 잡을 짐승이 없는 것과 같이 만사가 구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이다[九四 ㄴ田无禽이라]. 

제자리가 아닌데 오래도록 함이니 어찌(安) 새를 잡을 

수 있겠는가. 구사가 밖에서 못된 짓을 하더라도 잠깐

만 했으면 되는데 오래도록 제 위치를 지키지 못했으

므로 가정을 꾸렸어도 살림이 불어나지 않아 아무것

도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다[象曰 久非其位어니 安得

禽也ㅣ리오].

다섯 번째 자리는 양자리인데 음이 와 있다. 음은 아내

이고 자리는 양자리에 와 있으니 양의 남편은 아내한

테 자리를 빼앗기고 아내가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인으로 말하면 음이 중을 얻었기 때문에 그

런대로 길하지만, 남편으로 말한다면 제자리를 빼앗

기고 위치를 상실해서 흉하다[六五 ㄴ 恒其德이면 

貞 니 婦人은 吉코 夫子 ㄴ 凶 니라]. 부인의 도는 

貞을 본체로 하고 남편 한 사람을 따라서 그 생을 마치

기 때문에 바르고 길하다는 것이지만, 남편은 아내에

게든 자식에게든 법도를 지어서(制義) 가도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근본인데도 오히려 부인에게 자리를 빼

앗겨 허황되게 산다면 흉하다는 것이다[象曰 婦人은 

貞吉 니 從一而終也 ㅣㄹ새오 夫子 ㄴ 制義어 ㄴ

從婦 면 凶야ㅣ라].

상육은 陰柔가 得正하였고 恒의 終이다. 진은 動之速

이라 하였다. 따라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부부는 예법으로 

식을 거행하여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완

전무결한 부부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괘의 

상효는 불항을 말하였다.[上六은 振恒이니 凶 니라]. 

떨치는 항이 위에 있으니 크게 공이 없는 것이다. 같은 

자격의 남녀가 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부부지도다. 

이 부인과 남편 사이에는 의리로 맺어지고 또 살아간

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상위되면 서로 헤어지는 일

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부자나 형제 간과 같이 인간

의 윤리가 있어 불역의 이로 맺어진 사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象曰 振恒在上 니 大无功也ㅣ로다].

부부가 가정을 꾸리면 희망적이고 행복이 따라야 하는

데 효마다 나쁘기만 하고, 중을 얻은 구이는 겨우 후회

가 없다고만 하였다. 또 중을 얻은 육오는 그나마 아내

가 끝까지 정조를 지킨다면 좋다고 하여 남편은 무능

하여 좋지 않다고 하였으니,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평생토록 진실하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영원토록 다복한 삶을 영위하기란 참으

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어쩌랴, 隨處作主 

立處皆眞이란 글을 생각해 보면 좋으련만...

글을 마치면서 

공자께서 『주역을 공부해서 도를 통하는 데에는 생각

함도 없고 행함도 없어서 뭐가 되는 일도 없고 아무리 

공부해도 생각할 만한 일도 없으니,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고요히 있다가 느껴서 천하 이치가 통

하니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남

겼다고 한다. 무사무위(无思无爲) 속에서 자연스럽고 

신비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주역을 공부할 때 신이 감

화할 만큼 하지 않고는 이러한 경지에 참여해서 주역

을 관통하기란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곧 생

각이 없는 가운데서 통해야지, 바라고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짧은 소개이나마 이 글이 독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발동하게 해 필자가 느끼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느

끼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할까 

한다.



알기 	쉬운 	법과 	법원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아봅시다

인감이란? 법률행위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제도는 1914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

110호 인감증명규칙을 시작으로 1961년 인감증명법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인감 위조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인감 제작·보관·발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인감증

명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기에 국제거래가 활발한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3

년 8월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질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그 

중요성은 인감증명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작성 및 발급대장에 서명을 한 후 필

요로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이용 승인 신청(최초1회) 이후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등기소는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률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까닭은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일반 경

제생활에서도 서명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에 본인의 서명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지는 책임

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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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관 	코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표준어’를 “한 나라에서 공

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

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 부산 출신인 저로서는 ‘서울말’이라는 

데에서 한 번 움찔하고, ‘교양 있는’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움

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 바른 표현이라도 널리 쓰이지 않으면 어

느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표준어도 사람들이 사용

하지 않거나 다른 표현으로 변형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익숙한 말이 표준어로 새롭

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어색한 표준어의 대표 주자였던 표현이 ‘자장면’입니다. 

짜장면을 무척 좋아하는 저로서는 ‘자장면’이라는 표현이 도무지 

어색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의 신나는 기분이 “자장면 먹으러 가자!”라는 말에서는 전

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장면’이라니……. 쫄깃한 면발에 좔좔 

흐르는 기름기, 달달 볶은 양파와 달짝지근한 감칠맛이 느껴지지 

않는, 뭔가 양념을 덜 넣은 것 같은 느낌의 ‘자장면’.

표준어는 
변화한다

글 주선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
0

1
6

  J
a

n
u

a
r

y

30

31

2011년 8월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을 ‘자장면’과 같은 뜻의 표준어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자장면’만 표준어였고 ‘짜장

면’은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맞춤법에 관심이 없을 때였는데도, ‘짜장면’이 ‘자장면’과 함께 표준어의 자리에 올랐

을 때의 시원한 기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하겠지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널리 쓰이는 표현 중에서 일부를 새로운 표준어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표준어와 함께 표준어로 지정하

고, 표준형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 왔던 활용형을 표준형으로 인정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및 2014년 12월에 추가된 표준어 목록을 발표하였고, 2015. 12. 14. ‘2015년 표준어 추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5년 표

준어 추가 결과는 2016. 1. 1.자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표

준어로 추가된 표현 중 재미있는 표현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걸리적거리다   ㈁ 끄적거리다   ㈂ 추근덕거리다   ㈃ 두리뭉실하다

 정답은 ㈂입니다. 

2011년 표준어 추가 전에는 ‘거치적거리다’만 표준어였으나, 2011년에 이와 비슷한 뜻으로 ‘걸리적거리다’가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또 ‘끼적거리다’와 비슷한 뜻으로 2011년에 ‘끄적거리다’가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또 ‘치근거리다’

와 비슷한 뜻으로 2011년에 ‘추근거리다’가 표준어로 추가되었고, ‘치근덕거리다’와 ‘치근덕대다’, ‘추근대다’도 모두 표준

어인데, ‘추근덕거리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이쯤에서 ‘그게 그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

고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두루뭉술하다’와 비슷한 뜻으로 2011년에 ‘두리뭉실하다’가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2011년에 추가된 표준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면, 2011년 추가되기 전에는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맨

날’, ‘쌉싸름하다’, ‘허접쓰레기’가 표준어가 아니었습니다. ‘간질이다’, ‘남우세스럽다’, ‘만날’, ‘쌉싸래하다’, ‘허섭스레기’만 

표준어였는데, 2011년 표준어 추가로 모두 표준어가 되었습니다(저는 이 대목에서 ‘허섭스레기’가 가장 낯설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딴지       ㈁ 개기다       ㈂ 삐지다       ㈃ 사그러지다

  정답은 ㈃입니다. 

‘딴지’는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이라는 뜻으로 2014년에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딴죽’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것입니다. 



한편 ‘개개다’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라는 뜻의 표준어인데, 2014년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

티거나 반항하다’라는 뜻으로 ‘개기다’가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삐지다’는 ‘삐치다’와 같이 ‘성나거나 못마땅해서 마음이 토라지다’라는 뜻으로 2014년에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사그러지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사그라지다’로서 ‘삭아서 없어지다’라는 뜻이고, 2014년에는 ‘삭아서 없어

져 가다’라는 뜻으로 ‘사그라들다’가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정보를 요구하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이쁘다       ㈁ 마실        ㈂ 이크       ㈃ 으이구

정답은 ㈃입니다. 

‘이쁘다’는 ‘예쁘다’와 함께 2015년에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쁘장스럽다’, ‘이쁘장스레’, ‘이쁘장하다’, ‘이쁘디이쁘

다’도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쁘디이쁘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니, 다소 파격적인 느낌입니다. 

‘마실’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하고,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의미로 쓰인 ‘마실’은 표

준어가 아닙니다. 후자의 의미라면, ‘마을’이 표준어라는 것이지요. 

2015년에는 ‘이크’가 ‘이키’와 함께 표준어로 추가되었는데, ‘이크’의 사전적 정의는 ‘몹시 놀라거나 뜻밖의 상황을 접하였

을 때 갑자기 나오는 소리’입니다. 놀랍게도 ‘이키’는 원래 표준어였다고 합니다. 이크! ‘이키’가 표준어였다니!

‘으이구’는 제가 종종 쓰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참고로 문자메시지로 핀잔을 주거나 신세 한

탄을 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 ‘으휴’나 ‘에휴’도 표준어가 아닙니다. ‘아이고’, ‘어이쿠’, ‘어이구’, ‘아유’, ‘어유’가 모두 표

준어인데 말이지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 의론       ㈁ 섬짓하다       ㈂ 잎세       ㈃ 네비게이션

모두 표준어가 아니라고요?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입니다.

‘의론’은 2015년에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의론’의 한자 표기는 ‘議論’으로, 원래 표준어였던 ‘의논’과 똑같이 표기합

니다. ‘의론’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으로, ‘의논’은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

고받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잎세’, ‘섬짓하다’, ‘네비게이션’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2014년에 ‘섬 ’이 ‘섬뜩’과 비슷한 뜻으로 

표준어로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잎새’가 ‘잎사귀’의 문학적 표현으로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navigation’는 

‘내비게이션’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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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2015년에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추가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엄마가 보고파 웁니다.  

㈁ 말대꾸 좀 하지 말아. 

㈂ 색상이 노랗네.

㈃ 건물이 아주 조그마네.

정답은 ㈃입니다. 

 2015년에 ‘-고 싶다’와 같은 의미로 ‘-고프다’가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 경우, ‘보고 싶어’ 대신 ‘보고

파’로 써도 표준어입니다.

또, ‘말다’의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는 것이 표준적인 활용형(표준형)

이었으나, 2015년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지 않는 것도 표준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 경우,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요’만 표준형이었으나, 2015년에 ‘하지 말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요’도 표준형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ㅎ불규칙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는 것이 표준형이었으나, 2015년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지 않는 것도 표준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 ㈃의 경우, ‘노라네’, ‘동그라네’, ‘조그마네’만 표준형이었으나, 

2015년에 ‘노랗네’, ‘동그랗네’, ‘조그맣네’도 표준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어를 보다 보니, 조금은 뜬금없지만 오래전에 본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가 이영애에게 한 ‘어떻게 사

랑이 변하니’라는 말과 어떤 광고에 등장했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어떤 광고였는지 기억

이 잘 나지 않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말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밀려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표준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좋아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표준어가 되기도 하고, 어감

이 조금씩 변해가기도 합니다. ‘표준어’와 ‘사랑’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조금이나마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알맞게 변화하고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해야만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또 좋아하는 ‘으이구’ 같은 

정겨운 표현들이 표준어가 되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

까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움츠린 어깨에서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치다

송금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실무관

평소 꿈꿔 왔지만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 변신에 도전하는 코너로, 

헤어부터 의상까지 스타일 변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타일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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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 모르는 그녀의 스타일리시함

174cm 길쭉한 키에 늘씬한 몸매를 지닌 송금주 실무관은 올

해로 법원생활 10년 차를 기념하기 위해 ‘스타일 재발견’에 도

전했다.

“법원생활 초반에는 새로운 업무를 배우느라 정신없이 보냈었

는데 법원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법원이라는 조직에 잘 적응한 건 좋지만 과거에 비해

서는 특별하고 새로운 변화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일 재발견’에 출연해서 제 자신에게 기념할 만한 사건을 만

들어보려고요.”

하지만 포부 넘치는 신청 계기와는 달리 그녀는 지난달 스타일 

재발견 주인공이었던 박진선 실무관 이야기를 꺼내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오드리 햅번 콘셉트를 하셨던 실무관님은 정말 예쁘시

더라고요. 온 직원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다음 달에 제가 하는 바람에 비교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장빛나 스타일리스트는 ‘키, 몸매, 얼굴이 되

셔서 뭘 입든, 어떤 메이크업을 하든 잘 어울릴 거’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평소에 청바지에 니트 차림, 민낯과 다름없

는 수수한 화장으로 자신을 숨기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늘씬한 

몸매에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서구형 미인 스타일이다. 그야

말로 옷거리가 굉장히 좋은 것. 하지만 기성복에서는 맞는 옷을 

구하기 힘들어 스타일링이 쉽지가 않다.

“백화점을 한 바퀴 돌아도 맞는 사이즈가 흔치 않아요. 상의는 

34

눈에 띄는 큰 키를 가진 송금주 실무관은 자신의 키가 마음에 

안 든다며 5cm만 작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촬영 중 

그녀를 가장 매력적으로 만든 건 그녀의 큰 키였다. 자신의 매

력을 모르고 있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다고 했던가. 그

동안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써왔다는 송금주 실무관, 하지만 

이번 ‘스타일 재발견’에서는 꽁꽁 숨겨온  자신의 매력을 활짝 

펼쳐보였다.      글 강나은·사진 이성원

팔이 짧고, 하의는 치마든 바지든 기장이 짧을 때가 많고요. 간

신히 길이가 맞는 치마를 사도 지하철에 타면 사람들이 너무 쳐

다보니까 민망해서 잘 안 입게 돼요.”

차근차근 자신의 날개 색깔을 만들어가는 나비

10년 전 의정부에서 송금주 실무관과 함께 근무했던 선배와 동

기는 송금주 실무관이 촬영하는 모습을 하나 하나 핸드폰으로 

담았다. 1월에 발간되어 곧 보게 될 모습과 똑같을지도 모르지

만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법원생활 중에 가장 뿌듯한 것 중 하나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

아요.”

이곳에 함께 와준 의정부 동료들 외에도, 청주지법에 동료들도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법원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경주에

서 나고 자란 그녀는 의정부와 청주를 거쳐 지금의 경주지원으

로 발령받았다. 익숙한 말투와 익숙한 맛, 익숙한 거리가 있는 

경주지원으로 가니 아무래도 객지 생활보다 마음이 놓였다. 게

다가 지원은 오붓하니 더 정이 갔다.

“경주지원은 전체 인원이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지원보다 직원들끼리 더 친밀하고 끈끈한 편이죠. 늘 든든히 직

원들 곁에 있어주시는 김현환 지원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꼽자면 양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죠. 특

히 맛있는 걸 많이 사주세요.(웃음)” 

그녀는 현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법인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법인 등기계는 담당 사무관과 송금

주 실무관 단 둘뿐이라 주주총회가 있는 2월부터 4월까지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2015년도 능

송금주 님을 

위한 스타일링 TIP

before

F a s h i o n
-

첫 번째 스타일은 요즘 트렌드인 부츠컷 팬츠

를 코디해 다리가 더 길어보이도록 하였고, 상

의는 블랙 슬림 폴라티 위에 그레이 컬러의 반

하이넥의 니트 조끼를 매치시켜 스타일리시

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고급스러운 큐빅 롱 

목걸이, 심플한 클러치 백으로 마무리!

두 번째 스타일은 첫 번째 스타일과 같은 바지

에 상의만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너무 강렬한 

레드보다는 톤다운 된 레드 컬러의 니트에 럭

셔리한 느낌의 퍼 숄을 코디해 우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큰 키에는 긴 길이의 진주목걸이

도 잘 어울린답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원피스로, 패턴이 화려한 원

피스는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원피스의 허리끈은 라인을 잡아 군

살을 가려주면서도 슬림해 보이도록 해주는

데요. 여기에 카키 색 패도라 모자를 매치하면 

여성스러움이 더 돋보이겠죠?

H a i r  &  M a k e - u p
-

피부가 좋고 이목구비가 시원해 굳이 메이크

업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예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눈매를 또렷하게 하고 얼굴의 윤곽만 

살짝 잡아주었고, 입이 크신 편이라 약간 톤다

운 된 컬러의 립을 선택했습니다. 헤어는 웨이

브를 넣어 더 어려보이도록 했는데 C컬로 연

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S t y l e  A d v i c e
-

송금주 실무관님의 경우 큰 키를 가리는 스타

일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

다. 큰 키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늘씬한 

몸매를 더욱 드러내는 의상을 선택한다면 더 

멋진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장빛나 스타일리스트 -

력검정시험에 통과했다. 6개월간 독서실에서 한 시까지 공부하

느라 힘이 들었어도 그 만큼의 결과로 보답 받았다.

이날도 그녀는 처음 촬영을 시작했을 때보다 점차 미소에 자신

감을 찾아가면서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메이크업이나 의상도 정말 예쁘고요. 

원피스 빼고는 당장 입고 출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원피스는 아

직 좀 어색해서요.” 

그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전원이 ‘원피스가 정말 예뻤다’며 원피

스를 강력 추천했다. 

일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자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그녀는 아직은 자신의 화려한 날개를 펼치기에는 어

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 안에 있는 예쁜 색의 날개는 이날

처럼 특별한 날이 왔을 때마다 날개를 활짝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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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Change 

법원생활 중에 
가장 뿌듯한 것 중 하나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 	한 	컷

전주지방법원의 

Love Story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2015. 4. 28.)

장애인들을 법원에 초청해 전북도

립국악원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소통하는 자
리를 마련했다.

하나되는 축구 관람

(2015. 5. 6.)

법원 직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함께 응원하고 즐
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명사 초청 특강(2015. 4. 20.)

전주지방법원은 우리 지역을 빛낸 
명사들을 초청해 직원의 교양과 소
양을 쌓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유품전시전(2015. 9. 1.)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유품을 전
시해 지역시민에게 그가 몸소 실천

한 사법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인의 정신을 
지역시민과 함께 

나눠요”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막힘 없는 소통도

얼쑤~”

“스포츠로 지역과  
법원 가족이 하나로~”

전주보호관찰소 방문

(2015. 9. 14.)

전주지방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법
원 유관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

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은 시민 속으로” 

“우리 것,  
우리 지역이 최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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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5일 대법원을 찾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성인

장애인들은 대법원을 견학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

를 실현하는 법원의 역할을 배워갔다.

복지생들은 법원전시관부터 대법정, 소법정 등 법정의 실제 모

습을 둘러보고 재판 절차, 대법원의 구조와 운영 등에 대한 설

명을 들으며 법원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이해했다. 여기에  조

인영 판사와의 대화시간이 이어져 법원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재판을 받는 곳에서 판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있어 

낯설어서인지 쉽사리 질문을 하지 못했던 복지생들에게 조인

영 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재판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손님으로 법원에 

오신 거니까 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법원

은 잘 구경 하셨나요?”

조인영 판사의 질문과 복지생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복지생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물

었다. 세월호 사건, 세금포탈, 무기징역 감형 등 다방면에 관한 

궁금증이 쏟아져 나왔다. 복지생들을 인솔한 황나연 사회복지

사도 질문을 던졌다.

“판사님, 저희 복지생들 중에서 공공시설에 비치된 노선도와 안

내책자를 한꺼번에 많이 가져오거나 시설물을 발로 차는 친구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공시설이지만 그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건 절도, 시설물을 부수면 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초범이고 반성 중이라고 하면 훈계나 벌금으로 

끝나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

으면 징역까지도 처해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조인영 판사는 법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법원을 찾아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항상 법원이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에 대해 

잘 몰라도 민원실에 가면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분을 잘 도와주실 거예요.”

이날의 견학을 통해 복지생들은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법

원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대법원으로 견학을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법원을 실제로 볼 수 있

어서 좋았고,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 문수현 복지생  

법원으로의 	초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장애인들의 대법원 견학

“법원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글 강나은·사진 장병국



한복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 평범한 커피 한잔, 수박 한 조각에도 풍류를 담아 낼 줄 아는 ‘살림 아티스트’다. 지난 30년, 

다른 이들을 위한 옷과 음식을 만들며 바삐 살아온 그이는 2016년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안식의 시간을 꿈꾸는 중이다. 

 글 김태희·사진 장병국

“자 곧 있으면 새해가 밝으니까, 우리 가벼운 점을 한번 봐 볼까

요? 달걀로 보는 점이에요.” 성북동 길상사 바로 맞은편에 자리

한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의 공간 ‘효재’에 들어서자마자, 통성

명도 하기 전에 점부터 치게 생겼다. 음식을 먹는 식탁이자 외부 

손님의 접견실을 겸하는 듯한 부엌 공간 너른 테이블에 앉으니, 

길쭉하니 멋스러운 자기그릇이 눈에 들어온다. 그릇 위엔 솔방

울, 말린 과실 열매, 그리고 햐안 눈이 소복하다. 자세히 보니 소

금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달걀을 테이블 위에 도르르 말

아 깨더니, 소금을 찍어 한입 베어 물란다. “새해 소원 딱 한가지

만 빌면서 드세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느덧 점이 끝났단다. 

‘아니 벌써?’ 호기심은 최고조. 이 모든 상황이 재미있는지 짐짓 

짓궂은 미소가 그이의 눈가에 스친다.  

“어머 사진가분은 새해 둥근 달이 떴네요. 기자님은 아쉽지만 

안 떴어요. 소원은 다음 기회에!” 이런. 초면에 망가질 수 없다

는 일념 하에 입을 작게 벌리고 계란을 문 것이 화근이라면 화

근이었다. 한입 크게 베어 문 사진기자의 손에는 태양을 닮은 

황금색 노른자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 나의 것은 아직 해

가 뜨려면 멀었다. “호호호.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그냥 재미

에요. 재미. 달걀 하나도 재미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과연 전

에 없던 ‘살림 아티스트’라는 새 분야를 개척한 한국의 ‘마샤 스

튜어트’는 계란 하나 먹는 일에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이

효재는 일상의 작은 일에도 남다른 풍류를 즐길 줄 아는 특별

한 사람이다.

매력적인 모순 투성이

한쪽으로 내려 묶은 헤어스타일, 빅토리아 시대 수녀원 소녀가 

입었을 법한 패션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효재는 직업과 수식어

가 다채로운 사람이다. 한복 디자이너, 보자기 아티스트, 살림 

아티스트, 한국의 마샤 스튜어트, 한국의 타사 튜더. 남자들에

겐 낯선 이름일지 몰라도, 살림 좀 한다는 여성들에겐 하나의 

아이콘이다. 

성북동에 자리한 그이의 공간 효재도 주인을 닮아 하는 일이 많

다. 외부 공간에는 매장 겸 쇼륨이 자리하고, 내부 살림집은 그

녀의 작업 공간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이들이 강의를 듣는 교육

실이자, 지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차와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

는 성북동 최고의 사교공간, 문화 예술인들의 사랑방이다. 이 

공간에서 ‘효재 선생’은 그야말로 쉬지 않는다. 아늑하고 예쁜 

정원이 딸린 고풍스런 2층집이지만 그 안에서 남에게 풍류를 

전하는 주인공은 정작 본인에겐 일초의 한가함도 허락하지 않

는다. 수시로 옷을 만들고, 보자기 강의를 하고, 찾아오는 지인

들에겐 특유의 예쁜 상차림으로 밥을 해서 먹여 보내야 직성

이 풀린다.  

명사 	인터뷰

일상의 편린을 
예술로 승화시킨 
살림 풍류꾼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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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재는  
한복 디자이너, 보자기 아티스트,  
살림 아티스트, 한국의 마샤 스튜어트,  
한국의 타사 튜더. 
 남자들에겐 낯선 이름일지 몰라도  
살림 좀 한다는 여성들에겐 하나의 아이콘이다.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졸음이 몰려와야 잠을 청하고 배가 고

파야 밥을 먹어요. 시간을 정해서 잠을 청하고 끼니를 먹고 할 

겨를이 없이 살아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끊임없이 

커피와 음식을 내놓느라 분주한 그가 고백하는 일상은 확실히 

평범하지 않다. 남에게 맛있는 음식과 옷을 만들어 주는 일을 업

으로 삼을 만큼 즐기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

식에는 무심하다니. 모순적이다. 어느 다큐에선 일하는 틈틈이 

부엌에 서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모습이 등장

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모순은 그녀를 설명하는 키워드 같다. 

우아하지만 수다스럽고, 앳된 목소리로 소녀처럼 말하지만 눈

빛은 깊다. 한복 디자이너라지만 정작 한복을 거의 입지 않는

다. 지금까지 17권의 책을 냈지만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 손으

로 글을 쓴다. 21세기 초반의 스타일아이콘이지만 그 스타일

은 전부 과거의 것들에서 찾는다. 컴퓨터도 켤 줄 모르지만 카

카오 택시를 이용할 줄 안다. 성북동의 고급 주택에 살지만 빗

자루와 고무신을 사랑한다. 특이하고 독보적인 재주다. 이효재

는 이 온통 모순투성이의 사랑스런 매력으로 상대의 혼을 쏙 빼

놓는 힘을 가졌다.

성북동에서 제천으로 이어지는 살림 풍류 

세상에서 가장 바빠 보이는 그녀는 최근 또 하나 큰 일을 벌였

다. <효재의 살림풍류>라는 책을 출판한 것. 그이의 17번째 책. 

부제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는 유쾌한 이중생활’이다. 근래 충

북 제천에 마련한 제2의 살림집 이야기. 그곳에는 ‘수다 떨며 자

수 놓는 공방, 효재의 뜰’과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다도방’ 

‘옥토끼처럼 약초 밥상 짓는 요리 스튜디오 달’ 등 참으로 ‘효재

다운’ 공간이 꾸려졌다. 도대체 시간은 어떻게 낸 건지, 자그마

한 몸집 어디에서 그런 기운이 나는 건지 미스터리다. “제천 생

활에 푹 빠졌어요. 한 달에 몇 번 가냐고요? 그런 것 없어요. 정

말 수시로, 틈날 때마다 가요.” 서울과는 모든 것이 다른, 조용

하고 소박한 시골마을에서 그녀는 이웃들과 서울과는 다른, 경

계 없는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 빗자루 만드는 ‘장인 아저씨’, 

백 년이 넘었다는 술도가 막걸리 주인, 정성 가득 손두부를 만

드는 두부집 부부 등 정겨운 이들이 그녀의 새 가족들이다. 언

젠가 자신의 시집을 서점에 내는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날, 아

예 시골에 내려가 살겠노라 태연히 말한다. 성북동 사교계의 여

왕은 이렇게 구수한 시골 생활과 더없이 잘 어울린다. 또 하나

의 모순이다. 

이런 그녀는 사실 법과는 영 거리가 멀어 보인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법이 필요치 않아 보

이는 사람. 태어나 경찰서는커녕, 수십 년 전 이대 앞 좁은 골

목길을 무심코 걷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교통 경찰에게 무단횡

단으로 딱지를 떼어 본 것이 생에서 유일하게 법과 ‘접촉’한 기

억일 정도다. 

하지만 법에 대한 철학만은 남다르다. “우주선에 다리가 3개

인 이유를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도가 3각 구도래

요. 전통에서도 천지인, 삼족오 사상처럼 3이라는 숫자가 그래

요. 그런데 법도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모여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며 지혜를 모아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법

원사람들>이라는 책을 생각해봤어요. 이 책은 솔로몬의 지혜

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지혜가 필요한 이들이 보는 책이잖

아요. 솔로몬의 지혜에는 그 숫자 3의 균형이 있어요! 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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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이들은 모두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덧붙여 그

녀는 의사, 정치인, 기자와 함께 법률가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

한다. 왜냐하면 ‘타인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들’이기 때문이다.

달리는 말보다 더 바쁘게 살았다

누구보다 바쁘게 사는 그이의 새해 소망이 궁금하다. “2016년 

말쯤에 나만의 안식년을 가질 생각이에요. 그때 블라디보스토

크로 가서 일년 동안 살고 올 계획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라

면 그 춥다는 러시아 연해주의 항만도시? “나는 나를 못살게 굴

면서 쾌감을 느껴요(웃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늘 바

빴죠. 쉬는 걸 싫어하고 여행을 위한 여행도 별로에요. 일로만 

해외를 다녔죠. 공예한다는 사람이 정작 이탈리아도 안 가봤어

요. 이런 건 어려서부터 정한 삶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턴가 해외를 가면 짧게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엔 바빠서 안보이던 풍경들이죠. 영

국 시골의 농부, 파리의 청소차 아저씨의 삶이 눈에 밟히고 감동

이 밀려와요.”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얼마 전 강의차 아주 잠시 

스쳐갔다. 그런데 짧은 순간 과거 이곳을 거닐었던 독립운동가

의 숨결이 가슴 속에 밀려들어왔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낯선 

그곳에서 그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 감정

을 느끼고 싶어졌어요. 일년간 직접 살면서 말이죠.” 

달리는 말처럼 바쁘게만 살던 우리시대 살림꾼의 새해 소망은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남을 위해 예쁜 

밥상을 차리고 곱디 고운 한복과 보자기를 만들던 그이는 이제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꿈꾼다. 어쩌면 생애 처음이고, 또 어

쩌면 생애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보석 

같은 안식년을 가진 뒤에 펼쳐 보일 ‘살림 보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 것이란 점이다. 그이의 생애 첫 휴

식을 응원한다.   

2016년 말쯤에 
나만의 안식년을 가질 생각이에요. 
그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일년 동안 살고 올 계획이에요.



시대에 축조된, 동양최초의 해저터널이다. 

저녁시간은 만찬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다. 보통 만찬하면 분위

기 엄숙하고, 왠지 부담스러운데 이번 워크숍은 만찬 장소를 일

반음식점으로 잡아 직원들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한다. 전국의 12개 팀별로 이번 연수

에 대한 소감과 건배사가 이어졌는데 우수팀답게 모두들 인물

과 언변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둘째 날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어서 아쉽게 마무리되었다.

함께  해서 더 행복했던 우리는 법원 가족

마지막 날, 드디어 기다리던 해가 찬란하게 떴다. 하늘은 새파랗

고 바다는 사파이어처럼 빛난다. 모두가 마지막 날에 비로소 해

가 뜨냐며 아쉬워했지만 해금강 투어를 위해 유람선에 오르는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들떠 있다. 파도가 다소 높이 쳐서 십자

동굴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촛대바위며, 사자바위 등 한 폭

의 산수화처럼 보이는 절경에 모두가 넋을 잃는다. 수원지방법

원의 민사신청과 회생팀 이태형 사무관은 “법인파산회생 파트

에서 방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로로 주신 상이 아닐

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팀원들과 함께 온 것이 기쁘다는 소회

를 밝힌다. 더불어 “첫째 날은 서먹했지만 밤에 소주 한잔을 하

면서 모두가 친구가 됐다. 우수팀 직원들이라 그런지 친화력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고 법원 식구

들 자랑도 잊지 않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가장 바빴던 사람은 법원행정처 양성

훈 사무관과 정철 행정관, 정은정 실무관이다. 그들은 이번 행사

는 대법원 최초로 개인이 아닌 팀별로 치러진 행사라며 “서로 함

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

을 통하여 직무별 우수팀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바이러스가 법

원 가족 모두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멀리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곳곳에 퍼

져 있는 법원 식구들이 통영시에 속속 집결했다. 소속도, 지역도 

제각각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 모두 올 한 해 최고의 팀워

크로 타 부서의 귀감이 된 팀이라는 것이다. 2박 3일 동안 한 해

의 노고와 수고를 치하 받으며 재충전의 기회를 행복하게 누린 

우수팀원들의 워크숍을 공개한다.

글 이경희·사진 유근종

어색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다

함께 모인 워크숍 첫날부터 추적추적 빗줄기가 흩뿌렸지만 40

여 명에 가까운 법원 식구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2박 3일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거제조선소를 견학하는 날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거제조선소는 그 규모와 

위용만으로도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곳. 이어지는 코스는 매미

성. 매미성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거제 바다를 휩쓸어 버

리면서 밭을 잃게 된 백순삼 씨가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만든 성

으로 혼자 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

다. 뒤를 이어 도착한 거제 포로수용소는 1950년 발발한 6·25전

쟁 중 생포된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

진 곳. 뼈아픈 현대사를 간직한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이곳

을 법원 가족 모두가 진지하게 둘러본다. 

둘째 날, 비는 여전히 오락가락한다. 부지런히 아침식사를 마치

고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은 한산도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제

승당은 이순신 함대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곳으로 한산대첩을 

치르고 나서 삼도수군통제영을 옮기며 지은 곳이다. 미륵산에

서 케이블카를 타는 재미 역시 놓칠 수 없다. 우산을 받쳐 들고 

미륵산 정상에 선 기분 역시 일품이니 직원들 모두의 얼굴에서

는 화색이 돈다. 다음 방문지인 통영해저터널은 1930년대 일제

2015 직무별 우수팀 워크숍

현장 	속으로

전국에서 모인 우수 법원 식구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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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를 이끈  
법원행정처 3인방!
수고하셨습니다.

해저터널이 신기한 직원들

창원지방법원 식구들

이대열 계장님 싸랑합니다! 
내년에도 뽀빠이 같은 힘을  

부탁드려요.

법원 가족 여러분, 
사랑해요~

자자, 토론은 짧게, 
술자리는 길게~  

갑시다

빛 좋고, 동안 어플 
깔았으니 셀카 준비 

끝!
우리 전부 다 찍히는 거 
맞아? 좀 비켜보라고~

건배!!!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으스스한데?

산토리니가  
부럽지 않아요~

우먼파워~ 슈퍼파월~ 
여성 직원들 다함께 

찰칵!

짜잔~ 중앙지법 등기국의  
여왕마마를 소개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으로 고고~



서울-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창립회원.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종선 판사님, 이제영 검사님, 윤연진 공사님(각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정창호 재판관님(ICC), 권오곤 재판관님(ICTY), 정재민 판사님(ICTY), 안태준 
변호사님(PCA), 필자(HCCH), 이경민 Legal Officer(ICTY), 김지영 Legal 
Officer(ICJ), 이현정 Legal Counsel(PCA), 정하경 판사님(전 HCCH 파견), 
김선경 Legal Officer(ICTY), 민용준 Legal Officer(MICT)

황인준 
인천지방법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파견 근무

헤이그 	법률지도 	펼쳐보기

이곳에 근무하면서 놀란 점 중 하나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

력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특히 아시

아 지역에서 온 동료들은 때로 제가 미처 들어보지 못한 한국 노

래, 잘 알지 못하는 TV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걸어와 저

를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한류’라 불리는 한

국문화의 유행을 경험하는 것은 과연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헤이그 국제재판소에도 국제법 분야에서 ‘한류’를 만들어 나가

고 계신 두 분의 재판관님이 계십니다. 바로 권오곤, 정창호 재판

관님인데요. 두 분의 노력으로 지난 2015. 12. 3. 헤이그에 있는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서는 의미 있는 학술회의가 개최되었

습니다. ‘서울-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라 명명된 이 모임은 헤

이그에서 활동하는 한국 법률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신의 분

야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첫 모임의 회원들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

‘사법한류’의 중심 무대가 되길 꿈꾸며

서울-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출범식 



소(ICTY),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

재판소(PCA),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헤이그국

제사법회의(HCCH) 및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 중

인 법률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헤이그 소재 법률관련 국제기구 

전부에 회원들이 포진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만장일치로 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신 권오곤 재판관님은 격려

사를 통해 14년 전 헤이그로 진출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인 내지 

한국계 법률가를 헤이그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었는데, 자리에 모

인 회원들을 보니 확장하는 한국 법률가들의 영역을 느낄 수 있

다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모임이 그 영

역을 더욱 넓혀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학회를 이끌어 가겠

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바쁜 재판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

이 첫 모임에서의 발표를 맡아 주신 정창호 재판관님은 유창한 

영어로 재판관님이 속한 ICC Pre-trial Chamber의 역할, 기존 

ICC Pre-trial 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으로서의 실무제

요(Practice Manual) 제작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ICC의 재판절차 중 수사의 개시는 당사국 내지 안보리의 회부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재판절차들은 형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Pre-trial 절차는 단순한 재판준비절차가 아니

라 이러한 양 특성을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

거에 관한 결정을 하는 등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

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13년간 ICC

가 운영되면서 재판부별, 사건별로 이 절차가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었고, 소추관이 공소사실을 충분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Pre-trial 절차를 진행해 결국 전체적인 소송지연으로 이어지

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관님 소속 Pre-trial 

Chamber에서는 Practice Manual을 제작해 각 재판부에 배포

함으로써 재판부 사이의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공소사

실을 그 자체로 충분히 특정되도록 소추관에게 요구해 소송지연

을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ICC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판관님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Manual

은 전 판사들의 토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지되었고, 각 재판부

에 배포되었습니다. 

재판관님의 발표 후 회원들은 ICC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과 한국 형사절차와의 상이점, 시사점 등에 관해 토론했고, 이를 

통해 Pre-trial 절차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권오곤 

재판관님은 폐회사에서 소송촉진을 위한 실무제요의 발간은 국

제형사재판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이 학회가 발전을 거듭해 궁극적으로는 국제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길을 개척해 내신 재판관님들을 

뵈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후배로서 언제나 무거

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제법에 관심 있는 많은 한국 법

률가들이 끊임없이 도전하여 두 분의 발자취를 따르길 희망합니

다. 그리고 한국의 수도 서울과 국제법의 수도 헤이그의 명칭을 

따 이름 지어진 서울-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발

전해 그 도전의 중심으로서 사법한류를 만들어 나가는 중추기지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01

02

01.  2015. 12. 14.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마친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모습 

02. ICC 신청사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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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돈으로 

하는 예금과 적금도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조금 더 금리가 높

은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 한국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동 금리로 한 대출은 고정 금리 대출로 전

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대출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과 만기 등

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내 경기는 당분간 이도저도 아닌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기

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조

금씩 올릴 가능성이 크기는 하다. 그러나 근원적인 저금리에서 

벗어나긴 어렵고, 저성장 기조도 지속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

가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펀드 투자는 안정적으로 배

당을 하는 배당주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주는 

대체로 우량주여서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편이라는 이

점도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외 투자는 신흥시장보다 선진국 시장에 우선 관심을 두는 게 

좋다. 미국에 이어 유럽, 일본도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국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투

재테크 	달인

2016년 재테크 기상도는 여전히 흐림이다. 답답한 흐름은 앞으

로도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사

회구조적 문제와 여전히 불안정한 세계 경제는 한두 해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준히 기회를 모색하되 모

험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는 재테크가 필요하

다. 흐린 가운데서도 볕이 들 수 있는 곳으로는 달러화 자산, 배

당주, 선진국 시장, 절세 상품 등을 꼽을 수 있다.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새해에도 유효하다. 미국은 2015년 

말 마침내 기준 금리를 올렸다. 2008년 이후 7년만의 일이다.  미

국의 금리 인상은 2016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풀어 

경기를 밀어 올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다. 그만큼 미국 금융 

당국이 경기 회복세를 자신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럽 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나은 미국의 경기, ‘돈값’인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화의 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는 

가장 손쉬는 방식은 달러 예금이다. 달러 예금의 금리는 별로 높

지 않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할 수는 있다. 예금액

이 많은 경우에는 시중 은행보다는 증권사 상품이 금리가 높은 

편이다. 달러 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지수연계상

품(ELS)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처음 도전하는 경우에는 증권

글  김영훈 중앙일보 기자

 2016년 재테크 기상도



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약세를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은 편이

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약세가 지속할 경우에는 신흥 

시장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직접 투자를 한다면 큰 흐름을 속단해 지르는 투자를 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투자가 절실하다. 우선 관심이 있는 업

종이나 특정한 한두 종목을 정해 주가 흐름과 기업 뉴스를 꾸준

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이때 수익률 목표는 5~10% 정도로 잡

고, 목표를 달성하면 미련없이 차익을 실현해 무리한 투자가 되

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다. 뭉칫돈이 있다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 용평리조트 등의 공모를 눈여겨볼 만

하다. 물론 공모 시점의 증시 수급 상황, 공모가의 적정성 여부 

등은 회사별로 꼼꼼히 따져봐야만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서 냉

가슴을 앓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기대 수익이 높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은 때에는 절세

가 매우 중요하다. 1월부터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수익에 대해 10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새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비과세 상품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절세 상품이라고 해서 필요도 없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똑같은 투자를 하면서 절세 

상품을 외면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 ISA는 다양한 투

자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런 모든 투자 기회보다 우선하는 것이 리

스크 관리라는 점이다.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올인식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해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2015년 부동산 시

장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분양 물량 과다 등 위험 요인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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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그림은 시대의 압축파일이어서, 그림을 들여다 보면 시대상황과 후원자나 화가의 욕망 따위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자크 루이 다비

드(1748-1825)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 대표적이다. 이 그림은 예술적으로 완벽한 조화가 돋보이는 걸작이면서도 역사적으로는 일

그러진 시대의 초상이다.         글·그림  정민영(아트북스 대표)

명화 	산책

나폴레옹에게 바친 
‘용비어천가’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의 개척자로 통하는 다비드는 화가이면

서 정치적인 인물이었다. 프랑스의 격동기를 살았던 만큼 역사의 

한복판에서 펼쳐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은 곧 프랑스의 역

사와 맥을 같이 한다. 

1775년부터 6년간 로마에서 수학하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

인 고전주의에 기반을 둔 신고전주의 화풍을 체득한 다비드는 승

승장구하여 절대왕정을 꾸렸던 루이 16세의 비호를 받으며 스타

덤에 오른다. 이런 다비드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것은 프랑

스대혁명이었다. 

1789년 7월 14일,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이어서 전국

자크 루이 다비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캔버스에 유채, 610×970㎝, 1805~1807, 파리, 루브르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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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농민들이 봉기하면서 절대왕정이 무너진다. 8월 26일에는 

국민의회가 ‘인권선언’을 결의한다. 다비드는 이 과정에서 왕당파 

편에 서지 않고, 혁명 진영에 선다. 그 중에서도 급진적인 자코뱅

당에 적극 가담하여, 급진주의자 로베스피에르의 친구로서 혁명

의 열혈 지지자로 활동한다. 1792년 9월에는 마침내 국민의회 의

원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루이 16세를 단두대

에 보내는데 찬성표를 던진다. 이때부터 다비드는 프랑스 미술계

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다. 

하지만 호시절은 길지 않았다.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유혈이 낭

자한 공포정치 끝에 실각하면서, 그 역시 반 혁명파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한다. 앞날이 캄캄했지만 대사면으로 출옥한 후 재기

에 성공한다. 때마침 유럽에서 패권을 잡은 나폴레옹(1769~1821)

의 ‘수석화가’로 중용되는 행운을 거머쥔 것이다. 프랑스 제1제정

(1804~1814)의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은 루이 16세 이후 새로운 

막강 후원자였다. 이로써 혁명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을 함께 한 신고전주의 양식은 제국의 영광을 찬양하

는 제정(帝政)양식으로 변한다. 대부분 다비드의 제자였던 앵그

르, 그로 등의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나폴레옹 체제를 정당화하고, 

그의 치적을 기념하는 대작 제작에 앞장선다. 현재 루브르박물관

이 소장 중인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도 그중의 하나다.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의  조형적인 전략

이 그림은 1804년 12월 2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된 

황제 나폴레옹 1세와 황후 조세핀의 화려한 대관식 장면을 담고 

있다. 크기가 무려 세로 6미터, 가로 9미터에 달하는, 다비드의 완

숙기 작품이다. 평민에서 시작하여 최고의 권좌에 오른 나폴레옹

은 그림 속에서 장엄한 모습으로 권력을 과시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림의 내용이 제목과 다르다. 황제의 대관식 장

면이 아니다. 스스로 왕관을 쓴 나폴레옹이 황후에게 씌워주기 위

해 관을 높이 들고 있다. 나폴레옹이 대관한 이후의 장면인 것이

다. 이는 나폴레옹의 권력이 타인에게 받은 것이 아님을 암시하면

서, 애가 둘 딸린 이혼녀인 6세 연상의 황후에 대한 애정을 만천하

에 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폴레옹의 ‘자수성가형’ 성공과 애정지

수를 극대화한, 다비드의 조형적 전략이 빛나는 대목이다. 이 자

리에서 황제의 관을 씌워주지 못한 교황 피우스 7세는 들러리 허

수아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상당수는 편집해 넣었

다는 사실이다. 

실제 대관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황제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참석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다비드는 그 밖에도 등장인물의 성

격과 심리는 물론 눈부신 실내장식과 비단, 벨벳, 금 장신구, 보석

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신고전주의 특유의 세밀하고 부드러

운 붓질로 화면을 광택이 날만큼 매끈하게 처리했다. 신고전주의

는 기존의 로코코 양식이 지닌 지나친 장식성과 화려함에 대한 반

발로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의 부활을 주창한 예술 사조. 이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선과 데생을 강조하면서 색은 장식적이

고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다비드는 이 작품을 2점이나 제작한다. 현재 쌍둥이 같은 작품이 

루브르 외에 베르사유 궁전에도 있는 이유다. 두 작품의 제작시기

에는 10여 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닮았다. 베르사유의 작품은 루브르의 작품과 구도는 동일

하지만 일부 등장인물이 대관식의 불참자로 교체되거나 더 나이

든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화면의 왼쪽 두 번

째 여자의 옷 색깔이다. 루브르 작품과 달리 분홍색으로 바뀌었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그녀는 다비드가 짝사랑한 나폴레옹

의 여동생이었다. 원래는 회색 옷이어야 하는데, 그녀만 특별히 분

홍색 옷으로 그린 것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반대로 그의 사랑은 

이뤄지지 않았다.

‘막장 드라마’ 같은 화가의 일생

다비드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트를 탄 것 같았다. 현실정치에 뛰

어든 만큼, 삶의 여정이 극과 극을 오갔다. 1815년 부르봉 왕조와 

왕당파가 재집권하고 나폴레옹이 실각하는 일이 벌어진다. 나폴

레옹의 몰락은 곧 다비드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나폴레옹이 부침

을 거듭하다가 결국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추방되었을 때, 다비드

의 신변도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접국인 벨

기에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친다.

대작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은 실제 대관식 장면을 충실하게 묘

사한 기록화(記錄畵)가 아니라 예술을 이용해 권력의 정당화를 꾀

한 나폴레옹의 야심이 기획 연출하고, 나폴레옹에 대한 다비드의 

충성심이 날개를 달아준 철저한 체제 선전용 작품이다.  



●

『2015 법원사자료 기획전』 개최

법원도서관은 2015. 12. 2.(수) 16:00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2015 법원사자료 기획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5. 12. 2.(수)부터 

2015. 12. 11.(금)까지 『2015 법원사자료 기획전』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식민지 법정에 선 조선인’을 개최하였습니다.

『법원사자료 기획전』은 2011년 시작되어 격년마다 개최되는 전시회

입니다. 2011년 「조선의 법과 재판」, 2013년 「구한말 법과 재판」에 

이어 2015년에는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이라는 주제로 구성하였

고, 일제강점기 법제자료 현황과 소장처, 일제강점기 법, 일제강점기 

재판 등을 짜임새 있게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법원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선고등법

원판결록』, 『조선법령집람』, 『관습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외에도 국

가기록원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하여 전

시하였습니다. 손병희 등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48인에 대한 

판결서, 조선어학회 관련자 판결서 등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법무·행형문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감

시대상인물 신상카드’,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어학회 사

건 예심결정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촬영한 ‘3.1운동 독립선언

서’ 등 귀중한 자료들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

사랑의 동산 방문 봉사활동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지원장 고영구)은 2015. 11. 30.(월) 고양

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위치한 “사랑의 동산”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동산”은 지적장애인 청소년 29명을 보살피는 

복지기관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지원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총 32명

이 참여하여, 사랑의 동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쌀 20포대(20kg)를 

전달하고 빨래, 시설 내·외 청소 및 주변정리, 산책 등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적장애청소년과 법원가족이 짝을 이뤄 손을 잡고 얘기를 

나누며 공원을 산책함으로써 평소 바깥 출입이 여의치 않았던 청소

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

가서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되겠습

니다.

뉴스 	라운지

News Lounge



●

2015년 1박 2일 부부캠프 『마음을 열고』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은 2015. 11. 21.(토)~11. 22.(일)까지 1

박 2일간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1

박 2일 부부캠프 『마음을 열고』를 인천시  강화군 소재 호텔 에버리치

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집단상담의 일환으로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부부 총 

9쌍이 참석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을 탐색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관계회복 및 부부체계 재정립에 도움을 주고,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이혼 후 건강한 삶과 자녀양육에 관한 의사  결

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사담당 판사 및 가사조사관, 인천시 연수구 건

강가정지원센터, 인천시 중구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 상담가 등 총 

3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캠프 장소에 도착하여 서먹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자 애칭을 짓고, 캠프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나누

었고, 부부 의사소통 증진 교육 및 미술협동 작업으로 공감대를 형성

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자매결연 1사 1촌 주민 초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지원장 박희승)은 2015. 12. 10.(목) 국민과

의 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에 안양지원과 1사 1촌 자매결

연을 맺은 인제군 기린면 주민 20여 명을 초청하여 법원견학의 시간

을 가졌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후 처음 법원을 찾은 주민들은 도착 후 5층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사법부 홍보동영상을 시청한 후 김희영 판사

에게 법원소개 및 재판절차와 법원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

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법정으로 이동하여 총무

과장의 안내로 법정과 피고인 대기실, 도서실 등 청사를 둘러보았습

니다.

이어진 오찬에서 지원장은 인사말씀으로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기린면 주민들이 우리 법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많은 교류를 통해 농촌사랑운동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에 전근재 기린면장은 “기린면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법원에 초

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통해 진정한 도·농간

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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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그림찾기 서로 다른 부분을 다섯 군데 찾아주세요.

독자 	마당

● 

법원 가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

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법원과 함께”와 “사랑 한 

컷”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원고 분량 :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내외

•원고 마감 : 수시

•보내실 곳 : E-mail_법원사람들@scourt.go.kr
•문의전화 : 02-3480-1456 공보관실

●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

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주소 :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트위터 주소 :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유튜브 주소 :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김영섭 행정관 진주지원

이나리 실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설희 실무관 서울고등법원

유승자 실무관 인천지방법원

김인숙 사무관 법원행정처

다른그림찾기 정답은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한 사진을 스캔한 

후 e-mail에 첨부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e-mail : 법원사람들@scourt.go.kr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2016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지난호 퀴즈

당.첨.자.

지난호	퀴즈	정답



마음의 	편지

유익한 대법원 견학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대법원 견학을 다녀온 서울○○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무료 단체 관람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학예사님과 담당 실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예사님과 실무관님, 판사와의 대화시간에 와 주신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구내식당의  

영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거웠다고 하면서, 법조계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 4. 유 ○○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박효정	학예사,	우일균	실무관




